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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통찰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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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을 통한 진로통찰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교양 및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하는 여자 대학생 27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SPSS Process Macro(version 2.15)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통찰력은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스트
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탄력
성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통찰력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을 통한 진
로통찰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진로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진로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통찰력이 낮아지고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준비행동, 조절된
매개효과

Ⅰ

. 서 론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 다원화된 사회, 과도한 경쟁 속에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봉환, 2010; 서유진, 2007). 진로를 탐색하
고 결정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부족함을 느끼고 개인의 안녕
을 위협받게 되는 상태를 진로스트레스라고 하는데(최보영 외, 2011; 황지영, 박재황,
* 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 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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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이상희, 2012; 이숙정, 유지현, 2009).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6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대학 진학률(74.3%)이 남학생(68.6%)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 및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고학력 여성이 증가함
에도 취업률은 남녀 간에 평균 5% 이상 격차가 지속되어왔으며, 여성이 취업을 했더
라도 계약직 등 열악한 근무형태가 많고(민무숙, 허현란, 김형만, 2002) 이마저도 경
력 단절로 귀결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숙정, 유지현, 2009). 이는 여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지속적인 진로발달을 이어나가는 데 남학생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가사와 일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독특한 생애사와 더불어 성차별적인 노동 시장,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직장
생활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편견이 진로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이숙정, 유지현, 2009; 전겸구, 1998). 서구와 비교하여 한국 여대생들은 대학에 들어
와서야 진로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자신의 성(gender)을 고려하는 경향이 크다(김봉
환, 2010). 즉,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생애사적 사건들로 인하여 다양한 진로장
벽에 부딪힐 수 있음을 깨닫고 진로 설계 및 준비과정에 이를 실질적으로 숙고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봉환, 2010; 유성경, 김은석, 2015; 이숙정, 유지현, 2009). 이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 주로 입시를 목표로 학교생활을 보내다가 대학
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진로탐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대생들
에게 청년 실업의 심화(고경필, 심미영, 2014)와 함께 여성으로서 부딪히게 될 진로장
벽의 인식은(강희순, 2010)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위험 환경으
로 작용하고 있다(이숙정, 유지현, 2009).
진로스트레스가 과중되면 우울감과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에 빠지기 쉽고 대학생
활 전반에 부적응을 초래하며,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
워진다(이상희, 서유란, 2012; 황지영, 박재황, 2015). 그러나 이처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요인을 함께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경필, 심미영, 2014). 특히,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신
의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내적 심리 변
인에 대해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강현희, 2015; 김봉환, 2010).
진로발달 및 준비과정에서 행동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심리 내적 요인 중, 최근 주목
을 받고 있는 변인으로 진로동기를 꼽을 수 있다(김보경, 정철영, 2012; 신혜진, 2016;
유현실, 2013; Werner & DeSimone, 2011). 진로동기는 인간 행동의 심리적 동력인 동
기의 개념을 진로에 적용시킨 것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개
발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리킨다(김보경, 정철영, 2012; London, 1983; 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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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 & Bachhuber, 1990). 즉,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역
경에 대처하는 등,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구
하려는 내적인 힘을 의미한다 (김보경, 정철영, 2012; Guay, Ratelle, Senecal, Larose,
& Deschenes, 2006; London & Mone, 1987). 진로동기는 동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진
로정체감,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진로통찰력, 동기를 유지시키는 진로탄력성 등 세 가지
핵심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London, 1983; Noe, Noe, & Bachhuber, 1990).
이 가운데, 진로통찰력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
로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진로 결정 및 준
비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영숙, 2016; 김진희, 2015; 이종
원, 2015; Day & Allen, 2004; London, 1983; Noe et al., 1990; Shannon, 2009). 한편,
진로동기의 또 다른 하위 요인인 진로탄력성 역시, 진로와 관련된 역경을 인내하고 적
응해 나가는 역량으로(Noe et al., 1990)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로통찰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즉,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스트
레스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몰입하게 함으로써 진로문제에 대한 통찰
을 지속,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유현실, 2013; London, 1993; Lopes, 2006).
본 연구에서는 취업난과 더불어, 여성으로서 부딪히게 될 진로장벽의 인식 등으로
다양한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대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
변인으로서 진로통찰력의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진로스트레스를 완화시
