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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진로코칭 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을 상으로 -

김 하 나

제주 학교 학원 가정 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연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진로코칭 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 이 있다.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제주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 10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 으며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1학년과 2학

년 학생 10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 다.이들을 상으로 활동과 일 일 코

칭을 포함한 진로코칭 로그램을 주3회 120분씩 총 10회기로 진행하 다.

본 연구의 효과검정을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자기효능감,진로성숙도에

한 검사를 사 ,사후로 나 어 실시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진로코칭 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체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 역 에는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진로코칭 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개의 하 역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해 사

후검사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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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진로코칭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 경험을 분석한 결과 부

분의 학생들이 진로코칭 로그램 참여 보다 참여 후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고 진로코칭 로그램의 세부 활동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로그램은 일 일 코칭이라고 응답하 다.

결과 으로 진로코칭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실험처치를 받지 않은 통

제집단에 비하여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모두 향상되었고 이로서 그 효과성

을 확인하 다.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있어서 진로교육,진로상담,

진학상담과는 다른 방법인 진로코칭 로그램을 제시하 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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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비하는 요한 시기로,발달단계상으로

는 자아정체감과 가치 이 형성되고 인 계 기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 기술을 배우는 시기이다(장정임,2009). 한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비하고 훈련받는 기간으로 아동기 삶의 경험을 반 하고

동시에 성인의 삶의 경로가 보이는 시기이다.즉 청소년기는 생애 반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자신의 성에 합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발

달과업을 성취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이다.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진로 개발은 개

인 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이동과 사회 지 를 획득할 수 있는 요

한 기반이 되며,사회 으로는 국가 인력 개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노 ,2002).

그러나 최근 통계청에서 내놓은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15세∼19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2.9%) 직업(25.7%)에 한 문제가 58.6%로 1 를 차

지하고 있다(통계청,2013).10년 에 비해 공부,외모/건강,이성교제 등은 비

이 감소하고 직업에 한 고민은 18.8% 증가하여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청소년기

의 진학 는 진로에 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진로에 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나 자신이 진로를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무엇을 잘 할 수 있

는 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처럼 자기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의 진

로에 한 뚜렷한 인식 없이 사회 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갖기 해 학업에만

념하고 있는 지 의 학교 실은 살펴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학교교육 제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한 실질 인 도움을 주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성숙을 한 진로교육에 한 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어,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이후로 진로교육을 지속 으로 강

조해 왔다.1981년 제 4차 교육과정에 처음 진로교육을 명시한 이후 제 7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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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서는 교과활동,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 다.그리고 제 8차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의 핵심이라

할 만큼 그 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한 진로교육의 요성과 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

부에서는 200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다.2014년 진로

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을 보면 국 으로 총 5,208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게 된다.이와 같이 제도 차원의 노력으로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방침에 따라 해마다 ․ 등 진로교육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시간과 문 인력 부족으로 제 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 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 인 학교의 진로교육 황을 살펴보면,형식 체험행사와

학생수 에 맞는 자료들의 부족,학부모들의 심 부족 등으로 효과 인 진로교

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박진숙,2011).학생들은 성,흥미 탐색 등

자기이해가 부족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 과 능력 부족 등을 인식하여 장래

희망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들 역시 진로교육을 의욕

으로 하기에 어려운 구조와 실을 토로하고 있다(임 언,2008).이러한 결과들

을 볼 때 진로교육에 한 요성과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나 학교 장의 진로

교육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학교

장에서 보다 문 이고 효과 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민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교육을 받기 해서 발생하는 비용

과 시간부분에서 특별한 상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평

소 학교와 학원을 다니느라 시간부족과 학업 스트 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실정을 고려할 때 근성의 면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재 학교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충

분한 교육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진로교육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

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이를 개발하는 역할이 요시되는 상황에서 최근 교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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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는 ‘코칭’에 한 심이 두되고 있다.코칭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이

끌어내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스템이며(김규

수,2010),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하여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목표를 실 하도록 돕는 것이다(김종운,정보 ,2012). 한 진로

코칭은 피코치가 자기주도 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도록 코치가 도와주는 것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황 숙,2013).

코칭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자기사고,경험숙달하기,모델링,사회 설

득,심리 상태라는 구체 인 방법을 통해 자기효능감 강화를 입증한 연구

(Malone,2005),코칭 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기효능감 상승을 입증한 NLPia

코칭 로그램 연구(장혜진,2006;최 례,2007)가 있다.이외에도 특성이론기반

집단진로코칭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황 숙,2013),

비 수립 코칭 로그램이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정보 ,2012)등이 있다.

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코칭은 개인에게 자신의 내부에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시키고,잠재력을 스스로 개발하여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 코칭은 상담,학습,리더십,NLP,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목되고 있다.하지만 잠재력 개발이라는 코칭의 특성을 진로에

용한 로그램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탐색기에 있는 학생을 상으로 진로코칭 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는 목 하에 활동 로그

램과 일 일코칭을 통한 진로코칭 로그램을 진행한 후 사 ,사후 효과성을 분

석해 보고자 한다.자신의 흥미와 강 에 한 정확한 인식은 자신의 실행력에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어떤 일에서 탁월한 결과와 성취를 이루게

만드는 역량인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의욕과 활기를 느끼게 만드는 동기를 부

여한다(권석만,2008). 한 활동 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강 을 찾고

자신과 다른 상 를 이해하고 존 하게 되며,일 일코칭으로 진행할 때 상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코치가 피코치에게 더

욱 집 할 수 있어 피코치의 환경과 욕구를 이해하고 변화와 성장을 지원해

으로써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정확한 목표 설정과 실행의지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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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진로상담,진학상담,진로교

육과는 다른 역으로서 활동과 일 일 코칭을 통한 진로코칭 로그램을 실시

한 후 진로코칭 로그램이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성

을 제시하려고 한다.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교육을 한 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연구 문제

최근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요해지고 진로교육에 한 요구도가 증가하

면서 학교에서도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학생들에게 실질 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실질

인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진로코칭 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높이려는 목 하에 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으로 나 고,실험집단을 상으로 진로코칭 로그램을 실시하고,사 ,사후 검

사를 통하여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본 연구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둘째,진로코칭 로그램 실시 후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

나는가?

셋째,진로코칭 로그램 실시 후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

나는가?

넷째,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코칭 로그램 실시 후 자기효능감과 진로성

숙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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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청소년의 특징 진로

1)청소년의 특징 진로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스스로의 세계를 개척하기 하여 끊임없이 주 를

탐색하는 시기라는 발달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청소년기는 인지 으로 추

상 사고능력이 발달하면서 가설 추론이 가능하게 되고 도덕 문화와 자신

의 미래에 한 계획에 해서 폭넓게 사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

직업 인 기술을 획득하여 성인사회의 완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 를 마련

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래문화와 교우 계를 시하고 경험과 성장으로 시야가 넓어지

며 탐색과정을 통해서 가치 이 지속 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진로탐색을 통해서

직업에 한 지식과 진로결정 기술을 확립하고 진로결정과 련된 다른 요인들

에 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 다(김충기,1993,재인용).

학교는 등학교의 진로인식 단계와 고등학교의 진로 비 단계의 매개 단

계인 진로탐색의 단계로서 자신의 특성에 한 객 인 이해가 성숙되어야 하

며 자아의 객 탐색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자신이 소망

하는 직업 특성과 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로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Goldhammer와 Taylor(1972)는 학생을 상으로 한 진로탐색 단계에서 수행

되어야 할 내용은 청소년기의 특징․직업 ․직무분석 망․직업윤리교육과

잠정 인 진로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직업군의 탐색이 주요활동내

용이며 행동 역으로는 첫째,장래직업,취미생활,가정생활,시민정신,문화생활

등에 한 범 한 고찰 둘째,취업기회에 한 잠정 가능성의 탐색 셋째,직

업선택의 능력과 태도의 함양 넷째,장래 직업의 보편 역에 한 잠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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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다섯째,다양한 직업에 요구되는 개인․교육 요건들에 한 범 한 지식

여섯째,인류의 가치와 신념체계에 한 고찰 등으로 보았다(김충기,1995,재인

용).

이러한 진로탐색 지도에 따르는 유의 을 살펴보면 첫째,‘자신에 한 이해’,

즉 자신의 지능,특기,흥미,소질, 성,성격,신체 조건 등의 이해에 한 지

도를 해야 하고 둘째,‘직업세계에 한 이해’로 직업의 종류에 한 개 인 이

해와 심 있는 직업에 한 집 탐색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충기,1998).

따라서 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합리 인 진로결정과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을 두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나 그들의 진로욕구

해결을 해 보다 실질 인 진로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진로에 한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진로 련 연구가 증하고 있

고(손은령,이순희,2011),진로 로그램 실시를 통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청소년의 진로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청소년의

자기효능감,진로성숙도에 한 선행연구로는 진로탐색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자

기효능감 향상을 입증한 연구(김경화,2008),진로상담 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

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킨 연구(장정임,2009),지역아동

센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향상을 입증한 연구(이선 ,2009)가 있고,

진로탐색 집단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고 석,2002;김진순,2005;

김홍혜,1998;노기숙,2004)와 진로 자기효능감(김헌수,장기명,이완,2002;박완

성,2004;이 림,박필자,2006;조혜정,2001)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 것

으로 연구되었다.

이외에도 Taylor와 Betz(1983)는 진로미결정 진로의사 련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진로결정 과정에 깊이 련된 변인임을 주장하 다(김행수,2010).Lent

와 Hackett(1994)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직업에 들어가기 해 교육,훈련 등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진로선택 폭이 제한되어 있고

진로에 한 애착이 낮다고 하 다. 한 요구되는 직업분야의 능력에 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 선택의 범 가 넓어지고 직업에 한 흥미가 커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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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ndura,1997;Betz& Hackett,1981).이처럼 자기효능감은 한 사람의 진로

를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임임을 알 수 있다.

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라는 두 변인 간의 계 연구도 꾸 히 이루어

지고 있다.Betz와 Hackett(1981)는 자기효능감은 직업흥미,진로선택과 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이러한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 으로 지지를

받아왔다,국내에서도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 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확신감과 독립성을 보임을

입증하 고(김 민,2006),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진로 비행동 련 연구에서

는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이 되어 진로성숙과 진로 비행동에 향을 미침을 연

구하 다(조명실,2007).

한편,제주지역내 학생의 진로교육과 련된 제주지역 학생의 진로교육 실

태 진로의식 연구(김경란,2012)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진로

와 련된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본 이 있는지에 하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80.1%이며,경험이 없는 학생은 19.9%로 나타났고,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이

나 지도가 자신의 장래 진로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하여 ‘도움이 되

었다’는 의견은 28.4%이며,‘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원은 51.4%이며,‘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인원은 14.2%를 나타냈다.진로교육을 받는다면 알고 싶은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하여 ‘직업 성소질정보’로 응답한 인원이 55.2%로 높게 나

타났고,그 외 ‘진학정보’는 21.3%,‘유망직업 정보’는 13.1%로 나타났다.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진로 련 교육에 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25.3%,‘보

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55.1%,‘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9.7%로

나타나고 있다.

