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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조아미**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탄력성이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진로 분야의 학자, 연구자, 현장전문가들이 후기 청소년의
진로탄력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21명의 대학생으
로, 남자 112명(50.7%), 여자 109명(49.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62명(28.1%), 2학년 39명
(17.6%), 3학년 57명(25.8%), 4학년 56명(25.3%), 기타 7명(3.2%)이었다. 전공별로는 예술체육대학이
78명(3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과학대학 47명(21.3%), 공과대학 26명(11.8%), 인문대학
24명(10.9%) 등이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 전체와 하위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장벽에 대한 설명력도 높았다. 둘째, 진로탄력성
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장벽이나 진로스트레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 전체와 하위영역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설명력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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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학생의 취업률이 감소하면서 후기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
안 후기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진로성숙태도나 진로준비행동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다. 이 개념들은 과거 우리 사회가 진로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합하였다. 진로상담의 역사를 볼 때, 지금은 Parsons의 개인특성과 직업특성을 매치
하는 단계와 Super 등이 주장하던 진로성숙의 단계를 지나 진로적응성 혹은 진로탄력성이 중요
한 시대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에게 적합했던 진로나 직업이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중학생 시기에 정했던 직업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되 진로에 대
해서는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탄력성은 ‘예상하지 못한 직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특정한 특질’이라고 정의된
다(london, 1997). 이것은 진로 관련 역경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로를 새롭고 유연하고 도전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조아미, 진영선, 임정아, 201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진로탄력성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이기 때문에(이지연, 2017) 현재 청소년
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진로 분야에서도 진로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근 진로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강남욱, 김장회, 2016; 임소현, 이영광, 2020). 진로탄력성은 80
년대부터 London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론적 근거가 진로상담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반면, 국내에서는 임언이 2004년 진로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진로탄력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10여년에 불과하다. 진로탄력성과 관련된 변인
으로 많이 연구된 것으로는 진로태도성숙을 비롯하여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진로스트레스 등이 있다(강남욱, 김장회, 2016). 임소현, 이영광(2020)은 19편의 논문을 대상
으로 진로탄력성의 선행 및 결과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효과크기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로탄력
성의 선행변인으로서 진로장벽, 그리고 진로탄력성의 결과변인으로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Mishra와 McDonald(2017)는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진로탄력성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
을 분석하여 진로탄력성의 법칙적 관계망(nomological network)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진
로탄력성의 선행변인으로 개인적 요소(개인특성, 기술, 태도, 행동 및 습관, 진로 히스토리)와 맥
락적 요소(지지적인 업무환경, 직무특성, 긍정적 가족관계), 결과변인으로 진로만족도, 진로전환
의도, 주관적인 진로 성공을 제시하였다. Mishra와 McDonald(2017)는 진로탄력성이 개념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어서 진로탄력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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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특히 진로탄력성의 법칙적 관계망에서 진로탄력성의 결과변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로탄력성의 결과변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변인들 중, 진로장벽(강남욱, 김장회, 2016; 임소현,
이영광, 2020), 진로준비행동(강남욱, 김장회, 2016; 임소현, 이영광, 2020), 진로스트레스(강남욱,
김장회, 2016)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후기 청소년의 진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은 진로준비행동이다. 이 시기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진로준비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진
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을 향상시켜서 이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
록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장벽은 후기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
기 때문에 진로장벽을 낮추거나 이를 극복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후기 청소년의 중요한 발
달과업이 될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도 후기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진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진로탄력성은 원래 성인실직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London, 1997). 이것은 오랫동안 진로탄력성을 일반인과 연결시켜 연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로탄력성이 성인실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사회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대상
으로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오성배 외, 2018; 조아미 외, 2018). 이것
은 이제부터는 진로탄력성이 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진로탄력성은 그들의 진로를 설계할 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생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진로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진로탄력성이 진로분야에서 중요한 진로장벽, 진로준비행
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진로탄력성의 향상을 통한 진로준
비행동의 증가와 진로장벽 및 진로스트레스의 감소의 관계를 통하여 진로탄력성이 후기 청소년
의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진로탄력성
이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은 진로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다. 2005년도에 진로탄력성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이 1편 발표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2012년 이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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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욱, 김장회, 2016). 진로탄력성이 진로영역에서 연구되기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진로
탄력성보다는 자아탄력성이나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직
까지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로탄력성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 자아탄력성이나 회복탄력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아탄력성이나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 그것은 대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경험하기 때문일 수 있다.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정, 2012). 문새롬(2016)은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진로장벽 하위영역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특성화 고등학생이 가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
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의 변량을 많이 설명해서 진로장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신영식, 권오혁(2018)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27.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아(2016)는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
장벽에 전체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에 따라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인 긍정성은 미래불안, 나이문
제,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성은 미
래불안, 나이문제, 자기명확성 부족, 사회성은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주요 타인과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의 하위영역별로 경제적