키는 변인이자 진로통찰력을 활성화시키는 변인으로서 진로탄력성이 진로통찰력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통찰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통찰력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의 상호작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진로통찰력이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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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리킨다(김봉환, 1997; 김선중, 2005; 이
재창 외, 2007). 즉,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
지, 결정된 진로가 있다면 수립된 진로 목표를 이루고자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실
행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김명옥, 박영숙, 2012; 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정보수집 활동이다(김봉환, 1997). 합리적인 진
로 결정을 위해서는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관심 있는 직업의 현황, 전망, 취업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 환경 등 직업 세계
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있는가를 반
영한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예컨대, 목표로 삼은 진로 및 직업에
서 요구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교재를 구입하는 일이 포함된다.
셋째는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확보된 도구를 활용하고 시간을 투입하여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인지나 태도 차원에서만 진
로의 준비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측면에서의 이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강희순, 2010; 김봉환, 1997).
한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김미
정, 양현정, 2015; 황지영, 박재황, 2015). “스트레스는 사건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혜진, 2016, 재인용, p. 351).”
진로스트레스가 적절한 수준으로 인식될 경우,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하여 진로준비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진로준비를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실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상희, 서유란, 2012; 황지
영, 박재황, 2015). 예컨대, 이현림과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
스가 진로발달 수준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김명옥과 박영숙(2012)이 대학생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표은
경(2009)의 연구, 그리고 고경필과 심미영(2014)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
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
하여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강민철, 이아라, 신미라, 2011; 황지영, 박재황, 2015;
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요인을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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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통찰력
가. 진로통찰력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진로준비행동을 실천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
으로 진로통찰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통찰력은 진로동기의 하위 요인 중 하나
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다(강영숙,
2016; 김진희, 2015; 이종원, 2015; Day & Allen, 2004; London, 1983; Noe et al.,
1990; Shannon,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통찰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환경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크며,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 의지
도 높아졌다(김진희, 2015). 자신 및 자신의 주변 환경과 목표로 하는 진로환경을 잘
파악하는 역량은 진로결정에 대한 의지를 높이며, 취업의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진희,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소명, 진로동기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강영숙(2016)의 연구에서도 진로동기의 하위요
인 중 진로통찰력만이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진로결정력을 높이는데 있어 자신의 진로와 진로목표를 현실적이며 명확하게 인
지하는 일이 중요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대학생이 아닌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London(1993)의 연구에서도 진로통찰력은 성인 직장인
의 진로 목표 명확성,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진로 관련 기대에 대한 실현 여부,
진로결정 및 미래 지향성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국
내 연구에서도 진로통찰력은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기술활용, 문제해결 등 진로발
달 관련 역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안윤정, 문윤경,
2014). 셀프리더십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보경, 2012). 또한, 진로통찰력과
유사한 개념인 성찰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김주희, 2013;
정현지, 홍아정, 2014)에 따르면, 성찰은 자기이해와 진단, 상황분석, 자기주도학습, 셀
프리더십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김주희, 2013; 송한나, 2013). 실제로,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취업을 한 대학생들
의 진로발달 과정을 탐색한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정확하고 신중한 진로목표 수
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자기 성찰이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나 효율성이 떨어지
는 준비 행동을 방지한다고 보고하였다(최진영, 이광호,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통찰력이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나. 진로통찰력과 진로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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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스트레스와 진로통찰력의 관계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까지 부재하다. 그러나 여대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표은경(2009)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중심 대처와 사
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회피, 체념과 같은 정서
중심 대처나 별다른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소망적사고 대처 전략은 준
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통찰력이 진로스
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준다. 진로통
찰력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
는 역량을 가리킨다면, 당면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변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문제중심 대처나 타인과 교류하며 부족한 자원을 적극적
으로 구하는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Amirkhan, 1990)은 진로통찰력의 개념과 유