한 사설 교육기 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9%이며,‘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2.1%로 나타났다.사

설 교육기 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은 ‘2009진로교육 지표조사’의 1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사설 교육기 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학교교육

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즉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사설 교육기 의 교육 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내

에서 지도하거나 는 사설 교육기 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등 발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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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교육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특징

지역아동센터는 1986년부터 도시의 빈곤 집지역 내에 보호받지 못하는 학령

기 아동을 한 ‘공부방’활동을 심으로 자생 으로 조직 운 되었다.IMF이후

더욱 심화된 사회경제 기로 인해 빈곤 결손가정 아동 증가로 인해 이를

보호하기 해,2003년 3월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는 과정을 거쳐 공 달

체계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박복희,2011).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를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 한 보호 식지원으로 결식을

방하고,아동의 학습능력 제고,학교부 응 해소,일상생활 지도,학교생활의 유

지 응력을 강화하며,아동의 심리 정서 안정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을

강화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지 까지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등학생에게 학습,문화,복지의 기회를 주었

고 ․고증학생에게는 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청소년을 한 통합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해서 청소년 용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되

었고,2006년 1318해피존사업단이 청소년 용지역아동센터를 선도 으로 운 하

게 되었다.1318해피존은 기존 아동을 해 지역아동센터가 역 을 두었던 학습

지원,안 식지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지원,문

화지원,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진로 등을 강화시키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통해

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의 ‘공부방’활동이 법제화에 뿌리를 두어 제도

화된 형태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해 학교

의 보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이 무엇보다 요한 실

정이다.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결손가정,빈곤가정,맞벌이 가정들이 주를 이

루고 있어 이용자 가정 분분이 자녀의 교육에 한 책임을 실히 느끼나 교

육 실을 따라가기가 경제 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 하여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과정 에 성취감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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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자신의 목표와 진로에 한 계획과 실천을

하게 되어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상자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 제주도내의 청소년 용 지역아동센터는 4곳 뿐으로 상당수가 부족한 실정

이며 결손가정과 빈곤가정,맞벌이 가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제주도내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센터이용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학생의 경우 부모가 이용을 강제하기 어렵고 스스로의 단이나 결

정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며 친구 계 등으로 이용이 결정되기도 한다. 한 청소

년의 문화콘텐츠를 읽어내지 못하고 학습 주의 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때 쉽

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도에 이용을 포기하기도 하며 학업 단이나,가출,인터

넷 독,청소년 범죄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권택 (2010)은 지역아동센터의 로그램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에 한 연구에

서 학습 주 로그램은 지양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체험활동이나 특기

성 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언하 고,장선화(2011)는 지역아동센터는 등학생

이 ․고등학생 이용자 보다 많아 등학생을 한 로그램이 강화되어 있으

며, ․고등학생을 한 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는 제한 이 있다고 지 하 으

며 등학생 로그램과 구별한 ․고등학생 로그램을 강화하고 연구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하 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흥미와 성을 찾음으

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나아가 직업세계와 연결하여 합리 으로 자신의 진

로를 계획하여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코칭 로그램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즉 청소년을 하여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진로설계 련 로그

램 실시를 통해 그들이 자신을 알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이고 효과 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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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에서의 자신의 수행능력에 한 믿음이라는 개념이다

(Bandura,1977).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 를 의미한다(정옥분,

2005;Bandura,1977).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시도하고,지속시켜 성공에 이

르는 능력에 한 확신 정도로서 성공에 한 신체 ,지 ,정서 근원을 움직

이게 하는 개인에 한 신념이다(이나,2005).그리고 한 개인이 측할 수 없거

나 스트 스가 따르는 상황에서 효과 인 략을 세워 조직 으로 이행할 수 있

는가에 한 신념이다(박소라․김지혜․이 림,2008). 의 정의들을 통해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한 단이

며,특정과제 수행에 한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 뿐만 아니라 자신감,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이 첫째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확신 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이선 ,2009).둘째

로 자기조 효능감은 개인이 가지는 자기조 체계의 기능에 한 신념이다

(Bandura,1977).따라서 자기 찰,자기 단을 통한 인지과정과 자기반응을 통한

동기과정에 의해 강화된다.셋째로 과제난이도선호는 도 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Bandura,1986).

이처럼 환경과 상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행동의 선택과 사고형태,그리고 정서반응 등에 향을 다

(Bandura,1986).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목표지향시에 노

력과 결과가 함께 한다는 신념이 높으며(조승우,1997),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지

속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김아 ,박인 ,2001;정정애,2010;

Bandura,1977). 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목표수행시 구성과정에서 성

공 인 상황을 상상하며 수행을 지속시킨다(원희정,2006).

자기효능감은 학업성 에도 정 향을 미친다(강윤정,2010;정미숙,2008).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과의 계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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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신․김의철․김

희․민병기 1999).나아가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진로발달을 측할 수 있는 측정

치로서 인격형성과 사회성에 정 향을 미쳐 성공 사회 행동을 진시키

고 미래에 해 도 이며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작용한다(이은숙,2007;

정옥분,2005;Bandura,1986). 한 정 인 결과를 래하는 성공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정옥분․김경은․박연정 2006).이처럼

정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수 높은 인지 과제수행 략과 련된다.

반 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 시나리오를 상상하여 부정 인 미래상

황에 집 하므로 성공에 필요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한 어려

움에 직면했을 때 무능력과 방해물에 을 맞춘다(원희정,2006).자기효능감이

극단 으로 낮은 청소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결국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게 만들

며,성공은 단지 운이 좋아서 그 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정옥분,2005).이는

결과 으로 청소년이 잠재력 발 을 못하게 하여 과제를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Seligman,2002). 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며 우울증에 빠지

게 된다(정옥분,2005).

3.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을 최 로 개념화한 Super는 진로성숙이란 직업탐색에서 쇠퇴기까지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의 한 도달 내지 발달의 정도라고 말하며,직업성

숙은 정신연령이란 개념과 비슷한 직업연령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정의하 으며,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5가지 차원 ① 진로계획 ② 진로탐색 ③ 의사결정 ④ 직업

세계에 한 지식 ⑤ 선호하는 직업군에 한 지식에서의 상 치가 개인의

진로성숙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정승 ,2009).

Crites(1978)는 Vernon의 지능 계구조모델에 따라서 진로발달의 계 요소

들을 제시하 으며 진로성숙이란 진로선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 ·정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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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 치로서 보다 일 되고 확실하며 실 인 진

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최인창 2006).발달 에서 진로

성숙은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비도로 보고 있으며(Gribbons& Lohnes,

1964),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하여 이 둘을 명하게

통합할 수 있는 가에 한 비와 정도라고 보기도 한다(Hoyt,1977).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진로성숙도 검사개발보고서는 진로성숙이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

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하여 필요한 정의 태도 인지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임언,2001).

이러한 진로성숙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로성숙도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진로

성숙도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 씩 다르다.진로성숙을 최 로 개념화한

Super(1981)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할 발달과업에 한

비도로 주장하 고,Gribbons과 Lohnes(1964)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선택이나 진

로계획에서의 비도라고 하 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의 진로성숙도에 한 개념을 살펴보면 먼 장석민외

(1990)는 진로성숙도를 자기 이해,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

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 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보았으며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는데 이 발달과업의 인지 수행여부

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진시키며 이행하는데 요한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

다.김 환․이형국(2010)은 진로성숙도란 신체,인지,사회성과 같이 일에 한

심 태도가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진 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하고,한 개인의 진로성숙도 수 은 그 개인이 재 보이는 행동이 그 개인

이 속해 있는 연령층에 기 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진로성숙도에 한 개념 정의는 조 씩 다르지만 선행 연구들의 견해를 종

합해 보면 진로성숙도란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비도로 동시에 한 개인

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자신에 한 정확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한 이해

를 바탕으로 진로와 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이 자신에 한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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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이해를 토 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 으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진로성숙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Crities(1971)는 진로유형연구(carrer

patternstudy)의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진로성숙의 구성개념에 한 연구를 하

으며 청소년 즉 탐색기에 해당하는 연령의 진로성숙개념의 요성을 검증하거나

구성요인들을 구분하 다.그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

서 나타나는 상 인 직업 비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Super의 진로성숙의 다섯

가지 범주를 수정 보완하여 16개의 변인을 설정하 고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

하고 있다(김선미,2003).

<그림1>Crites의 진로성숙모형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검사CMI)는 객 으로 수화되고 표 화된 진로

발달측정도구로서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어있다.이는 김원 (1984)이 번

역하여 사용되어졌다.하지만 제작연도가 무 오래되었고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

이므로 진로성숙도에 있어서 재 우리나라 학업 단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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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발된 검사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로성숙도검사는 태도와 능력

역으로 구성되어 자에는 계획성,독립성,결정성이 포함되었고 후자에는 직업

세계,이해능력, 직업선택능력,의사결정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이 검사

는 진로선택에 한 태도와 능력이 동일연령진단에 비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가를 진단하고 기술하는 것이 목 이고 개인의 진로방향을 결정하거나 측할

목 으로 개발된 검사가 아니라는 제한 이 있다(김 한외,2007).

이기학․한종철(1997)은 결정성,확신성,목 성, 비성,독립성의 5개 차원을

측정하는 진로성숙태도검사를 개발하 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성숙진

단검사를 개발하 는데 진로성숙을 태도,능력,행동 차원으로 측정하 다.

김 환외(2007)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청소년용 진로

발달검사 개발 타당화 연구에서 이제까지 개발된 진로성숙도검사들의 하 요

소들을 개 해보면 다양한 요소로 구분 명명되고 있으나 크게는 ‘태도’와 ‘능력’

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진로에서의 성숙이란 자신에 한 이해와 더불어 직업이

나 일에 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진로 비행동으로 연결하는 보다 통합 인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 다. 한 개인의 진로행동의 기 가 될 수

있는 진로 련지식의 수 을 악하는 것은 소흘히 다루어져 각 발달 단계별로

개인의 진로태도와 지식 행동을 연결시키는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발달단계별 진

로성숙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진로에 한 태도나 능력 뿐만 아니라 행동요인

과 진로 련 지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김 환․김아 ․차정은․이은경

(2007)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성숙도검사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계획성과 성

향,타 성,결정성 등 4개의 요인을 측정하고자 한다.

진로성숙도와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응과 진로성숙에 한 연구에서 정

서 으로 잘 응하는 집단이 잘 응하지 못하는 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높다

고 지 하 으며(이해경,2000,재인용)Thoma(1974)는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좀 더 성숙된 진로 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 으며,진로성

숙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가치 흥미 등과 좀 더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 다.