어려움 13.8%, 미래불안 22.1%, 나이문제 9.8%, 주요 타인과의 갈등 6.6%, 대인관계의 어려움
22.6%, 자기명확성 부족 14.2%, 직업정보 부족 17.2%, 신체적 열등감 13.3%, 흥미부족 15%를 설
명하였다(김정아, 2016). 배혜련(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신체적 만족, 경제적 지원, 중요한 타인의 지
지, 직업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자신감 등 진로장
벽의 하위영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의 하위영역인 자신감의 52%, 신
체적 만족의 31%, 경제적 지원의 32%, 중요한 타인의 지지의 33%, 직업정보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혜련, 2015).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의 하위영역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52%에서 적게는 6.6%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진로장벽을 이해하
는데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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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연구되어 왔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을 메타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하여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
고, 개인변인으로는 탄력성과 관련된 연구가 6편 정도 진행되었다(박유리, 안세영, 최보영, 2017).
탄력성에는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진로탄력성이 모두 포함되는데 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 연
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 5년 동안에 이 두 변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 급증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해서는 자아탄력성이나 회복탄력성 뿐만 아니라 진로탄력성을 연구한 것
도 상대적으로 축적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진로탄력성에 초점을 맞춰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김은선, 이희수, 2018; 신혜진, 2016; 최현주, 신혜진, 2017). 이것은 진로탄력성이 높
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생(강현희, 2015), 경력단절여성(김애심,
장진이, 2018), 재취업구직자(조현경, 유금란, 2017)에게 모두 마찬가지이다. 또한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박한샘, 조화진, 2018), 간접(최유진, 손은정, 2016), 혹은 직간접적(김애심,
장진이, 2018)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엄태영(2017)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탄력성, 사
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 진로탄력성은 진로
준비행동에 직접 혹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남녀 전문대학생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 전문대학생보다 남자 전문대학생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진로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구하면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때 가장 많이 연구되는 모형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
탄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것이다(강현희, 2015; 조현경, 유금란, 2017).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은 부분
매개 혹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
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은 임희정(2018)의 연구 등에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이사라, 2018)이
나 대학생(신현정, 2019)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탄력성은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탄력성
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현주, 신혜진(2017)
는 남학생의 경우,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진로
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진로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진로준비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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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조현경, 유금란, 2017). 재취업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현경(2016)은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중장년 남성 실직
자(Oh, 2018)나 성인학습자(홍초롱, 2016), 대학생(강현희, 2015; 박한샘, 조화진, 2018)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탄력성은 완전매개를 하였다. 이것은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로탄력성을 통해서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수준이어서 진로탄력성을
자아탄력성이나 회복탄력성으로 확대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진로탄
력성과 진로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정아, 정철영, 2012; 양승애,
2017; 윤정안, 서지윤, 2013). 이것은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이다. 신
혜진(2016)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동기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진로동기의 하위영역인 진로탄력성이 진로모호성, 취업압력, 정보부족, 외부갈등, 내부갈등의 모
든 진로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최현주, 신혜진(2017)의 연구에서도 진로탄력성
은 남자의 경우, 모든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영역(진로모호성, 취업압력, 정보부족, 외부갈등, 내부
갈등)과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여자는 이 중에서 내부갈등을 제외하고 부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류경, 김종경, 2016; 이진희, 임진형, 2017)). 일부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진로탄력성이나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고(백유성, 장영희, 김유정, 2017),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홍
정아, 홍보경, 2019). 방한승, 김영현(2017)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 중에서 통제성과 긍정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성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사회성은 독립적으로는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장벽과 사회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더해지면 그 영향은 사라진
다고 하였다. 윤정안, 서지윤(2013)도 대학생의 경우, 진로탄력성은 학업, 성격, 학교환경, 가족환
경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지만,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성격, 학교환경
스트레스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진로탄력성과 진로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변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이현예,
조현주(2016)는 대학생의 탄력성이 지각된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지적 유연성과 긍정정서의 매개
효과로 설명하였다. 인지적 유연성과 긍정정서는 모두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탄력
성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인지적 유연성과 긍정정서를 통해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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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2014)은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을 매개로 하여 직간접
적으로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좌승화, 오정희(2019)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의 매개효과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 감성적 리더십은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한편,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진로탄력성과
진로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다(박정아, 정철영, 2012; 양승애, 2017). 최숙희(2019)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진로동기와 자아탄
력성은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지만 자아탄력성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진로탄력성을 포함하는 진로동기는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명옥
(2019)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하였는데 심지어 상관관계조차 없다고 하였다. 김정아, 김인아(2018)도 자아탄력성이 진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임동훈, 2018). 윤일현(2016)은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보다 여
학생에게 더 크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21명의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2명(50.7%), 여자 109명(49.3%)이며, 학년은 1학년이 62명
(28.1%), 2학년 39명(17.6%), 3학년 57명(25.8%), 4학년 56명(25.3%), 기타 7명(3.2%)이었다. 전공별
로는 예술체육대학이 78명(3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과학대학 47명(21.3%), 공과대학
26명(11.8%), 인문대학 24명(10.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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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N=221)
구분
성별