사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
준비행동을 기반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고 진로동기가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본 신혜진(2016)의 연구결과도 진로통찰력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진로준비행동을 활성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진로통찰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평균 이상의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진로준비행동은 활발히 실천하는 ‘진로장애극복’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진로
통찰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지만 준비행동도 저조한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진로통찰
력은 진로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속에
서 진로통찰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3. 진로탄력성
가. 진로탄력성, 진로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선행연구들은 또한, 진로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심리 내적인 힘
을 자아탄력성 또는 진로탄력성에서도 찾고 있다(강현희: 2015; 김봉환, 2010;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탄력성은 긍정심리학에서 제기된 개인의 내적 특질
로(Gordon, 1995), 환경적인 고초나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가리킨다(Benard, 1996; Werner, 1993). 그리
고 이를 진로 영역에 적용한 것이 진로탄력성이다. 진로탄력성이란,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을 인내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뿐 아니라(Noe et al., 1990),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고 추진해나가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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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된다(강현희, 2010; 김미경, 2014; 유현실, 2013; London, 1997). 진로탄력적
인 사람은 진로장애를 경험하거나 자신의 진로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아의식과 평정심을 가지고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
었으며 실직 상황에서도 정체감의 손상 없이 비교적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
다(Dyer & McGuinness, 1996).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할 때에도 자신의
직장 생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Abu-Tineh, 2011).
국내에서 진로탄력성의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임언(2004)의 연구로, 이후 유현
실(2013)이 진로탄력성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 상담에의 시사점을 제기하면서 본격적
으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강남욱, 김장희, 2016). 진로탄력성 개념을
직접 도입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간의 국내 연구들은 진로탄력성 대신, 유사한
개념으로서 자아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
는지 살펴보았다. 예컨대, 김지연과 이기학 (2014)은 자아가 탄력적인 대학생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봉환 (2010)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밖에도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
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영미, 유순화, 윤
경미, 2009),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는 결과도 보
고되었다(장이슬, 송병국, 2015).
진로탄력성 개념을 직접 적용한 연구는 유현실(2013)의 연구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강남욱, 김장희, 2016), 이지혜(2013)는 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이 진로성숙도를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강현희(2015)는 폴리텍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진로탄력성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직업정보 부족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
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진로탄력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
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정보나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
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강현희, 2015). 흥미롭게도, 최근 수행되었
던 신혜진(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
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진로탄력성이 부족한 대학생일수록 진로스트레
스는 매우 높고 진로준비행동에는 소극적인 ‘진로행동고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
던 반면,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인 ‘진로행동적응’ 집단 못지않게 스트레스와 준비행동 모두 저조한 ‘진로미분
화’ 집단에 속할 확률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 실업의 심화, 여성으로
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진로장벽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여자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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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의 경력을 책임지며 준비행동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진로탄력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진로스트레스 수준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그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진로탄력성과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은 진로통찰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현실, 2013;
London, 1993). 진로탄력성 개념을 정의한 London(1997)은 탄력성과 심리적 강인성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기하면서 종종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유현실, 2013) 강인성은 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성격특질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상
황에 관여하는 몰입,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통제감,
그리고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의식으로 구성된다(Kobasa, 1979).
London(1997)은 이러한 강인성을 바탕으로 진로탄력성을 개념화 하고 그 하위 역량
으로 자기확신,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 낮은 의존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London(1997)은 특히, 이러한 강인성 및 진로탄력성의 하위 역량들이 “상황평가와 스
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유현실, 2013, 재인용, p.428).” 즉, 진로관련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며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몰입
하게 함으로써 상황을 파악하는 사려 깊은 인지전략을 활용하도록 촉진시키고 결과
적으로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통찰을 이끌어 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
현실, 2013; London, 1993; Lopes, 2006).