이외에도 자아개념,지능,가정환경(김원 ,1984;김 옥,1989;정채기,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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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진로성숙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 림․권소희(2000)는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향을 주는 변인 분석에서 사회경제 수 과

일의 내외 가치,성별,학년 등의 순으로 진로성숙에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4.진로교육 실태 황

1)학교 진로교육 실태 황

Super(1990)는 학교 시기의 진로교육은 자신의 흥미와 특성,능력 등을 탐색

하여 잠정 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해보는 진로탐색(careerexploration)단계라

고 하 고,Zunker(2002)는 이 시기에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의사결정과 문제해

결기술,자아개념을 교육 직업 목표와 연계시키는 일,학생의 장 과 능력

을 다루는 일,다양한 직업탐색을 하는 것이라 하 다.직업의 세계가 다양화되

고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과 직

업세계에 한 정보를 폭넓게 습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명하게 결정해

야 한다(김정희,2012).

한 진로교육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임 언(2008)은 “한 개

인이 삶의 과정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기 하여 다양한

삶의 맥락속에서 자기 주도 으로 경험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즉 진로개발역량을 제고하기 한 체계 활동의 총칭”이라고

정의하 고,이지연외(2009)는 “진로교육이란 개인이 삶에 필요한 생애역할․평

생학습․일․여가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비하는 학습과정의 총체를 의미

한다고 하 다.진로교육으로 인하여 각 개인은 지속 으로 자신의 진로와 련

된 주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한 교육과 훈련을 계획하여,마침내 직업세계에

진입하며 행복한 삶으로 성장,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 으며,김충기(2011)는

“진로교육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흥미,능력에 따라 합한 진로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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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태도를 배워서 응과 발달을 꾀하도록 돕는 종합 인

교육활동이다”라고 하 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경해를 종합해보면 진로교육이란 체계 인 교육을 통하

여 개인의 성,흥미,능력에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여 합리 인 진로선택 진

로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미래에 행복한 개인으로,생산 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후반부터 ‘진로교육’‘진로지도’라는 개념이 도

입되었으나 상 학교 진학 심의 ‘진학지도’로 변모되었다가,진로교육의 요성

을 역설한 김충기(1978)의 ‘생애교육의 이론 근’이후 진로교육에 한 연구

가 크게 강조되었다.더불어 진로교육을 “학생 개개인의 잠재가능성을 토 로 올

바른 직업 참된 삶을 지도하는 조직 이고 체계 인 교육활동 로그램”이라

고 정의하 다.

그 외에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하여 “모든 교육은 진로를 비하기 한 교

육이며,따라서 학교 교육도 그 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개념은

등학교부터 학의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반 되어져야 한다고 진로교육

을 개념화하 다.이처럼 진로교육은 어느 한 시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

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계속 인 과정으로(김충기,1986)학교 교육의 체

과정 속에 진로교육이 체계화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개인의 성이나 재능을 키우고 발견하는 교

육보다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입시 주의 주입식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 실이다.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진로를 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직업에 하여 구체 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송동윤,2003).

진로탐색과 진로성숙을 한 진로교육에 한 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어,우

리나라에서도 1980년 이후로 진로교육을 지속 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교육과

정 면에서는 1981년 제 4차 교육과정에 처음 진로교육을 명시한 이후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활동,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진로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 다.그리고 제 8차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의 핵심이라

할 만큼 그 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구체 으로 내용을 보면 진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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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동,동아리활동,기타활동과 함께 창의 체험활동에 넣고 있으며, 학교

과정에 「진로와 직업」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하 고,사회․도덕․기술가정 등

보통교과에서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 학교교육 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 하도록 하고 있다.

한 진로교육의 요성과 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

부에서는 200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다.2014년 진로

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을 보면 국 으로 총 5,208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게 된다.이는 2014년 기 체 ·고교의 94.5%에 진로

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진로지도를 하게 될 계획이며 1개 학교에 1명 이

상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목표로 문 인력 양성에 심을 보이고 있다.제

주도 교육청의 진로진학상담교사 2014년 배치 계획을 보면 학교 41명,고등학

교 33명 총 74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고교에서 활동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2014).

한 제도 차원의 노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방침에 따라 해마다 ․ 등 진로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시간과 문 인력 부족으로 제 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 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2)민간 진로교육 실태 황

진로교육은 등학교 수 부터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고등학교, 학교,성

인이 된 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하나의 유능한 직업인으로써 자신이 택한 직

업에서 잘 응하고 발 함으로써 성공 인 자아상을 구축할 때까지 계속되어햐

하는 교육이다.즉 진로교육은 단편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도오안

계속하여 체계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과는 다르게 민간의 여러 기 과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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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교육 련 사이트 수록 내용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로그램 개발 운 지원,교원 연수,학교컨설

,홍보 업체제 구축

한국과학창의재단

(www.kofac.re.kr)

과학문화확산,창의․인성교육,과학교육내실화 사업

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성취수 교육과정 연구,개발 평가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문화 술교육 강사 견을 통해 연극,음악,무용,

공 ,사진,디자인 교육

한국잡월드

(www.koreajobworld.or.kr)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부모

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사회학습 종합 인 라구축

제공,건 한 직업 근로의식 형성 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www.nypi.re.kr)

청소년 수요자 심으로 지역사회의 다기 력네

트워크 구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ww.kywa.or.kr)

동아리,국제교류,문화활동과 청소년복지,보호 사

업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게임․만화․방송․ 상이야기 등의 콘텐츠 정보 제

공

EBS교육방송(www.ebs.co.kr)
직업 진로 로그램 제작 보 ,직업체험 학교

등 확 운

한국언론진흥재단

(www.forme.or.kr)

미디어교육 문강사 견,신문제작체험교육, 쓰

기수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청소년 방송단 련 인 라,학교교육활동 성과 제

작 신문 UCC제작 인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www.kyci.or.kr)

교사 청소년 상 상담,자살 방교육,청소년 인

권교육,학습클리닉 등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www.work.go.kr)

커리어액션,직업체험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탐

색 로그램 등의 콘텐츠 지원 워크넷 심리검사

과정에 한 교사/학생/학부모 연수 지원

유스드림

(www.youthdream.go.kr)

국가청소년 원회에서 운 하는 사이트로 각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진로안내 문가들에게

직업 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 하는 사이트로

진로정보 진학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청소년워크넷

(http://youth.work.go.kr)

워크넷의 패 리 사이트 하나로 등학생부터

학생 미취업 청년들을 상으로 하는 진로정보

사이트이다.직업정보,심리검사,진로상담 등의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

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표1>청소년 진로교육 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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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커리어넷

(www.careernet.re.kr)

등학생부터 성인,교사 등 상별 진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진로상담도 실시한

다.무료검사제공-직업 성검사,직업흥미검사,진로

성숙도검사,직업가치 검사

국가인 자원개발 종합정보망

(www.nhrd.net)

진로정보훈련 정보망으로 훈련 직종별,지역별,기간

별 직업훈련을 검색할 수 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http://know.work.go.kr/know)

한국고용정보원이 운 하는 직업정보사이트.각 종

직업의 하는 일,임 , 망 등 주요 정보를 비교 가

능한 수량화된 정보로 제공하여 진로선택과 직업훈

련 직업상담 등을 지원한다.자신의 흥미,지식,

능력별로 그에 맞는 직업을 검색해 볼 수도 있다.

각종 자격증 정보시스템

(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 하는 종합 자격정보 사이트

이다.각종 자격에 한 소개,시험일정,자격 취득

자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 자격시험 원서

수,합격자 발표 등도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의 각종 교육 련 통계자료를 모아

놓은 사이트이다.교육기본통계,교육 측통계,취업

련 통계 등의 자료 이외에도 학교 목록,학과 정

보,직업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학진학정보센터

(http://univ.kcue.or.kr)

국 4년제 학 의체인 한국 학교육 의회에서

운 하는 학 입학정보 사이트이다.각 학교별로

입시요강,경쟁률,기타 수험 정보 등의 입시 련

정보를 제공한다.이 밖에 학교 기본정보,진학상담

등도 서비스하고 있다.

에듀넷

(www.edunet4u.net)

교육인 자원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 하

는 교수학습 정보 사이트이다.진로교육 련 자료

를 포함한 등 교과 역에 한 수업자료를

교사용 학생용으로 나 어 제공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 하

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각종 정보 로그램

을 모아 놓은 사이트이다.여성인력에 한 구인구

직정보 각종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한다.각 지역

센터별 사이트는 별도로 운 되고 있다.

삼성

(www.youngsamsung.com)

삼성에서 20 청년층을 상으로 운 하는 정보 사

이트.‘알아보자,직업’이라는 코 를 통해 직업정보,

직장 생활 정보,삼성 계사의 채용 정보 등을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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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활동 내용

장견학형

․진로교육을 목 으로 학생들이 기업이나 박물 ,공공기

등을 견학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직업이나 진로와 어떤

연 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습 활동

장체험형

․직업 장체험을 통해 폭넓은 직업 탐색의 기회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기 인 지식이나 기술에 한 학습 기

회 제공

) 학 학과(혹은 직업)체험,특성화고를 활용한 직업체

험,직장에서 1일(4시간)이상 근무 등

콜로키아형( 로젝트)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 면담,체험 등을 통해 진로 인식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생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군을 선택하여 주말,방학 등

을 이용한 ‘직업알기 로젝트’수행

강연형

( 화형)

상미디어

자료활용

․시청각 자료 활용 시간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문직업인

청

․ 직자, 문가,기업 CEO등 각 분야의 직업인 강연을 청

강하여 이를 통해 직업과 인생에 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

모

캠 형
․특정 장소에 단기간에 진로교육을 한 로그램을 집

으로 운 (1일 6시간 이상 운 )

1校 1社형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校

1社형 등 추진

․기업이 학생을 상으로 진로체험,학습지원,복지제공,채

용 등이 가능하도록 약

한편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체험 심 교육’의 확 로 체험

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해 그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밖에서 교육기부를 받아 직업체험시설로 활

용하도록 하고,진로체험 박람회 포럼 등을 확 개최하고 있다.교육과학기

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이 시로 제시한 체험 심 진로교육의 유형

활동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고,진로체험 학습 기 로그램은 <표3>와

같다.