학년

학교명

전공(학부)

N

%

남자

112

50.7

여자

109

49.3

합계

221

100.0

1학년

62

28.1

2학년

39

17.6

3학년

57

25.8

4학년

56

25.3

기타

7

3.2

합계

221

100.0

M 대학교

44

19.9

A 대학교

78

35.3

기타

99

44.8

합계

221

100.0

인문대학

24

10.9

사회과학대학

47

21.3

예술체육대학

78

35.3

공과대학

26

11.8

기타

46

20.7

합계

221

100.0

2. 조사도구
1)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아미 등(2019)이 개발한 진로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진로탄력성 척도는 창의성, 유
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탄력성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전체 .911로 나타나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 이 척도개발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조아미 등(2019)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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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장벽
진로장벽 척도는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사용하였다.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검사는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애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ㆍ

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 녀 학생 총 2,854명을 대상으로 얻은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개
발한 척도이다. 4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 구성되었다. 총 45문항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
움, 주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 불안 총
9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고 있는 상태로 본다.
진로장벽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전체 .951로 나타나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3) 진로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 측정도구(Career Stress Inventory: CSI)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준
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대학
생의 취업스트레스검사’,‘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를 바탕으로 안세윤(2016)이 활용

․

․

하였던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에서 진로 취업과 관련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CSI는 5개의 하위요인(진로 모호성, 취업 압박, 진로정보 부족, 외적 갈등, 내적 갈등)별로 각
5문항씩 총 25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
렇다, 4=매우 그렇다)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요인은 5개 중 내적 갈등과 취업압
박을 제외한 3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11개의 문항만 선별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
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스트레스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전체 .910로 나
타나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4)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 16
문항과 여기에 임은미, 이명숙(2003)이 사용한 2문항을 추가하여 18개의 4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임은미, 이명숙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ɑ)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ɑ) 가 .8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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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인별 척도 문항수와 신뢰도
(N=221)
구분