Ⅲ

.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여자 대학생을 편의 표집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
다. 교양 및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생을 대상으로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미회수된
설문지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27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2. 연구대상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이 20명(7.4%), 2학년이 93명(34.4%), 3학년은 73명(27%), 4학년은 84명(3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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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66명(24%), 조형, 디자인 계열이 67명(25%),
공학계열이 118명(44%), 자연계열이 14명(5%), 기타가 5명(2%)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를 보면 맞벌이가 187명(69%)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만 일하는 경우는 65명
(24%), 어머니만 일하는 경우 12명(5%),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무직인 경우는 5명
(2%)으로 보고되었다.
3. 연구도구
가. 진로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Inventory)

진로스트레스는 박희락(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스트레스 척도
(Career Stress Inventory: CSI)를 사용하였다. 진로스트레스 척도는 진로불확실성,
고용압력, 정보부족, 외적갈등과 내적 갈등의 5개 하위 요인 및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가리킨다. 박희락(200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관
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나. 진로준비행동 척도(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ventory)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이명숙(2002)이 두 문
항을 추가하여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검사(김봉환, 1997)는 자기이
해와 직업 정보 탐색에 투자한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을 평가하는 총 16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명숙(2002)은 여기에 “지난 몇 개월 간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관련
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의 두 문항을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
며,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가리킨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84 이명숙(2002)의 연구에서는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다. 진로동기 척도(Career Motivation Instrument)

진로동기는 Noe, Noe와 Bachhuber(1990)의 연구와, London(1993)의 연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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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Day와 Allen(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김보경(2012)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
으로 새롭게 개발한 진로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동기척도는 진로정체성, 진로
통찰력, 진로탄력성의 3개의 하위 요인과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정체
성은 5개 문항으로 “지금 나는 미래 직업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와 같이
진로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진로통찰력은 6개 문항으로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
울 수 있다.”와 같이 진로추구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알고 현실적인 진로목
표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진로탄력성은 5개 문항으로
“나는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등 자신의 진로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진로정체감을 제외한 진로
통찰력과 진로탄력성 점수만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진로정체감 .89, 진로통찰력 .81, 진로탄력성 .81로 적절
한 수준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했다. 기술통계
와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주요 변인의 분포와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정선
호, 서동기(2016)의 논문에서 제안된 절차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였다. 우선, 회귀분석을 통해 진로탄력성(Mo)이 진로스트레스(X)와 진로준비행동
(Y) 간 관계를 조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진로스트레스(X)가 진로통
찰력(Me)을 통해 진로준비행동(Y)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매개
경로(X → Me)에서 진로탄력성(Mo)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첫 단
계에서는 진로탄력성의 조절효과가 투입되지 않은 매개모형을 분석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진로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투입하여 매개효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비교 과정에서는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version 2.15)를
사용,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템플릿(template)을 사용하면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를 통합하는 조건화 과정 모형(conditional process models) 등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 (http://processmacro.org/index.html).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2,000개의 표본에 대해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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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관계수를 중심으
로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스트레스는 진로통찰력(r=-.46, p<.001) 및 진로
탄력성(r=-.46, p<.001)과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과는 낮은 수준의 부적상관을 보였다(r=-.29, p<.001). 진로통찰력
은 진로탄력성(r=.50, p<.001) 및 진로준비행동과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r=.42, p<.001)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는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36, p<.001).
<표 1> 주요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1. 진로스트레스
2. 진로통찰력
3. 진로탄력성
4. 진로준비행동
평 균
표준편차
*** p<.001

1
1
-.46***
-.46***
-.29***
3.04
.60

2

3

4

1
.50***
.42***
3.38
.62

1
.36***
3.14
.71

1
2.88
.69

2.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통찰력의 매개효과

첫 번째 연구문제에 따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통찰력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통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간 관계에서 진로통찰력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 진로통찰력에 대한 진로스트
레스의 회귀계수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β=-.457, p<.001).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진로통찰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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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스
트레스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85, p<.001).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작아지거나 사라지는지 알아보았
다. 분석 결과 진로통찰력이 통제되었을 때,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스트레스의 회
귀계수는 β=-.116(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통찰력의 회귀계수는 β=.369(p<.001)로 진로통찰력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
동 역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통찰력이 진로스트레스와 진
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통찰력이 낮아지고 이는 진로준비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
에 대한 진로통찰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는 B=-.191로 산출되었고 95% 신뢰구간에서 이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279, -.11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95%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로통찰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통찰력의 매개효과
경 로
B
β
t
R2