<표2>체험 심 진로교육의 유형 활동내용

자료:교육과학기술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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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로그램 사이트 주소 연락처
신청방법,비용

운 시기

경찰

안보

경찰박물 견학

체험 로그램
www.policemuseum.go.kr

화신청,무료,

매주 화요일～일요일

안보 시 체험

견학 로그램
museum.nis.go.kr

화 는 인터넷신청,

무료,매주 월요일～

요일

공

서울역사박물 교육

로그램( 통문화)
museum.seoul.kr

인터넷 신청,

로그램에 따라 다름

한국문화의집 체험

로그램( 통공 )
kous.or.kr

화,FAX,E-mail,방

문신청, 비용은 의,

연 수시운

윤

경제

증권

화폐 융박물 견학

체험 경제 교육

실시 로그램

museum.bok.or.kr
인터넷신청,무료,

매주 화요일～일요일

국세청 조세박물

견학 체험 로그램
nts.go.kr/museum

인터넷신청,무료,

매주 월요일～ 요일

한국거래소

학생 증권시장 교실
krx.co.kr

화단체신청(20～60

명),

증권거래 련 만화비디

오 시청,

모의주식투자 보드게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

견학 체험 로그램
www.woorimuseum.com

인터넷 팩스신청,

무료,매주 화요일～토

요일

기자

편집

조선일보 체험 학습 visit.chosun.com
인터넷신청,

화문의

동아일보 신문박물

교육 로그램
www.presseum.or.kr

인터넷신청(15～40명),

무료,

일요일 공휴일 제외

한겨 신문사

견학 로그램
02)710-0128

화단체신청(35명 내

외),

매달 둘째,셋째 수요일

수의사

사육사

서울 공원 체험 로그

램
grandpark.seoul.go.kr

화단체신청(35명 내

외),

매달 둘째,셋째 수요일

<표3>진로 체험 학습 기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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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로그램 사이트 주소 연락처
신청방법,비용

운 시기

항공
한국항공 학교 항공우

주박물 견학 로그램

www.aerospacemuseum.or.

kr/

인터넷신청,

매주 화요일～일요일,

견학 비행 시뮬

이션 교육

외교

외교통상부 견학 로

그램 외교 과의 화,

외교사료 견학

www.mofat.go.kr
인터넷,이메일,

화신청

통역사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

크 청소년 해외 체험

로그램

www.iye.go.kr
인터넷신청,

15세～24세

공연
세종문화회 공연장

견학 로그램
www.sejongpac.or.kr

화신청,

단체(10～30명)

애니

메이션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체험교실
ani.seoul.kr/

화신청,

매주 화요일～일요일

입법

공무원

국회

의원

국회의사당

체험 로그램
www.assembly.go.kr 공문 수,무료

군인
육군사 학교

견학 로그램
www.kma.ac.kr

화신청,

매주 화요일～일요일

진로

직업

체험

하자센터

진로 체험 로그램
haja.net

1회기인원:15～20명,

상/디자인,힙합,

요리,문화/ 술

진로체험

국고용센터

Jobschool

직업 체험 로그램

www.work.go.kr/jobcenter

학교단체신청(1학 이

상),매년 에 학교로

직업체험 로그램

공문발송됨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인턴십센터
www.yintern.or.kr/

단체신청 개인신

청

1회기는 2개월과정임

한국여성경 자총 회

등진로/직업의식

체험 로그램

www.kbwf.or.kr/

학교단체신청,매년

에 학교로 체험 로

그램 공문발송됨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

디어센터 스스로넷 체

험 로그램

www.ssro.net/main.jsp

온라인단체신청(10인

이상), 만화5컷제작,

스튜디오 체험,콘티

활용체험

자료:청소년 진로 코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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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진로체험의 날,진로체험주간,진로의 달 등

을 지정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 로그램을 운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그러나 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의 수

동 인 참여로 이루어지고,학교 내에서 교과 과목과 동일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면이 있으며,부족한 시간과 문 인력 부족으로 제 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

고 실질 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 민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학교와는 다르게 구체 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진로교육과는 다

른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을 받기

해서 발생하는 비용부분에서 특별한 상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

을 수 있다.그리고 평소 학교와 학원을 다니느라 시간부족과 학업 스트 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실정을 고려할 때 근성의 면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은 결손가정,빈곤가정,맞벌이 가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용자 가정 분분이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한 책임을 실히

느끼나 경제 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 학교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과는 다른 보완 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져 본 연구에서 활동과 일 일 코칭을 통한 진로코칭 로그램

을 실시하게 되었다.진로코칭(CareerCoaching) 로그램은 청소년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능동 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로그램으로 진로코칭을 통한 진로

의 탐색과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5.진로코칭 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코칭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코치와 피코치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신뢰는 코칭의 철학을 함축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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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코치는 피코치자의 가능성을 신뢰하며,피코치자는 자신의 가능성에 한

신뢰는 믈론,코칭을 통해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포함한다(이희경․하정

희,2005).

한 코칭이란 피코치의 성장과 발 을 하여 잠재력을 개발하며 스스로 문

제해결과정에 을 두어 수행 행복증진에 힘쓰고자 하며 심리학의 이론과

모형을 코칭에 용하고 있다.코칭은 행동의 변화에 사고의 환과 변화의 의지

가 필요함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내 동기를 갖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하고 자

기효능감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므로 행동변화에도 효과를 갖는다(탁진국,

2012).

즉 코칭은 피코치의 발 가능성에 집 하고 피코치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

도록 지원하며 지속 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 과정 심 이고 력 이며

목표지향 이고 행동지향 이라고 할 수 있다.

코칭은 구조화된 단계들로 구성이 된다.이 단계들은 목표설정에서부터 행동계

획 실천의지 다짐에 이르는 코칭 세션의 흐름이다. 로세스에 따라 화를

한다는 것은 코칭 커뮤니 이션을 일반 인 커뮤니 이션과 구분짓는 매우 요

한 요소로서 코치와 피코치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

을 나타냄과 동시에 코칭의 성과를 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GROW 모

델은 4단계 코칭 로세스로서 Goal(코칭 목표 정하기),Reality( 실 악,핵심니

즈 인식),Options( 안탐색),Will(실천의지 확인)을 심으로 하고 있다(양신자,

2011).

한편 진로코칭(CareerCoaching)은 피코치가 자기 주도 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도록 코치가 도와주는 것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진로코

칭을 통한 진로의 탐색과 개발은 피코치가 스스로 개발하고 경험과 지혜를 나

수 있으며 진로코칭을 통하여 피코치가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진로 코

치의 역할이다.피코치는 코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

력하며 진로 단은 자신의 독립성과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자신의 약 과 강 ,

기회와 리스크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악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코칭을

통해 미래의 직업과 공부와의 연계성으로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공에서 자

신의 직업에 한 문성을 갖도록 도우며 내 가치와 외 가치를 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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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김농주,2003).

한 Colombo와 Werther(2003)에 따르면 커리어코치는 피코치자가 미처 자신

에 해 알지 못하는 능력을 확인하게 하고,이미 내재하는 스킬들을 연마하도록

돕는다.이는 커리어코치들이 피코치자가 자신을 보다 잘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즉 진로코칭은 미래지향 이며,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근이 아닌 정상 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의 수동 인 참여로 이

루어지고,학교 내에서 교과 과목과 동일시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진로코칭

로그램은 청소년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능동 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로

그램이다.이러한 요인은 “코치는 피코치자의 가능성을 신뢰하며,피코치는 자신

의 가능성에 한 신뢰는 물론,코칭을 통해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포함

한다(이희경․하정희,2005)라는 코칭의 정의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김정희,

2012).

본 연구는 진로코칭 로그램 실시를 통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로서 코칭을

통해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입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NLP를 활용한 진로

집단코칭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련 변인에 미치는

향(윤애 ,2013)이 있고,이선 (2009)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직업인식,

자기탐색, 성탐색 등으로 구성된 꿈 가꾸기 진로 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효

능감의 향상을 입증하 다.이외에도 아동 상 진로교육 로그램으로 진로자기

효능감의 향상을 밝힌 연구(김경화,2008)등이 있다.

다음으로 코칭을 통해 진로성숙도의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엄인

기(2012)는 등학생을 상으로 자기이해,직업이해,진로의사결정,진로계획 단

계로 구성된 다 지능이론에 기 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 진로성숙도의

향상을 입증하고 있다.이외에도 특성이론기반 집단진로코칭이 고등학생의 진로

성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황 숙,2013),비 수립 코칭 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정보 ,

2012)등이 있다.

진로코칭 련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독서를 활용한 학생의 진로그룹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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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성 연구(어은선,2011),진로모델링을 활용한 진로코칭 로그램이 희망과

진로 비행동에 미치는 효과(양신자,2011)등이 있다.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활동과 일 일 코칭을 통한 진로코칭 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 이며 잠재력 개발이라는 코칭의 특성을 고려하

고,자기탐색과 진로탐색을 기반으로 한 활동과 일 일 코칭을 통하여 피코치

자의 성장과 발 을 도움으로써 자기효능감,진로성숙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진로코칭 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활동은 참가자들이 자기탐색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진로탐색 과

정에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추가 인 시 지를 얻음으로써 자기효능

감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것으로 기 한다. 한 일 일 코칭의 경

우 상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코치가 피

코치에게 더욱 집 할 수 있어 피코치의 환경과 욕구,정확한 목표 설정과 실행

의지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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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제주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

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조사 상자를 학교 1,2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등학생의 경우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는 것이 요하며 진로 발달

단계상 흥미에 입각해 비합리 으로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은 입시 비로 인하여 시간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고 입시 주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아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조사 상자는 제주시내에 소재한 41개 지역아동센터 특별히 학생이 이용

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직 참가신청을 받았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20명을 상으로 하여 실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으

로 구성하 다.실험집단은 총 10회기의 활동과 일 일 코칭을 포함한 진로코

칭 로그램에 참여하 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 다.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의 <표4>와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성별과 학년은 비슷한 수 으

로 분포하고 있다.가족구성은 부모님과 형제자매인 경우가 높았으며 통제집단인

경우 모와 형제자매 기타가족원으로 구성된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한 꿈은

있는 경우가 없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에 해서는 미결정이 약간 높

게 나타났다. 재 가장 큰 고민으로는 성 과 진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진로에 한 고민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진로에 한 의논상 로는 부

모님이나 선생님보다는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의논상 가 없어

스스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실험집단의 경우 진로코칭 로그램에

한 기 정도를 10 만 으로 응답하라고 한 결과 7.17 으로 기 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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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주변 내용
실험집단 통 집단

N % N %

별
 5 50.0 4 40.0

여 5 50.0 6 60.0

학
1학 5 50.0 4 40.0

2학 8 50.0 6 60.0

가

님+ 매 8 80.0 4 40.0

+ 매+ 타가 ( ) 1 10.0 1 10.0

+ 매+ 타가 ( ) . . 5 50.0

친척+ 매 1 10.0 . .

님과 

계

쁜 편 5 50.0 5 50.0

 편 5 50.0 5 50.0

친  계
쁜 편 3 30.0 4 40.0

 편 7 70.0 6 60.0

진로결
결 3 30.0 4 40.0

미결 7 70.0 6 60.0

꿈 여
7 70.0 6 60.0

없 3 30.0 4 40.0

재 가  큰 

고민

성 5 50.0 5 50.0

진로 3 30.0 1 10.0

친구 계 1 10.0 1 10.0

외모 . . 2 20.0

돈 1 10.0 1 10.0

진로고민 

7 70.0 4 40.0

보통 . . 2 20.0

없 3 30.0 4 40.0

진로 

상

님 1 10.0 3 30.0

생님 1 10.0 2 20.0

친 6 60.0 3 30.0

진로수업시간 1 10.0 . .

