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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참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J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1,07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
하여 경로분석 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참여행
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참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으
며, 특히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참여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융복합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참여행동,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청소년,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behavi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olescents. Using the data of 1,077 
adolescents residing in J region, this study used the path analysis to s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results, particip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direct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ed b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ticipation behavior had in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s, which can b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terms of overcoming the limit of presenting direct effects of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convergency suggestion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dolescen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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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진로교육은대부분높은교육열을토대로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있다. 직업은 삶의 있어

서 근간을 이루는 척추와 같이 중요하며, 청소년기의 중

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인 재능과 적성에 맞게 진로선택

을하고체계적인준비를통해직업을결정하는것은이

와 관련된다. 인생의 수레바퀴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직업

은 청소년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하

여청소년시기는더욱중요하다. 청소년시기에진로를

결정함에있어서청소년스스로가자신의흥미와적성에

맞는 분야를 탐색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재능을 찾아 개

발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대부분의진로준비는학교내에서실시되는진로검

사와 상담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진로체

험과같은활동위주의방식보다는입시위주의교육풍토

로인해청소년들은직업에대한충분한준비와탐색없

이대학입시를목적으로하는학습으로인해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성적에 맞게 자신의 전공을 찾아가곤 한다.

많은청소년들이자신의진로를성적에맞추어결정하기

때문에자신의재능과적성을고려하여진로를결정하는

과정없이대학에진학한뒤학업에서의중도탈락, 미래

에 대한 높은 불안감, 졸업에 대한 부담감 및 막연한 취

업준비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1].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실시된 창

의적 체험활동과 2013년도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진로검

사와상담위주의진로탐색방식을넘어서지역사회를중

심으로청소년들이다양한진로체험을통해잠재적재능

발견하고자기계발을준비하도록돕기위해시행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는 청소년활동이 단순히

학교안에서이루어지기보다는지역사회의다양한현장

에서의활동을토대로진로에대한탐색이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2].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진로활동은 여전히 학교를 중심으

로교과목에서다루어지는수준에서기획되고상담과진

로검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는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

년의욕구에기반하여기획되거나청소년의주도적인참

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3].

교육철학자 페스탈로치는 머리, 가슴, 손을 활용한교

육을실행하는것의중요함을강조하였다. 즉, 머리는교

과목 위주의 학습이지만, 가슴과 손은 이론적인 학습이

아닌지역사회의다양한활동과참여를통해서시작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기에는 교과교육 뿐만 아

니라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개인 및 사회적 역량까지 발

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에청소년들의시민의식이향상되었으며[4], 참여 수준

에 따라서 임파워먼트의 역량이 향상되었다[5]. 이를 고

려하여볼때청소년의진로탐색과결정은입시위주교

육으로인한한계를극복하고전인적인성장을도모하며

자신의삶의결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역량을키우는

것과 연관된다. 즉 청소년 진로활동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현장에서이루어질때에균형적인성장이이

루어질 수 있으며, 진로활동은 현장중심의 환경과 더불

어청소년의자발적인참여가수반될때에그효과를높

일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진로준비행동과 연관성이 있다.

진로준비행동은자신의진로에대해서막연한생각이아

닌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

제적인 참여행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이

다[6]. 청소년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구체

화하는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된다. 즉,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중에서지역사회와연계된참여활동이확대될수록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7]. 진로준비행동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참여활동을한경우와그렇지않은집단간에차이가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행동 중에 미래의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청소년기는지역사회를중심으로다양한사회적활동

경험이요구되는시기로자원봉사나동아리활동, 체험활

동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진로선택과 준비에 긍정적인 영

향을주게된다[8]. 또한 청소년참여행동은친사회적행

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할 수 있다.

참여환경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주

체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고, 이러한과

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9]. 특히 청소년 참여행동은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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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술, 창의성, 공동체성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다양한 참여행동은 미래의 진로뿐

만아니라사회적관계형성에필요한기술들을향상시키

는데 도움을 준다[10].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자신의진로목표를수행하고달성하기위해서필요

한진로결정능력에대한신념이다[11].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높은청소년은진로영역에대한결정행동을선택

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높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이에 대

한 확신이 높다. 결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에 있어서 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동기화하

는 것이며 이를 실현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기에 가정, 학교에

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지역사회내의

현장체험이이루어지는경우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높

아진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진로준비행동과관계

가 있으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12]. 또한 지역사

회를중심으로직업현장에서진행된인턴쉽참여청소년

은 통제집단에 비해서 진로결정에서 있어 자기효능감과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인턴쉽에참여한청소년은진로결정

에 있어서 자신감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

로에 대한 계획수립과 행동을 수행하게 되었다[13].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에 청소년의 참여

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

적으로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지금까지의청소

년을대상으로하는진로준비행동에관한연구는사회적

지지나 학교생활적응, 부모와의 애착, 개인적 특성에 초

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12]. 청소

년의 참여행동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는 공동체의식, 의

사결정능력,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청소년의 내적인 역

량에관한연구결과들로 진로준비행동과같은태도변화

와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5, 10].