1 진로스트레스 (X) → 진로통찰력 (M)
2 진로스트레스 (X) → 진로준비행동 (Y)
3 진로스트레스 (X) → 진로준비행동 (Y)
진로통찰력 (M) → 진로준비행동 (Y)
경로
매개효과 계수
X→M→Y
-.191
*** p<.001

-.466
-.323
-.132
.410
S.E.
.041

-.457 -8.403*** .209
-.285 -4.862*** .081
-.116 -1.873
.189
.369 5.962***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279
-.117

나. 진로스트레스, 진로통찰력,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
준비행동 간 관계에 있어 진로탄력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의 SPSS Process Macro룰 사용하여 진로탄력성의 조건부 간접효과
(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검증하였다. 우선,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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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진로탄력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회귀계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모든 변수들은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Hayes, 2013).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스트레스(β=-.137, p<.05)와 진로탄력성
(β=.284, p<.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β
=-.048,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진로탄력성(Mo)이 진로스트레스
(X)와 진로준비행동(Y) 간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모형이 매개
된 조절효과가 아닌 조절된 매개효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정선호, 서
동기, 2016).
다음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통찰력 간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이 진로통찰력에 미
치는 주효과는 각각 B=-.252(p<.001), B=.349(p<.001)로 유의하였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의 상호작용 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125, p<.01) 부적 조절효과
를 보였다. 또한, 진로통찰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B=.369(p<.001)).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진로통찰력은 증가하고, 진로통찰
력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되는데, 진로스트레스가 진로통찰력을 통해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변수인 진로탄력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진로탄력성 수준에 따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통찰력 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
다. 평균과 표준편차(M±1SD)를 기준으로 진로탄력성이 낮은 집단(진로탄력성 저)과
진로탄력성이 높은 집단(진로탄력성 고)에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통찰력에 미치는 영
향력을 각각 회귀선으로 나타낸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탄력성이 낮
은 집단(진로탄력성 저)의 회귀계수는 B=-.13(S.E.=.079)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이에 대한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28, .03으로 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그러나 진로탄력성이 높은 집단(진로탄력성 고)의 회귀계수 B=-.38(S.E.=.064)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51, -.26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
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진로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진로통찰력이 낮
아지나, 진로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통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이러한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B=-.046, S.E.=.016
이었고 95% 신뢰구간은 [-.082, -.017]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탄력성의 수준이 낮을 때(-1SD),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 값은 각각 -.116,
.014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로탄력성의 수준이 평균이
거나 높을 때(+1SD)에는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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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평균이거나 높은 수준의 여대생은 진로스트레스
가 높을 경우, 진로통찰력이 감소하고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낮아지지만, 진로탄력성
이 낮은 여대생에게서는 이러한 변인 간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진로통찰력
B
S.E.
t
-.252
.058 -4.389***
.349
.056 6.191***
-.125
.041 -3.020**

진로스트레스 (X)
진로탄력성 (Mo)
X × Mo
진로통찰력 (Me)
진로탄력성 수준

조건부 간접효과

S.E.

-1SD (-1)
M (0)
+1SD (+1)
** p<.01, *** p<.001

-.047
-.093
-.139

.033
.027
.030

종속변수: 진로준비행동
B
S.E.
t
-.116
.062 -1.873
.369

.062 5.962***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16
.014
-.160
-.047
-.206
-.087

B진로탄력성 고 = -.38
[-.51, -.26]
B진로탄력성 저 = -.13
[-.28, .03]