스스로( 상  없 ) 1 10.0 2 20.0

연 변 M SD M SD

가 수 4.83 .72 3.83 .92

신  미래 습 생각 도 3.75 .87 3.00 1.05

님과 계 3.42 1.08 3.60 .97

친  계 4.08 1.38 3.90 1.10

진로코칭 프로그램에 한 도(10 만 ) 7.17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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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설계

본 연구는 진로코칭 로그램이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것으로 <그림2>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 어

진행되었다.실험집단의 사 검사는 진로코칭 로그램 1회기에 실시하 고,사

후검사는 로그램 종료 7일 후에 실시하 다.진로코칭 로그램은 활동 6회

기와 일 일 코칭 4회기를 포함해서 총 10회기로 진행하 다.통제집단은 실험집

단 1회기가 진행되는 주에 체 참여자가 사 검사를 실시하 으며,실험집단의

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일주일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그림2>연구 설계

3.진로코칭 로그램

본 연구의 진로코칭 로그램 목 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성을 알고

꿈과 진로에 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를 높이는데 목 을 두고 진로코칭 로그램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TMD교육그룹(2013)이 청소년을 상으로 개발한 ‘행진 아카데

미 진로코칭 로그램’을 기 로 청소년 코치 3인과 임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진로코칭 로그램을 재구성하

다.본 연구에 용한 진로코칭 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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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목표 활동 내용

1 계형성

진로에 한

의미를 이해하고

진로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로그램 안내

- 로그램 사 설문지

-자기소개 활동

-진로란 무엇일까?

2 G(목표설정)
코칭 니즈 악

코칭 목표 알아보기
-일 일코칭

3 자기탐색

자기이해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흥미와

성을 악한다.

-자기이해와 탐색의 요성 알기

-나의 흥미와 성 이해하기

-직업흥미검사 다 지능검사

-흥미와 성의 공통 과 직업 추천하기

4 진로인식

가치와 가치 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선순 를

정리해본다.

-나에게 가장 소 한 것은?

-가치와 가치 의 의미를 이해하기

-가치 경매 게임 실시

-가치의 우선순 악하기

5 R( 실 악) 목표 구체화하기 -일 일코칭

6 꿈의 목록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본다.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

-나의 꿈 목록 작성

-의미있는 삶이란?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7 진로탐색

일의 의미와 직업의

요성을 알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한다.

-일의 의미와 직업의 요성

-직업의 필요성과 다양성

-직업에 한 편견 버리기

-직업윤리의 필요성

8 O( 안탐색) 자원 알아보기 -일 일코칭

9 진로설계

4주간의 탐색내용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나의 진로포트폴리오 만들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발표하기

-나에게 쓰는 편지

-응원의 메시지 나 기

10
W(실천의지

확인)
최종목표 세우기

-일 일코칭

- 로그램 사후설문지

<표5> 진로코칭 로그램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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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로그램에서는 계형성,자기탐색,진로인식,꿈의 목록,진로탐색,진

로설계의 순서로 진행하 고,일 일코칭의 경우,목표설정, 실 악, 안탐색,

실행의지를 확인하고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칭 로세스를 용하여

총 10회기를 진행하 다.

코칭을 진행하는 로세스는 Brooks와 Wright(2007)의 연구에 의하면 GROW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GROW모델이 일반 인 문제해결 로세스인

문제정의,원인 악,해결방안 모색,실행 등의 단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용하기

쉽고 피코치의 행동에 을 두고 그의 목표달성을 돕는 간단하면서 유용한 도

구이다.GROW모델의 각 단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1단계 G(Goal)는 코칭이

슈를 명확히 하고 코칭 회 차의 주제 즉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며,2단계

R(Reality)는 코칭 회 차의 목표와 련한 상황과 실 악하는 단계이다.3단

계 O(Options)는 코칭의 목표달성을 한 다양한 안을 탐색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4단계 W(Will)은 실천의지를 확인하여 행동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Whitmore,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일 일 코칭의 효과성 향상을 해 GROW모델을 용하여

진행하며,진로코칭 로그램의 일정은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진로코칭 로그램 일정

일 정 내 용

2014.8.11～ 8.14 비조사

2014.8.25～ 8.27 문가 자문

2014.9.15～ 9.30 홍보 모집

2014.10.6～ 10.27 진로코칭 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진행(10회기)

2014.11.3 종결 7일 후 로그램 질문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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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제주시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상으로

2014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회기로 하여 비 로그램을 실시하 고

한국코치 회에서 코치자격을 취득한 코치 두 명에게 본 로그램에 한 자문

을 받아 로그램을 수정․보완하 다.그 후 9월에는 진로코칭 로그램을 진행

하기 해 홍보를 통해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 고,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

지 1주일에 3회(월·수· 요일)씩 진로코칭 로그램을 진행하 다.1회기에는 진

로코칭 로그램 진행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설명

하 으며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와 사 검사를 실시하 다.마지

막으로 로그램 종결 7일 후 구조화된 로그램 평가질문지를 통해 로그램

효과를 분석하 다. 로그램에 참여하 던 실험집단의 경우 비구조화된 로그

램 참가 후 경험 분석지도 실시하 다.

4.측정도구

1)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의 검사도구는 김아 과 차정은(1996)이 사용한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를 한혜진(2002)이 청소년에게 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

다.반응양식은 Likert5 척도로 ‘ 그 지 않다’는 1 으로 하고 ‘매우 그

다’는 5 으로 하며 총 23문항으로 해당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자기조 효능감,과제난이도선호

등 3개의 하 요인으로 나뉘며 자신감 8문항,자기조 효능감 10문항,과제난이

도선호 5문항이다.문항별로 역문항의 경우 역 수화하여 계산하 다.구체 인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 요인별 문항구성 신뢰도는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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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자기효능감 척도의 하 요인별 문항 신뢰도

하 요인 측정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신감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의

심리 상태

(1),(3),4,

(5),(10),(11),

(13),(16)

8 .821

자기조

효능감

일의 순서 인 처리능력과

정보활용능력

2,7,8,12,

14,17,19,

20,22,23

10 .876

과제난이도

선호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태도검사

(6),(9),15,

18,21
5 .790

체 23 .924

( ):역 채 문항

2)진로성숙도 척도

진로성숙도 척도는 Crites(1974)의 CMI(CareerMaturityInventory)를 정채기

(1991)와 김 옥(1989)이 번역,보완하여 만든 것을 다시 강원도교육연구원(1993)

에서 청소년에게 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 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이다.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있어 자기 탐색,의사결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어 진로유형,진로능력,진로태도로 구성된 진로성숙도 척도 진로

태도 역을 진로검사의 측정도구로 용하 다(최장미,2008).응답에 따른 채

형태는 ‘’는 2 ,‘아니요’는 1 ,‘모름’은 0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문항별로

역문항의 경우 역 수화하여 계산하 다.진로성숙도 척도의 하 요인별 문항구

성 신뢰도는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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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진로성숙도 척도의 하 요인별 문항 신뢰도

하 요인 측정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α

계획성

직업목표를 선정한 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능력

1,2,3,

(4),(5)
5 .786

성 향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 이해와

비 정도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한 확신정도

(6),7,(8),

9,10
5 .745

타 성
진로선택 시 개인의 욕구와 사회

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태도

(11),12,(13),

14,15
5 .759

결정성

자신의 진로에 한 확신정도

자기의 진로방향 탐색

결정과정에서 망설임이나

확신하는 정도

16,17,(18),

19,20
5 .855

체 20 .604

( ):역 채 문항

5.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한 진로코칭 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SPSSforWindows20.0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구체 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진로코칭 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둘째,진로코칭 로그램이 조사 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과 사후 조사에 해 응표본 T검증

(pairedt-test)을 실시하 다.

셋째,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변인에 해 사후

조사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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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통계 검증에 따른 양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진로코칭 로그램

의 세부 내용 참가자들의 주 경험을 분석하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

이는 양 분석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그램의 효과에 기여하는 요인 탐색

참가자들의 주 경험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정보 ,2012).



- 36 -

Ⅳ.연구결과 해석

1.실험·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진로코칭 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지역아동센터 학생 20명을 상으로 10명

은 실험집단으로 10명은 통제집단으로 배정하 다.본 연구에 앞서 먼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 다.이를 해 진로코칭 로그램 용 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 사 검사를

실시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9>와 같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사

검사는 자기조 효능감 타 성의 하 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이것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9>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 검사 t-test검증 결과

변인 하 내용 집단 M SD T

자기효능감

자신감
실험 27.45 5.35

0.999
통제 24.50 3.27

자기조 효능감
실험 35.17 6.03

2.742*
통제 29.60 2.46

과제난이도선호
실험 15.09 4.27

1.261
통제 13.01 2.77

체
실험 78.09 13.99

1.615
통제 66.90 4.84

진로성숙도

계획성
실험 7.27 1.56

1.006
통제 6.79 0.95

성향
실험 7.42 1.31

1.261
통제 7.00 1.49

타 성
실험 8.42 1.51

2.083*
통제 6.20 2.57

결정성
실험 7.08 1.88

0.930
통제 6.20 2.57

체
실험 30.45 2.62

1.945
통제 26.80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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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상자의 자기효능감

진로코칭 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 검증을 해 응표본 T검증(pairedt-test)을 실시

한 결과 <표10>과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체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

역 에는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항목에서 사 ,사후간 가장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성취경험이 반복되거나 리경험으로 타인의 성공경험을

보거나 상상하는 것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상승된다고 한 결과(김말선,2011;정

옥분,2005)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즉,진로코칭 로그램 에서 ‘꿈의 목

록’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에서 미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해 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상승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진로코칭 로그램이 자기효능감 하 역

자신감 역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나는 어

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스트 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라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코칭 로그램이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 검증을 해 응표본 T검증(pairedt-test)을 실시

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사

,사후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들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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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요

인
문항

로그램

실시

로그램

실시 후
t-test

M SD M SD

자

신

감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a

3.50 1.00 3.83 1.03 -1.000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a 3.42 1.08 4.00 .74 -2.24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83 .72 4.00 .60 8.373***

나는 험한 상황에서 잘 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a

3.75 .62 3.75 .867 0.000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스트 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a

3.08 1.16 3.67 .89 -2.548*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a

3.33 1.15 3.67 1.07 -0.938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a 3.17 1.11 3.75 1.06 -2.028*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 할 바를 모른다
a

3.67 .89 3.75 .75 -0.690

체 27.75 5.35 30.73 4.63 -3.614***

자

기

조

효

능

감

나는 일의 순서를 정해 차례로 처리할 수 있다 3.67 1.07 3.75 .754 -0.761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있다 3.67 .78 3.67 .89 0.00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지 않은 일을 단할 수 있다 4.00 .85 3.92 .67 0.321