이에본연구는청소년의참여행동과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살펴보고, 이들의관계에서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진로준비행동에갖는영향을다각적으로검토하는과

정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토대로청소년의진로를위해교육, 사회복지, 지역사

회정책등의다양한측면에서의융복합적인접근과이러

한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체계들의 융복합적인 관계에

기반한 개입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연구는청소년진로활동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J 지역 소재의 중·고등학생 1,200

명을대상으로유의표집방법을활용하여대상을선정한

뒤 설문조사를통해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이었으며 자기기입법을 활용하여 조사

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1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

였다. 각 설문지는 조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교사

와함께설문지의내용에대해서충분히설명한후에조

사를진행하였다. 최종수거된설문지 1,100부 중에서설

문항목이누락되거나일관된답변현상을보인 23부를제

외하고 총 1,077부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은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

패널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진

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나전공을위한정보수집, 관련대상자와의접촉, 진

로지식의 정확한 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측정도구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

(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 6점부터

최대 30점의 응답 범주를 갖는다. 진로준비행동 측정결

과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

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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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문화 활동, 교류 활

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사회참여 활동, 청소년성취

포상제도와같은활동에있어서청소년이자발적으로참

여하고 있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김윤나와 동

료들의연구[5]에서활용된도구를활용하여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Barker가 제시한 참여수준 이론을 적용하여

개발된도구로방관자와같이참여활동에있어서역할이

없는수준부터즉각적인단독의권한을가지고참여활동

을수행하는단독리더의수준을구분하는거트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행동 측정도구의 응답의 수준이 높

을수록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2.3 매개변수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

Taylor[14]의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기반으로박가열[15]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통해 측정되었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는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어떤 수준의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형

태이며, 최소 10점에서 50점의응답범위를갖는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

어서자신에대한확신의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본연

구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91로 나타났다.

2.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추

정을위해통제변수로성별, 연령, 가족의경제수준, 성적

수준을 변수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으로

부호화하여 활용하였고, 연령은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매우 어려운 편(1)부터

매우잘사는편(5)으로 구성하였고, 학교성적역시매우

못하는 편(1)부터 매우 잘하는 편(5)으로 구성하여 측정

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청소년의 참

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

동에미치는간접적인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하여경로

분석을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수행하기이전에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결측값 분

석, 마할라노비스 거리 통계량, 첨도, 왜도, 공차, 분산팽

창요인의 검토를 통해 분석 자료의 정확성과 정규성, 등

분산성,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청소년진로준비행동에대

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

과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간접적인영향력을검증하기위하여이론적배경에

기반한연구모형의적합도와각경로들의통계적유의성

을검증하였다. 절대적합지수로 χ2검증및자유도를고려

한 표준 χ2검증(CMIN/DF)과 적합도지수(GFI), 비교적

합지수(CFI), 표준화 잔차평균자승이중근(SRMR), 근사

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검증하였고, 통계적인분석

에는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

성은 <Table 1>에제시하였다. 먼저전체연구대상청소

년 1,077명중남학생 410명(38.1%)에 비해여학생이 667

명(61.9%)으로 연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연령 분포에서는 17-19세인 경우가 557명

(51.7%), 14-16세인 경우가 506명(47.0%)으로 높은 비율

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16.53세

(SD=1.49)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보

통인경우가 493명(73.6%)으로가장많은비율을나타내

고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평균 3.02(SD=.60)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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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도 보통인 경우가 530명

(49.2%)으로 가장높은수준이었고, 평균은 2.95(SD=.91)

로 나타났다.

Categories N %

Gender
Male 410 38.1
Female 667 61.9

Age

12-13 14 1.3
14-16 506 47.0
17-19 557 51.7
M(SD) 16.53(1.49)

Economic
Level

1(very low) 14 1.3
2 121 11.2
3(middle) 493 73.6
4 127 11.8
5(very high) 22 2.0
M(SD) 3.02(.60)

Academic
Grade

1(very low) 59 5.5
2 239 22.2
3(middle) 530 49.2
4 191 17.7
5(very high) 58 5.4
M(SD) 2.95(.91)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077)

3.2 주요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청소년의진로준비행동에대한본연구의연구모형에

서 주요하게 검토한 변수들의 주요 특성, 변수간의 상관

관계 특성, 경로모형의 전제조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연

구데이터의 특성은 <Table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의진로준비행동은평균 3.10(SD=.79)으로나타

났으며, 이는 측정도구의 응답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연

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의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

수인청소년의참여행동은평균 2.78(SD=.1.24)로 나타나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참여행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청

소년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큰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평균 3.57(SD=.72)로 보통보다높은 수준을나타

내었다.