[그림 2] 진로탄력성 수준에 따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통찰력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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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탄력성의 상호작용이 진로
통찰력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SP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통찰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진로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진
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변인인 진로통찰력과 동시에 투입했
을 때에도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매개변인이 통제되면 진로준비행동에 더 이상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관련 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
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김봉환, 2010; 이현림 외, 2008;
표은경, 2009)와 일치하며, 지나친 수준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를 회피하거나 수
동적으로 실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상희, 서유란, 2012; 황
지영, 박재황, 2013)을 뒷받침해준다. 무엇보다도, 진로통찰력의 완전매개효과는 여대
생들이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이행하는데 진로통찰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선행연구에서 진로통찰력이 대인관계, 정보기술활용, 문제
해결, 셀프리더십 등 진로발달을 실천하는 역량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안윤정,
문유경, 2014; 김보경, 정철영, 2012), 이러한 역량들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김주희, 2013; 송한나, 2013),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나아
가, 진로통찰력과 유사한 개념인 성찰활동을 통해 자기 이해와 진단, 상황분석, 자기
주도성을 높임으로써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질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송한
나, 2013; 최진영, 이광호, 2012)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
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존의 스트레스 이론(신혜진, 김창대, 2002; Lazarus, &
Folkman, 1984; Yap & Tong, 2009)과도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
처 적응 이론(Lazarus, & Folkman, 1984)에 따르면, 개인은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
에 같은 스트레스 상황도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판단하며, 이후 어떠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응, 또는 부적응으로 이어질지 판가름 된다. 진로문제에 있어서
도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 대
처하는지가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이지 외, 2011). 실제로, 표은경(2009)
은 회피 등 정서중심 대처나 기적을 바라는 소망적 사고 전략이 아닌, 문제 분석과
해결에 초점을 둔 문제중심 대처전략, 그리고 사회적지지를 추구하는 전략이 여대생
들 사이에서 취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통찰력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결과는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즉, 진로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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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기대만 가지기 보다는 상황에 직면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합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진로목
표로 수립하는 통찰력을 발휘할 때,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과 같은 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진로장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진로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스트레스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진로통찰력을 강화시
킬 수 있는 상담과 진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진로목표 스스로 세워보기, 외부 기관 및 인
력으로부터 피드백 제공받기 등을 실시해볼 수 있다(Werner & DeSimone, 2011). 자
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찾아나가는 성찰적 글쓰기 활
동도 여대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적 판단 기준을 다지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숙정, 신정혜, 2014) 보고된 만큼, 진로통찰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통찰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스트레스의 수준에 상관없이 진로탄
력성이 높은 여대생 집단에서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진로통찰력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진로통찰력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유현실,
2013; London, 1993)를 지지해 준다. 진로탄력성의 개념을 정의한 London(1993)에 따
르면, 진로탄력성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위험을 감수해나감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장벽과 맞서는 역량이다. 이러한 진로탄력성은 강인성이라는 심리내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유현실, 2013), 강인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며 통제력을 잃지 않고 몰입할 수 있게 한다(Kobasa, 1979). 따라
서 진로탄력적인 사람은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자신과 환경
에 대한 적극적인 통찰을 촉진시키는 일이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한편, 진로탄력성의 부적 조절효과로 인해,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진로탄력성
이 낮은 집단에 비해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진로통찰력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을 시에는 진로탄력성이 더 강화
되고 진로통찰력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동안 진로탄력성은 개인으로 하
여금 진로관련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며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몰입하게 함으로써, 상황을 파악하는 사려 깊은 인지전략을 활용하도록 촉
진시킴으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왔
었다(유현실, 2013; London, 1983. 1993; Lopes, 2006).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진로탄력성의 효과는 진로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진로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유연성을 잃지 않고 진로를 지
속적으로 추구하며 개발하려는 태도인데, 진로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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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며 적응해나가는 태도’가 더욱 강해지는 반면, 진로와 관련된 상황을 ‘객관적, 현
실적으로 인지하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역량은 오히려 약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는 자기긍정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가 상황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되
면 그만큼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맞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
게 되므로 문제의 본질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측면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
제로, 학자들은 진로탄력성이 인내심과 유사한 개념(안윤정, 문윤경, 2014; Kobasa,
Maddi, & Kahn, 1982)이라면, 진로통찰력은 결정체라고 불리는 직업적 자기개념과
유사한 개념(안윤정, 문윤경, 2014; Super, 1963)이라고 구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강현희(2015)의 연구에서도 진로탄력성이 여러 가지 진로장벽 중, 자기 진로
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취업현실 여건으로 인한 장벽에는 매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모든 진로장벽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지