어떤 문제에 한 나의 단과 생각은 체로 정확하다 3.50 .80 3.58 .79 -0.36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

한다
3.08 1.00 2.92 1.00 0.518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3.58 .79 3.75 .87 -0.804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3.25 .87 3.25 .76 0.000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3.50 .80 3.42 .90 0.321

나는 어떠한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3.25 .87 3.25 .97 0.000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3.67 1.07 3.42 1.00 0.821

체 35.17 6.03 34.92 6.43 0.080

과

제

난

이

도

선

호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a 2.17 1.11 2.67 1.37 -2,171*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

택할 것이다a
2.50 1.31 2.67 1.44 -0.616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92 .90 3.33 1.30 -1.101

어렵거나 도 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3.83 1.02 3.84 .72 0.000

아주 쉬운 일보다는 내가 도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더 좋다 3.67 1.37 3.42 1.31 0.638

체 15.09 4.27 15.92 5.42 -1.000

자기효능감 78.09 13.99 82.18 15.82 -2.216*

a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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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

<표11>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요

인
문항

로그램

실시

로그램

실시 후
t-test

M SD M SD

자

신

감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a

3.40 .84 3.30 .82 1.000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a

2.90 0.99 2.90 1.10 0.000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10 .32 3.00 .47 1.500

나는 험한 상황에서 잘 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a 3.40 .97 3.30 .82 1.406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스트 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a

2.60 .97 2.70 .95 -0.208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a

3.50 .71 3.30 .95 1.000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a

3.10 1.10 3.10 .88 0.000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 할 바를 모른다a 3.40 .97 3.30 .67 0.557

체 25.40 3.27 24.00 3.71 0.542

자

기

조

효

능

감

나는 일의 순서를 정해 차례로 처리할 수 있다 3.30 .67 3.10 .74 0.688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있다 3.20 .63 3.10 .88 0.557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지 않은 일을 단할 수 있다 3.10 .74 3.60 .70 -1.464

어떤 문제에 한 나의 단과 생각은 체로 정확하다 3.00 .47 2.90 .57 1.000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

한다
2.30 .48 2.10 .32 1.500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3.10 .57 2.80 .63 1.964*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2.90 .88 2.80 .63 0.429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2.90 .32 2.70 .48 1.500

나는 어떠한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80 .63 2.70 .48 1.000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3.00 .67 2.80 .92 0.802

체 29.60 2.46 28.60 3.92 1.291

과

제

난

이

도

선

호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a 2.11 1.10 2.50 1.08 -1.765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

택할 것이다a
2.30 .95 2.10 .74 1.500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80 .63 2.70 .67 1.000

어렵거나 도 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2.80 .63 2.90 .57 -0.318

아주 쉬운 일보다는 내가 도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더 좋다 3.00 .82 2.90 .88 1.000

체 13.01 2.93 13.10 1.79 -0.537

자기효능감 66.90 4.84 65.70 7.54 0.840

a
:역문항.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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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 상자의 진로성숙도

진로코칭 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 검증을 해 응표본 T검증(pairedt-test)을 실시

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개의

하 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따라서 진로코칭 로그램의 ‘자기

탐색’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성을 악하여 강 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우며,‘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일의 의미와 직업의 요성을 알고 직

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 다.즉, 부분의 청소년이 직

업에 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진로 선택에 한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미결정 상태(진은아,2007)에 있다고 볼 때 진로코칭 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진로성숙 수 의 향상에 기여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나의 진로에 해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나는 장래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나는 여러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나는 진로 결정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정한 기 에 따라 선택하겠다’,‘나는 구에게나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은 오직 하

나뿐이라고 생각한다’,‘나는 나의 흥미나 취미에 가장 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

다’,‘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업선택은 어려운 일이라

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코칭 로그램이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 검증을 해 응표본 T검증(pairedt-test)을 실시

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사람은 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미리 비하지 않아도 된다’,‘직업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몇 가지 직업들에

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라는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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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요

인
문항

로그램

실시

로그램

실시 후 t-test

M SD M SD

계

획

성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나의 진로에 해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17 .94 1.75 .62 -2.244*

나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이 유망한 것인가를 알아보

는데 심이 많다
1.25 .87 1.50 .80 -0.761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42 .79 1.75 .62 -1.483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공부에만 힘쓰고,어떤 직업을 선

택할지 미리 비하지 않아도 된다
a 1.50 .80 1.92 .29 -1.603

사람은 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어떤 직업을 선택할

지 미리 비하지 않아도 된다
a 1.73 .65 1.83 .39 -0.363

체 7.27 1.56 8.82 1.40 -2.047*

성

향

나는 장래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a 1.50 .80 2.08 .51 -2.028*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58 .67 2.00 .00 -2.159*

나는 여러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a

1.00 .60 1.58 .79 -2.244*

나는 나의 취미나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83 .58 2.00 .00 -1.000

나는 내가 어떤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가끔 상상

해본다
1.50 .67 1.75 .45 -1.915*

체 7.42 1.31 8.92 .99 -3.593***

타

성

나는 아직 경험이 없으므로,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a 2.17 .39 2.00 .60 1.483

나는 진로 결정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정한 기 에 따라 선택

하겠다
1.50 .90 1.92 .29 -1.820*

나는 구에게나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

한다
a 1.33 .89 1.83 .39 -2.171*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1.67 .78 1.92 .29 -1.000

직업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몇 가지 직업들에 해서 생각해 보아

야 한다
1.75 .62 2.00 .00 -1.393

체 8.42 1.51 9.67 .65 -2.916**

결

정

성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

다
1.42 .67 1.25 .45 1.000

나는 나의 흥미나 취미에 가장 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25 .75 1.75 .45 -2.171*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
a

1.33 .89 1.92 .79 -1.735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업선택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42 .79 1.83 .39 -1.820*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67 .49 1.67 .49 0.000

체 7.08 1.88 8.42 1.24 -1.876*

진로성숙도 30.45 2.62 36.09 2.07 -5.895***

a:역문항.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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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요

인
문항

로그램

실시

로그램

실시 후
t-test

M SD M SD

계

획

성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나의 진로에 해 의논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한다
1.32 .85 1.40 .84 1.406

나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이 유망한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심이 많다
1.23 .79 140 .97 1.406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40 .82 1.40 .84 0.000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공부에만 힘쓰고,어떤 직업을 선택할

지 미리 비하지 않아도 된다a
1.41 .99 1.20 1.13 -0.246

사람은 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미리 비하지 않아도 된다
a 1.43 .74 0.40 .70 2.233*

체 6.79 1.51 5.80 1.84 1.247

성

향

나는 장래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1.30 .95 1.20 1.03 1.000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80 .63 1.60 .84 1.000

나는 여러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a 1.40 1.07 0.70 .67 1.561

나는 나의 취미나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40 .97 1.10 .99 1.406

나는 내가 어떤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가끔 상상해

본다
1.10 .74 1.30 .82 -1.500

체 7.00 1.49 5.90 3.11 1.524

타

성

나는 아직 경험이 없으므로,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1.90 .74 1.60 .84 1.000

나는 진로 결정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정한 기 에 따라 선택하

겠다
1.20 1.03 0.80 1.03 1.500

나는 구에게나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a
1.20 .92 1.0 .99 1.000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0.60 .84 0.40 .84 1.000

직업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몇 가지 직업들에 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40 .84 1.00 .97 2.003*

체 6.30 2.00 4.90 2.46 1.572

결

정

성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10 .88 1.30 1.03 -0.287

나는 나의 흥미나 취미에 가장 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20 .92 1.60 .94 0.802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a 0.90 .88 1.50 .71 -1.964*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업선택은 어

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20 .79 1.20 .88 1.000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80 .63 1.60 .84 1.000

체 6.20 2.57 7.20 2.37 -0.238

진로성숙도 26.80 6.23 25.00 5.80 0.981

a
:역문항.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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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속변인에 한 t-검정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해 사후검

사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14>와

같다.그 결과는 체 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자기조 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하

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신감 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진로성숙도는 4개의 하 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14>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에 한 t-검정

변인 하 내용 집단 M SD T

자기효능감

자신감
실험 30.73 4.63

1.015
통제 24.00 3.71

자기조 효능감
실험 34.92 6.43

2.340*
통제 28.60 3.92

과제난이도선호
실험 15.92 5.42

2.340*
통제 13.10 1.79

체
실험 82.18 15.82

3.180***
통제 65.70 7.54

진로성숙도

계획성
실험 8.82 1.40

5.921***
통제 5.80 1.84

성향
실험 8.92 .99

2.946**
통제 5.90 3.11

타 성
실험 9.67 .65

6.090***
통제 4.50 2.46

결정성
실험 8.42 1.24

2.567**
통제 7.20 2.37

체
실험 36.09 2.07

2.284*
통제 25.0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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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자기효능감의 집단간 사 ·사후 검사의 변화 그래

자기효능감의 평균 수가 실험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약간 증

가하 으며 통제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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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진로성숙도의 집단간 사 ·사후 검사의 변화 그래

진로성숙도의 평균 수가 실험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약 6

증가하 으며 통제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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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진로코칭 로그램 실시 후 내용 분석

진로코칭 로그램의 객 효과 검증과 더불어 참가한 학생들의 주 경

험을 분석하기 하여 내용 분석을 병행하 다.내용 분석은 진로코칭 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사후에 비구조화된 로그램 참가 후 경험 분석지를 통하

여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한 일 일 코칭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도 함께 분석하 다.

첫째, 로그램 참여 나의 미래 는 꿈에 한 생각과 태도는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이었다.

실험집단 학생들은 지 까지 심이 없었다고 응답하거나 아직 꿈에 한 생

각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

르겠다고 응답하 으며,불안하고 걱정되었다,미래에 한 고민과 걱정이 크다

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부분의 학생들은 지 까지 자신의 진로에 해 진

지한 생각이나 태도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진로코칭 로그램이 ‘나는 내가 목표로 삼았거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이

었다.이 질문을 통해 실험집단 학생들은 자신에 한 믿음과 자신감과 련한

자기효능감의 변화된 부분을 작성하 다.

부분의 학생들은 진로코칭 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구체

으로는 ‘내가 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 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냈다’,‘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내 꿈에 한 확신이 더 커졌다’,‘내 목

표에 용기가 생겼다’,‘사람은 목표가 생기면 되든 안 되든 한번은 해보려고 노력

하는데 이 로그램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흥미와 성을 알게 되어 기쁘다’,‘내가 잘하는 것을 조 이나마 더 알게

되어 좋았다’,‘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응답하

다.

셋째,진로코칭 로그램이 ‘나 자신과 나의 진로에 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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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신의 흥미와 성을 인식하고 이와 련된 진로를 계획하는 진로성숙도

와 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작성하 다.