청소년들의진로준비행동과참여행동및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참여행동(r=.199,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31,

p<.001)은 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적인상관관계를나타

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r=.205, p<.001). 일변량 이상치와 다변량 이상치, 왜

도, 첨도, 공차, 분산팽창요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계

수 및 산점도를 통한 시각적 확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때경로분석의전제조건이되는연구모형에포함

될 변수들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에 있

어 문제가 발생하여 모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

로 판단하였다.

Categori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ticip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

Participation
Behavior

.199***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31*** .205*** 1

M 3.10 2.78 3.57
SD .79 1.24 .72

minimum 1 1 1
maximin 5 5 6
skewness -.151 .355 -.099
kurtosis .380 -.447 .150

*p<.05, **p<.01, ***p<.001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3.3 연구모형 분석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

준비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행동을 독립변

수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매개변수로, 성별, 연령, 경

제수준, 성적수준을통제변수로연구모형을설정하고경

로분석을통해연구모형의직·간접적인경로들을검증하

였다. 이 과정속에서연구모형의자유도를높이고, 간명

성을높이기위하여초기모형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

지않은통제변수의경로들을수정하여최종적인연구모

형을 결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수용 여부는 모형 적합도

지수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였으며, 최종연구모

형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Fig. 1]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제시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중

절대적합도지수인 χ2검증 결과 χ2=6.350(df=5, p>.05)으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

로 검토한 적합도 지수들 역시 GFI=.999, CFI=.998,

SRMR=.016, RMSEA=.016으로 높은 수준의 모형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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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보였으며, χ2검증과다른적합도지수들을전체적으

로 검토하여 볼 때 선행연구에 기반한 청소년의 진로준

비행동에대한연구모형은수용할만한수준의적합도를

갖추고 있었다.

Path B S.E.
critical
ratio

β SMC

Participation
Behavior→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07 .017 6.234*** .184 .074

Participation
Behavior→Career
Preparation Behavior

.059 .016 3.610*** .093

.32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Preparation Behavior

.545 .028 19.306*** .497

χ2=6.350(df=5, p>.05), CMIN/DF=1.270, GFI=.998, CFI=.998,
SRMR=.016, RMSEA=.016
*p<.05, **p<.01, ***p<.001

<Table 3> Parameter Estimate and Model Fit

Control Variables

Gender, Age, Economic Level, Academic Grade



.107*** .545*

.059***Particip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05, **p<.01, ***p<.001

[Fig. 1] Research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

청소년의진로준비행동연구모형의주요경로들을살

펴보면, 청소년참여행동(B=.059, p<.001)과 진로결정자

기효능감(B=.545, p<.001)은 모두 청소년의 진로준비행

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

소년의 참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짐

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청소년의참여행동과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변량 중 약

3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참여행동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

서는 참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B=.107, p<.001). 이는 청

소년의 참여행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량 중 약 7.4%를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통해청소년의참여행동이진로준비행동

에 갖는 영향력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갖

는매개효과에대한분석결과는 <Table 4>에제시하였

다. 청소년의참여행동과진로준비행동의관계에서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트스트래

핑방법(표집횟수 1,000회)을 사용하여이루어졌다. 부트

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065)과 상한값(.116)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참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

을갖고있으므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청소년의참여

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의미한다. 청소년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통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의 매개효과는 B=.059(β

=.092)로 나타났다.

Path B β 95% CI Mediating Effect

Participation
Behavior→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Preparation Behavior

.059 .092 .065∼.116
partial mediating

effect

<Table 4> Mediating Effect Analysis

Path
Direct effect
B(β)

Indirect effect
B(β)

Total effect
B(β)

Participation
Behavior→Career
Preparation Behavior

.059(.093)** .059(.092)** .118(.184)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Preparation Behavior

.545(.497)*** - .545(.497)***

*p<.05, **p<.01, ***p<.001

<Table 5>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s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갖는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정리하

여 <Table 5>에제시하였다. 연구에참여한청소년의진

로준비행동에 대해참여행동은 B=.059(.093)의 직접효과

와 B=.059(.092)의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어 B=.1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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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효과를 갖고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준비행동에 B=.545(.497)의 직접효과를 갖고 있었다.