못하며 따라서 무조건 진로탄력성의 증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진로문제에 있어 스
트레스원이 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 결과도 강현희(2015)의 연구 결과와 맥을 함께 하며, 이러한 연
구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여대생들이 복잡한 진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하고
현실에 맞게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진로통찰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로탄
력성을 기르면서도 동시에 진로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을 통한 진로통찰력
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진로탄력성이 평균이거나 높은 여대
생 집단에서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통찰력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 유의했으나, 진로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진로탄력성이 평
균보다 높은 집단의 간접효과는 진로탄력성이 평균인 집단의 간접효과에 비해 그 영
향력이 높았다. 즉, 진로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진로통찰력이 증가하고 진로통찰력이
증가하면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 조절변수인 진로탄력성이 커
질수록 그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자아탄력성 및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강명
희 외, 2016;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강현희, 2015; 김지연, 이기학, 2014; 신혜
진, 2016), 그리고 진로통찰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
(유현실, 2013; London, 1993; Lopes, 2006)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진로탄력성이 진
로스트레스 및 다양한 진로장벽을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강현희, 2015; 김봉환,
2010; 안윤정, 문윤경, 201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조절된 매개효과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진로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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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입 시점과 방식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진로
스트레스는 진로통찰력을 저하시키고 통찰력이 약화된 여대생은 진로준비행동에 소
극적이 될 수 있는데, 통찰력이 저하되기 이전에 진로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진로통찰력을 일정 수준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이행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여대생이 진로스트레스를 비교적 낮게 인식
하고 있는 상황일 때 진로탄력성의 효과가 월등히 커질 수 있으므로 통찰력이 저하
되기 전에 진로탄력성을 강화시키면서 아울러 진로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개입전략
이 필요할 것이다.
진로탄력성은 학습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으로(Collard, Epperheimer, &
Saign, 1996), 최근의 불확실한 취업환경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강현
희, 2015). 진로탄력성을 강화하는 상담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대생들
이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진로환경에서 부족하고 불리한 부분을 인식하는 동시에
변화가능한 긍정적인 측면을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하는 일도 중
요하다(신혜진, 2016). 또한, 진로탄력성이 자신에 대한 확신,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
도, 타인에 대한 낮은 의존성이라는 하위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진로준비과정
을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가면서 작은 성공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기회와 피
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개입 필요하다(강현희, 2015; Werner & DeSimone,
2011).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서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를 무조건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진 만큼 진로스트레스의 유형과 그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실제적
으로 해결하려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여대생 내담자가 고용압력 및
내적갈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면, 진로탄력성을 강화하고자 불리한 여건
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며, 도전 및 성취의 가
치를 강조하는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정보부족이나 외적 갈
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직업세계 및 내담자 자신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과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부모 및 주요한 타인과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개
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소재 4개 대학에서 교양 및 교직 수업을 수강하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서울 외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공의 여대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어 고학년일수록 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1997; 신혜진, 2016; 안권순, 한건
한, 2002).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고학년과 저학년을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변화추이를 검증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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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아 진로불확실성, 고
용압력, 정보부족은, 외적갈등, 내적갈등 중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진로탄력성을 통한
진로통찰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검증이 불가능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진로통찰력 및 진로탄력성이 증진 혹
은 저해되었는지를 밝힌다면 효과적인 개입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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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among Career Stress, Career Insigh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Testing the Moderation Effect of Career Resilience

Shin, HaeJin(Seoul

Choi, Hyun-Ju(Ulsan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areer insigh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career resilience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sight. Using SPSS Macro, moderated med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of 270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reer insight
mediated the perceived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econd, career
resilie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sight. For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career resilience, great career stress
significantly weakened career insight, which was not the case of those with lower levels
of career resilience. Third, the interaction of career stress and career resilience had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rough career insight, which
indicat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insight through career resilience.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nd counseling practices were discussed.
Key words: career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insight,
career resilience, conditional proce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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