부분의 학생들은 진로코칭 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구체

으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내가

이 꿈을 이루려면 이 게 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나의 성에 맞는 진로설

계를 통해 좀 더 구체 으로 진로계획을 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내가 무엇

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진로를 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진로코칭을 하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게 되면서 더욱더 내 꿈

에 한 확신을 가졌다’,‘선생님과의 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

다.

넷째,진로코칭 로그램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를 극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 으로 이루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

문이었다.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 하고자 하는 자기효능감

과 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작성하 다.

모든 학생들은 진로코칭 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구체 인 내

용을 살펴보면 ‘나의 미래를 해서 그 게 하겠다’,‘내가 잘하는 것을 더 알게

되어서 용기를 갖게 되었다’,‘구나 어려운 일들은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었다’,‘내가 의지를 세우고 꿈을

해 노력한다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어려운 일이라도

사람은 노력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를 극

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 으로 이루어내고 싶다’라고 응답하 으며 특히

동 상을 통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 다.

다섯째,진로코칭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라는 질문이었다.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낸 것’,‘일 일 코칭으로 나 자신의 이야

기를 할 수 있던 것’,‘잘 될꺼라고 말해주시고 아직 포기할 것은 생각하지 말라

고 하신 것’,‘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에

해 알게 된 것’,‘진로를 지 정하면 좋은 과 나의 진로를 더 자세히 알 수 있

었던 것’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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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진로코칭 로그램의 세부 활동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로그

램 3가지를 순서 로 어보도록 하 다.

그 결과 부분의 학생들은 첫 번 째로 일 일코칭 시간을 꼽았다.그 이유로

는 일 일 코칭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었고 내 꿈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 다.그 다음으로는 꿈의 목록 시간이었다.그 이유로는 내가 하

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며 꿈 목록을 쓰면서 다양한 꿈에 해

생각해봤고 이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 좋았다고 응답하

다.그 밖에 자기탐색(흥미․ 성 검사),진로탐색(직업의 요성),진로설계(나

에게 쓰는 편지)도 유익하고 좋았던 로그램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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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제언

최근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요해지고 진로교육에 한 요구도가 증가하

면서 학교와 민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재 실시되

고 있는 진로교육 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질 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재의 진로교육을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실질 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진로코칭 로그램이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었다.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제주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두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직 참가신청을 받았다.참여를 희망하

는 학생 20명을 상으로 하여 실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으로 구성하 다.

실험집단은 총 10회기의 진로코칭 로그램에 참여하 으며 통제집단은 어떤

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해 실시된 진로코칭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하여 조

사 상자들을 상으로 사 과 사후검사를 실시하 으며 SPSS20.0통계 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연구문제의 분석을 한 연구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동질성 검사를 해 독립표본 t-test,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과 사

후 조사에 해 응표본 T검증(pairedt-test),사후조사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한 진로코칭 로그램의 세부 내용

참가자들의 주 경험을 분석하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진로코칭 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체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 역 에는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항목에서 사 ,사후간 가장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제집

단은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사 ,사후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들에서는 유의한



- 49 -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진로코칭 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개의 하 역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나의 진로에 해 의논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한다’를 비롯하여 8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통제집

단의 경우 체 진로성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3개의 문

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해 사

후검사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자기조 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

호의 하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는 4개의 하 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이는 진로코칭 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정

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진로코칭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 경험을 분석한 결과 진로

코칭 로그램 참여 에는 심이 없었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다거나 아직 잘 모

르겠다고 부분 응답하 다.진로코칭 로그램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나 자신과 나의

진로에 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비하는데 도움

이 되었나요?,‘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를 극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 으

로 이루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정 인 변화가 있었다. 한 진로코칭 로그램의

세부 활동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로그램은 일 일 코칭 시간이라고 하 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진로코칭 로그램 실태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상자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수업 외에는 진로코칭 로그램을 받아본 경험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에서 진로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의 학생들은 진로에 한 의논 상이 친구라고 응답하 다.이는 선생님보다 친

구들이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진로코칭 로그램과는 달리 수업의 내용과 진

행이 일반 교과와 큰 차이가 없이 진로와 련한 지식 달에 한정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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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진로 담당선생님들의 진로코칭 로그램 연수 등을

통해 진로 담당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양육 교육 기반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환경에

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개발과 발달을 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코칭 로그램으로 인하여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향상된 것은 고무 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나 이와 비슷한 역할

을 하는 아동 청소년 센터들에 진로코칭 로그램 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진로코칭 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정 변

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진로코칭 로그램을 통해 자신

의 흥미와 성을 악하게 되고 자신의 꿈에 한 확신이 생기고 노력해보고자

하는 실천계획과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므로 지속 이며 정기 인 진

로코칭 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 으나 학생들의 경우 뿐 만 아니라

학년별 수 에 합한 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거쳐 다양한 연령 에 맞는 진로

코칭 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특히,서울 학생활문화원 보도자

료(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이 되어서도 진로에 련된 많은 갈등

과 문제 을 경험하며 진로 문제와 학업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

결과를 통해서도 진로의 문제가 한 연령 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이

와 같은 실을 통해 다양한 연령 에 용할 수 있는 진로코칭 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에서 학생을 상으로 한 진로코칭

로그램의 진행을 시도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20명을 상으로 구성하 으나 연구

상이 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코칭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결과 나타난 유의미한 결과들이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참여자의 개개인의 특성 가정 련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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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학교와 다른 아동 청소년 센터의 여러 연

령층의 상자를 상으로 한 일반화된 코칭 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해 보다

심층 이고 체계화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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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nessofCareerCoachingProgram

onSelf-efficacyandCareerMaturity

-ToMiddleSchoolStudentsinCommunityChildCenter-

Ha-NaKim

DepartmentofFamilyManagement

GraduateschoolofNaturalScience,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Hye-YeonKim

The purpose of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career

coach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Forthisstudy,tenfirstandsecondyearmiddleschoolstudents

from communitychildcenterinJejuCitywereselectedasanexperiment

groupandtenstudentsfrom differentcommunitychildcenterfrom outsideof

JejuCity wereselectedasacontrolgroup.Thecareercoaching program

consisted of10 sessions which included team activities and one-to-one

coaching.Eachsessionwas120minutelong,andwasheldthreetimesa

week.

Self-efficacyandcareermaturitywereobservedonbothgroupsbeforeand

afterthecoachingsessionsforeffectivenessoftheprogram.

Theresultsoftheresearchcanbesummarizedasfollows.

1.Career coaching program on the experiment group contributed to

significantchangeinself-efficacyandself-confidence.

2.Career coaching program on the experiment group contribu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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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changeincareermaturityineverysubdivisions.

3.Theposttestshowed significantchange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whichweredependentvariablesbetweentheexpe

4.The analysis of subjective experience of students attended career

coachingprogram showedthatthemostofthestudentsansweredthatthe

program helpedimprovetheirself-efficacyandcareermaturitybeforethey

participatedtheprogram andchosetheonetoonecoaching asthemost

beneficialandinstructiveactivity.

Theseresultssuggestthatcoachingprogram isameaningfulprogram to

enhancethecareerefficacy andcareermaturity among themiddleschool

studensts.Thefurtherstudiesareneededtodevelopthegeneralizedprograms

forthevariousgroups.

Asa result,theeffectivenessofcareercoaching program wasverified

becausebothself-efficacyandcareermaturityoftheexperimentgroupwho

participatedthecareercoachingprogram hadbeenincreasedthanthecontrol

groupwhodidnottakepartintheprogram.Thereisafurthersignificance

sincethisresearchsuggestedcareercoachingprogram whichisdifferentfrom

traditionalways of career education in middle schoolsuch as career

consultingandadmission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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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설문 1)일반 사항

1.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② 여자

2. 재 나는 몇 학년인가요?( )

① 학교 1학년 ② 학교 2학년 ③ 학교 3학년

3. 재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

① 성 ② 진로 ③ 친구 계 ④ 가정 ⑤ 외모 ⑥ 기타( )

4.나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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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가 생각할 때 부모님과 나의 계는 어떤가요?( )

① 아주 안 좋다. ② 안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6.내가 생각할 때 평소 나의 친구 계는 어떤가요?( )

① 아주 안 좋다. ② 안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7.나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카톨릭 ④ 무교 ⑤ 기타( )

설문 2)진로

8.평소에 진로에 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① 하지 않는다. ② 별로 하지 않는다.③ 보통이다.

④ 가끔 한다.⑤ 매우 자주 한다.

9.진로와 련해 주로 의논하는 사람은 구인가요?( )

① 부모님 ② 선생님 ③ 친구 ④ 형제·자매 ⑤ 문상담기 ⑥ 기타( )

10.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성이나 흥미 ② 부모님의 희망 ③ 출세와 성공 ④ 학교 성

⑤ 연 ⑥ 일의 가치 ⑦ 기타( )

11.만약 부모님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

① 부모님이 반 하셔도 나의 뜻 로 하겠다.

② 일단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나의 뜻 로 할 것 같다.

③ 일단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를 것 같다.

④ 으로 부모님의 뜻에 따르겠다.

12.지 재 나의 진로를 결정했나요?( )

① .결정했다.⟶ 14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결정하지 않았다.⟶ 13번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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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의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정보가 부족해서 ② 흥미, 성을 잘 몰라서 ③ 성 이 좋지 않아서

④ 심이 없어서 ⑤ 부모님과 의견차이로 ⑥ 의논 상이 없어서 ⑦ 기타( )

14.진로와 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

① 진로 성검사 ② 직업체험 ③ 각 분야별 문가 강연

④ 진로코칭(상담) ⑤ 성 에 따른 진학지도 ⑦ 기타( )

설문 3)미래

15. 재 나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나요?( )

① ② 아니오

16.평소에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이 있나요?( )

① 생각해 본 이 없다. ②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생각하고 있다. ⑤ 항상 생각하고 있다.

17.내가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희망직업 1( ) 희망직업 2( ) 희망직업 3( )

설문 4)진로코칭 로그램

18.이 에 진로코칭 로그램을 들어 본 이 있나요?( )

① ② 아니오

19.진로코칭 로그램에 한 기 정도를 수로 나타낸다면 10 만 에 몇 인가요?

( )

20.진로코칭 로그램이 끝난 후 자신이 변화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

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싶다. ② 학교성 을 올리고 싶다.

③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 ④ 직업에 해서 알고 싶다.