진로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

하위변인

문항수

신뢰도

창의성

6

.885

유연성

5

.833

도전정신

5

.796

미래지향성

4

.898

전체

20

.911

대인관계의 어려움

5

.817

자기명확성 부족

7

.838

경제적 어려움

5

.78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5

.822

직업정보 부족

5

.761

나이문제

4

.854

신체적 열등감

4

.799

흥미부족

4

.747

미래불안

6

.816

전체

잘못된 계산식

.951

전체

18

.896

진로 모호성

2

.691

진로정보부족

5

.784

외적갈등

4

.685

전체

11

.910

3. 자료수집 및 분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임의표집방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온라인 설
문지를 제작 및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총 223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221부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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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진로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진로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진로탄력성의 평균은 2.88, 표준편차는 .407이었다. 진로장벽의 평균은 2.13, 표
준편차는 .444인 반면,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2.65, 표준편차는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
트레스의 평균은 2.32, 표준편차는 .636이었다.

표 3. 진로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의 기술통계
(N=221)
변인

진로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창의성

2.82

.500

유연성

3.01

.437

도전정신

2.70

.549

미래지향성

3.01

.650

전체

2.88

.407

대인관계의 어려움

2.07

.594

자기명확성 부족

2.21

.546

경제적 어려움

2.22

.58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93

.607

직업정보 부족

2.27

.564

나이문제

1.96

.676

신체적 열등감

1.80

.585

흥미부족

2.14

.564

미래불안

2.31

.585

전체

2.12

.442

전체

2.65

.472

진로 모호성

2.38

.813

진로정보부족

2.41

.671

외적갈등

2.17

.665

전체

2.32

.636

진로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r= -.425**), 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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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r= -.395**)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진로준비행동(r= .499**)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
다. 이것은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장벽과 진로스트레스는 낮은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r= -.160**)과 부적 상관이 있고, 진로스트레스
(r= .659**)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적게 하는 반
면, 진로스트레스는 많다는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스트레스가 많으면 진로준비행동을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진로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의 상관관계
(N=221)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

1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

-.425**

1

진로준비행동

.499**

-.160*

1

진로스트레스

-.395**

.659**

-.246**

진로스트레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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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t= -6.949***), 진로준비행동(t= 8.530***), 진로스트레스(t= -6.371***)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 변량의 17.7%, 진로준비행
동 변량의 24.6%, 진로스트레스 변량의 15.3%를 설명하였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 진로준비행
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크지만 그 중에서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25%에 가깝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N=221)
변인

B

표준오차

β

t

R²

adj R²

진로장벽

-.462

.066

-.425

-6.949

.181

.17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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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진로탄력성이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221)
변인

B

표준오차

β

t

R²

adj R²

진로준비행동

.579

.068

.499

8.530

.249

.246

*** p<.001

표 7.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N=221)
변인

B

표준오차

β

t

R²

adj R²

진로스트레스

-.619

.097

-.395

-.6.371

.156

.153

*** p<.001

한편, 진로장벽은 하위 영역이 9개여서 진로장벽이라는 변인 전체 뿐만 아니라 각 하위영역별
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진로장벽의 하위영역이 진로장벽 하나로 보기에는 그 내용
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나이로 인해 진로장벽을 느끼는 것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진로장벽을 느끼는 것은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진로장벽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다를 것이다. 또한, 진로장벽의 9개 하위영역은 개인 차원의 영역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
된 영역도 있는 등 다양해서 각각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이 분야의 지식을 풍부하게 한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의 9개 하위영역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한 8개 하위영역(대인관계
의 어려움(t= -4.374 ***), 자기명확성 부족(t= -8.187 ***),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t= -4.174 ***),
직업정보 부족(t= -9.382 ***), 나이문제(t= -2.707 **), 신체적 열등감(t= -2.860 **), 흥미부족(t=
-6.376 ***), 미래불안(t= -6.324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로탄력성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많게는 28.3%(직업정보 부족)에서 적게는 0.1%(경
제적 어려움)였다. 이것은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진로탄력성은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흥미부족, 미래불안에 대한 설명력은 높
지만 같은 진로장벽이라고 해도 경제적 어려움,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에 대한 설명력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같은 대인관계와 관련
된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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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
(N=221)
변인