4. 결론 및 함의
본연구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진로준비행동의특성

을살펴보고, 청소년들의참여행동과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있어서직접적인영

향과 매개효과의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청소년 1,077명의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연구의 주요 결과

와이를기반으로하여청소년의진로준비행동을향상시

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주요 결과 중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행동이가지는변량을설명함에있어서참여행동을독립

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한 연

구모형은절대적합지수를비롯한다양한모형적합도지

수를 고려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

합도를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의진로준비행동을검토함

에 있어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합적으

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개입에 있어서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관계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참

여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증진과관

련된 교육기관,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이와 관련

된 학문영역이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개입방안

을 도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번째로청소년의사회적인참여행동은진로준비행

동에직접적인영향력을가짐과동시에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의 영향력 중 직

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7,

8]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결과를현

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맥락에 견주어 보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참여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약을

가진청소년을둘러싼맥락으로인해청소년의참여행동

이 낮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며,

이와 동시에 낮은 수준의 참여행동은 낮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되어 진로준비행동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발생시킨다. 진로준비행동에있어청소년시기의

중요성과 본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된 관계구조를 다시

한번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참여행동의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기관, 청소년기

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참

여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의 통합적인 관점 및 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운

영되고있는청소년들의참여행동을증진하기위한아카

데미, 워크숍, 경진대회를 비롯하여 청소년 기관과 사회

복지기관에서운영되고있는청소년사회참여관련포럼,

동아리, 기자단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관련 활동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 사업들은 청소년 개별 학문의

배경 하에서 개별 기관의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의사회참여에대한통합적인계획및개별기관의역할

에대한조정이충분하지않은것이현실이다. 이로인해

청소년의사회참여행동에대한전반적인계획수립이이

루어지지못하고있어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효과성과 효율

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참

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플랫폼을

토대로진로지원과연관된복지, 교육, 도시계획등의다

양한융합적프로젝트및네트워크체계구축이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진로준비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볼때청소년의참여행동은단순히그자체로만볼것

이 아니라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요소인 자기결정 효능감과 행동적인 요소인 준비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각 학문과 서비스 기관간의 융복

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세번째로청소년의진로준비행동에있어서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직접적인영향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

으며, 이러한결과는선행연구의결과[12, 13]를 지지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진로준비행동의수준이높아질수있음을확

인하였다.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청소년들이관계를맺게되는주변인들과의긍

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지지적인 형태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위해서학교와가족, 지역사회를중심으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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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 맺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을 고려

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영역의 교사를 비롯하

여, 상담영역의전문상담교사나상담사, 사회복지영역의

학교사회복지사등의활동을통해학생들이학교내에서

교사및또래집단과긍정적인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과 관련된 진

로동아리 활동, 자율학기제 도입에 따른 활동을 수행함

에 있어서 또래집단 내에서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기반

으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청소년들이가족내에서경험하는어려움을완화하

기위하여가족간의사소통및관계를긍정적으로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인 지역

사회복지관및건강가정지원센터등에서운영중인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한

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족간갈등및의사소통의왜곡문제를완화하기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제공

은청소년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향상에긍정적인영

향을줄수있다. 이와함께청소년이직접적인진로관련

활동을스스로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할수있는프로

그램으로의 진로관련 활동의 운영방식 변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진로관련프로그램에참여함에있어서청소년

이스스로의역량을통해계획, 수행, 평가를담당하는것

은 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셀프리더십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청소년진로준비행동은 참

여행동속에서이루어지는상호작용과사회적지지를통

해서 형성되는데, 학교급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할 필요

가있다. 예를들면, 중학교시기는또래와함께참여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및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사회

자본, 사회적 역량 향상과 진로영역을 인식하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시기는 청소년 인턴쉽 프로그

램참여를통해직업현장의구성원과의상호작용과지지

를 통해서 진로발달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연구는청소년의참여행동과진로준비행동의관계

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로연구결과를통하여진로준비행동에대한참여행

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참여행

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주는간접적인영향력을검증하였다는점에서그

의의를찾을수있다. 또한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하여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참여행동과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향상시킬수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

할수있다. 하지만청소년이사회적으로참여할수있는

환경 및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수준

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의 현

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자

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해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

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향후 청소

년을대상으로한전국단위조사를통해극복되어질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청소년의 참여행동의 영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소

년의진로준비행동은다양한차원의요인들에의해영향

을받으므로청소년의진로준비행동과관련된다양한차

원의변수들에대한검토역시후속연구를통해추가적

으로 검증되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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