⑤ 꿈(목표)을 가지고 싶다. ⑥ 나의 흥미와 성을 알고 싶다.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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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 문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일의 순서를 정해 차례로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 2 3 4 5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다.
1 2 3 4 5

5
나는 험한 상황에서 잘 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1 2 3 4 5

6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지 않은 일을

단할 수 있다.
1 2 3 4 5

9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일보

다는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0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스트 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1 2 3 4 5

1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12
어떤 문제에 한 나의 단과 생각은 체로

정확하다.
1 2 3 4 5

13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1 2 3 4 5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1 2 3 4 5

15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 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해 정보를 충분히 활

용할 수 있다.
1 2 3 4 5

18
어렵거나 도 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

는 일이다.
1 2 3 4 5

19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

로 잡을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서 노력한다.
1 2 3 4 5

21
아주 쉬운 일보다는 내가 도 할 수 있는 어려

운 일이 더 좋다.
1 2 3 4 5

22 나는 어떠한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2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

지 해본다.
1 2 3 4 5

설문 5)

이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평소 여러

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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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아니오 모르겠다

1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나의 진로에 해 의논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2
나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이 유망한 것인가를 알

아보는데 심이 많다.
1 2 3

3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고 있다.
1 2 3

4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공부에만 힘쓰고,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미리 비하지 않아도 된다.
1 2 3

5
사람은 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어떤 직업을 선

택할지 미리 비하지 않아도 된다.
1 2 3

6
나는 장래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8 나는 여러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9 나는 나의 취미나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10
나는 내가 어떤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가끔

상상해본다.
1 2 3

11
나는 아직 경험이 없으므로,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12
나는 진로 결정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정한 기 에 따라

선택하겠다.
1 2 3

13
나는 구에게나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1 2 3

14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

이다.
1 2 3

15
직업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몇 가지 직업들에 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2 3

16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

르겠다.
1 2 3

17
나는 나의 흥미나 취미에 가장 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1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 1 2 3

19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업선

택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20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설문 6)

이 질문은 여러분의 진로에 한 태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질문 내용이 자신의 입장

과 같거나 거의 같으면 ①번의 “ ”에 V표,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②번의 “아니오”에

V표,잘 모르겠으면 ③번의 “모르겠다”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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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참가 후 경험 분석지

1. 로그램 참여 나의 미래 는 꿈에 한 생각과 태도는 어떠했나요?

2.진로코칭 로그램이 ‘나는 내가 목표로 삼았거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그 다면 그 이유

는?

3.진로코칭 로그램이 ‘나 자신과 나의 진로에 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그 다면 그 이유는?

4.진로코칭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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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세부 활동 만족순 유익하고 좋았던 이유

1 계형성

2 자기탐색

3 진로인식

4 꿈의 목록

5 진로탐색

6 진로설계

7 일 일 코칭

세부 활동 효과 분석 설문지

*다음 로그램의 세부 활동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로그램을 순서 로 세

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해 기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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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1 활동 주제 계형성

활동목표 진로에 한 의미를 이해하고 진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비자료 필기도구,포스트잇,PPT자료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로그램 안내

- 로그램 목 기간,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 사 설문지 검사

개

▷ 자기소개 조 정하기

-‘별칭으로 소개하는 나’를 이용한 자기소개하기

-○,△,☆ 식으로 같은 기호를 뽑은 아이들끼리 조를 구성한다.

▷ 진로고민 활동

-진로 포스트잇 활동은 각자 자신의 진로고민을 포스트잇에 하나씩 게 하

고,그것을 앞의 칠 에 붙인 다음 소개하면서 진로수업에 한 기본 인

필요를 느끼게 도울 수 있다.

▷ 진로의 의미

-진로란 무엇일까?

-진로가 뭐라고 생각하는 지 질문하기를 통해 진로를 찾아가는 것은 지 우

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련이 있음을 알려 다.

▷ 진로의 목표를 세울 때 주의할

- 상 :톰슨 가젤 이야기

-진로를 설정할 때 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 진로를 알아가기 해서는 무엇을 알아 야 할까?

-자기 이해,직업 이해,그 외 환경 인 요인 등

마무리

▷ 배운 내용 정리

▷ 수업 후 깨달은 이나 느낀 고,발표하기

▷ 다음 시간을 소개하고 마무리

1.진로코칭 로그램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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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3 활동 주제 자기탐색

활동목표 자기이해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흥미와 성을 악한다.

비자료 필기도구,간이 다 지능 검사지,PPT자료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지난 회기 이후 있었던 즐겁고 유익했던 일 질문하기

▷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기

▷ 오늘 하게 될 활동을 설명하기

개

▷ 자기 이해의 요성

-흥미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 직업흥미검사란 무엇인가?

-간략한 6가지 유형별 설명

-직업흥미검사 실시

▷ 성이란?

- 성 혹은 강 이란 무엇인가?

▷ 다 지능 간이검사

-다 지능 간이검사 실시

-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 상 :EBS다큐 라임 아이의 사생활 4부 다 지능편

-내가 잘하는 것 기록하기

▷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공통 찾기

-공통 에 어울리는 마음에 드는 직업을 뽑고 발표를 시켜 본다.

마무리

▷ 배운 내용 정리

▷ 수업 후 깨달은 이나 느낀 고,발표하기

▷ 다음 시간을 소개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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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4 활동 주제 진로인식

활동목표 가치와 가치 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선순 를 정리해본다.

비자료 필기도구,포스트잇,가치 경매 게임 세트,PPT자료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지난 회기 이후 있었던 즐겁고 유익했던 일 질문하기

▷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기

▷ 오늘 하게 될 활동을 설명하기

개

▷ 나에게 가장 소 한 것 Best3는?

-자신에게 가장 소 한 것과 그 이유를 알아보기

▷ 가치,가치 의 의미

-가치와 가치 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떤 가치 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 가치 경매 게임 실시

-26가지 가치목록 나에게 가장 소 한 3가지를 선택해 순 를 매긴다.

-경매게임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경매자가 되어 경매를 시작한다.

▷ 가치의 우선순 악하기

-구입한 가치 자신의 ‘가치’우선순 를 재정리한다.

-자신이 가장 소 하게 여기는 가치를 쓰고 그 이유를 작성하기

마무리

▷ 배운 내용 정리

▷ 수업 후 깨달은 이나 느낀 고,발표하기

▷ 다음 시간을 소개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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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지난 회기 이후 있었던 즐겁고 유익했던 일 질문하기

▷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기

▷ 오늘 하게 될 활동을 설명하기

개

▷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

- 상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

- 상을 통해 꿈의 요성을 강조하고 간단한 퀴즈 등을 제시한다.

▷ 나의 꿈 목록 작성

-꿈의 목록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여행해보고 싶은 곳,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배우고 싶은 것,만나고 싶은

사람 등을 기록하고 발표하기

▷ 의미있는 삶이란?

-사람들이 기억하는 부정 인물과 정 인물 조하기

-사람들이 정 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의미있는 삶을 살기 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다.

▷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마치 죽은 뒤에 세워지는 묘비에 힌 묘비명의 비유를 든다.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해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문장을 어본다.

마무리

▷ 배운 내용 정리

▷ 수업 후 깨달은 이나 느낀 고,발표하기

▷ 다음 시간을 소개하고 마무리

회기 6 활동 주제 꿈의 목록

활동목표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본다.

비자료 필기도구,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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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지난 회기 이후 있었던 즐겁고 유익했던 일 질문하기

▷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기

▷ 오늘 하게 될 활동을 설명하기

개

▷ 일의 의미와 직업의 요성

-직업 OX퀴즈

-일과 직업의 의미를 알아본다.

▷ 직업의 필요성과 다양성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직업의 개인 ,가정 ,사회 역할에 해서 알아본다.

-직업빙고게임

▷ 직업에 한 편견 버리기

-우리가 직업에 해 가지는 편견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직업에 남녀의 차이가 있을지 의견을 교류하고 정리해 본다.

▷ 직업윤리의 필요성

-각 직업별로 필요한 직업 을 찾아본다.

-모든 직업에서 어떠한 직업 과 태도가 필요할 지 생각하고 의견을 나 어

본다.

마무리

▷ 배운 내용 정리

▷ 수업 후 깨달은 이나 느낀 고,발표하기

▷ 다음 시간을 소개하고 마무리

회기 7 활동 주제 진로탐색

활동목표 일의 의미와 직업의 요성을 알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한다.

비자료 필기도구,A4지,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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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지난 회기 이후 있었던 즐겁고 유익했던 일 질문하기

▷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기

▷ 오늘 하게 될 활동을 설명하기

개

▷ 나의 진로포트폴리오 만들기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재 실행가능한 계획(공부,건강,성격,습 )

에는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 본다.

-10 ,20 ,30 ,40 연령 별 변화해 있을 자신의 모습을 구체 으로 상

상해 으로써 미래에 한 기 감을 형성하고 기록해 본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발표하기

-4주간의 수업 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발표해 본다

▷ 나에게 쓰는 편지

-이제까지 수고한 나에게,진로를 찾아가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편지를

어 본다.

-조 안에서 는 체를 상으로 발표해 본다.

▷ 응원의 메시지 나 기

-친구들의 격려 을 포스트잇에 어 포트폴리오에 붙여 다.

- 상 :지 의 삶이 부가 아니다.

마무리

▷ 수업 후 깨달은 이나 느낀 고,발표하기

▷ 사후설문지 검사

▷ 앞으로도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회기 9 활동 주제 진로설계

활동목표 4주간의 탐색내용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비자료 필기도구,포스트잇,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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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 소감문 분석

소감 1

진로코칭 로그램 에서 일 일코칭이 가장 유익하고 좋았다.이유는 그동안

진로에 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걱정이 없어지고 나의 꿈과 직업에 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선생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칭

찬도 해 주셔서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소감 2

나의 진로에 해서 구체 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나는 특목고와 외교 이라

는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직업을 가여야 하는 이유나 의미는

잘 생각해 보지 않고 흥미롭게만 생각하고 주변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

음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일 일코칭을 통해서 학교와 공까지 구체 으

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 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감사합니다.

소감 3

나는 꿈이 무 많아서 어떤 것을 해야 좋을 지 결정하지 못했었다.그런데 선생

님과 코칭을 하면서 나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많다는 것과 재에 집 하면서 천

천히 꿈을 생각하고 결정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감 4

나의 흥미, 성 등 나에 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다.그동안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나 자신에 해

서도 알고 꿈도 생각하게 되었다.진로코칭을 하게 되어서 뿌듯하다.

소감 5

모두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고,다른 아이들도 나와 비슷한 종류의 고민을 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걱정만 하지 말고 정 인 자세로 모든 일에 참여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소감 6

진로코칭 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나의 성과 목표에 해서 생각해 보게 되

었다.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성검사 결과나 선생님께서 해 주

시는 말 으로 나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 같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특징 및 진로
	1) 청소년의 특징 및 진로
	2)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특징

	2. 자기효능감
	3. 진로성숙도
	4. 진로교육 실태 및 현황
	1) 학교 진로교육 실태 및 현황
	2) 민간 진로교육 실태 및 현황

	5. 진로코칭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 연구설계
	3. 진로코칭 프로그램
	4.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척도
	2) 진로성숙도 척도

	5. 자료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실험?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2. 조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3. 조사대상자의 진로성숙도
	4. 종속변인에 대한 t-검정 분석
	5. 진로코칭 프로그램 실시 후 내용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