B

표준오차

β

t

R²

adj R²

대인관계의 어려움

-.414

.095

-.283

-4.374***

.080

.076

자기명확성 부족

-.650

.079

-.484

-8.187***

.234

.231

경제적 어려움

-.109

.097

-.076

-1.128

.006

.0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405

.097

-.271

-4.174***

.074

.069

직업정보 부족

-.743

.079

-.535

-9.382***

.287

.283

나이문제

-.299

.110

-.180

-2.707**

.032

.028

신체적 열등감

-.273

.095

-.190

-2.860**

.036

.032

흥미부족

-.549

.086

-.396

-6.376***

.157

.153

미래불안

-.565

.089

-.393

-6.324***

.15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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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의
3개 하위영역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은 진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진로정보 부족의 17.2%, 진로 모호성의 12.3%, 외적 갈등의 8.2%를 설명
하고 있다.²

표 9.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
(N=221)
변인

B

표준오차

β

t

R²

adj R²

진로 모호성

-.712

.126

-.356

-5.640***

.127

.123

진로정보부족

-.691

.101

-.419

-6.824***

.175

.172

외적갈등

-.481

.106

-.294

-4.558***

.087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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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
으로써 진로탄력성이 이들 변인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진로 분야의 학자, 연구자, 현장전문가들이 후기 청소년의 진로탄력성에 대한 관심을 높
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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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 전체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덜 느
낀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로탄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
안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배혜련, 2015). 진
로탄력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진로탄력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진로
탄력성은 회복탄력성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입장에서 보면 회복탄력성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나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
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의 17.7%를 설
명하였다. 하위영역별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7.6%, 자기명확성 부족 23.1%, 중요한 타인과의 갈
등 6.9%, 직업정보 부족 28.3%, 나이문제 2.8%, 신체적 열등감 3.2%, 흥미부족 15.3%, 미래불안
15.1%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진로탄력성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2.8%에서 28.3%로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진로탄력성과 진로장벽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고 본다. 진로탄력성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이나 자아탄력성으로 확
대하여 보면 이은정(2012), 문새롬(2016)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의 모
든 하위영역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본 연구와는 달리 이들 탄력성은 경제적 어려움
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정아(2016)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했는데 긍정성은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성과 사회성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장벽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진로탄력성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설명력 차이를 보면 선
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진로탄력성의 설명력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
라 달랐다. 김정아(2016)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하위영역에 따라 6.6%에서 22.6%, 배혜련
(2015)의 연구에서는 31%에서 52%까지 범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탄력성이 진로장
벽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른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에도 적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와
신체적 열등감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아관련 변인은 많이 고려하지만 진로
탄력성과 같은 변인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설명력이 적기는 하지만 자아탄력성이 영향
을 미치므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와 신체적 열등감 대처방안에 있어서 진로탄력성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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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행동의 24.6%를 설명하였다. 진로탄력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은 대학생(강현희,
2015), 경력단절여성(김애심, 장진이, 2018), 재취업구직자(조현경, 유금란 , 2017)에게 모두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개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진로탄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또한 진로탄력성은 다른 변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변인으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진로장벽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가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설명된다(신현정, 2019; 이사라, 2018; 홍초
롱,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설
명력도 높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논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변인이다.
셋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스트
레스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박
정아, 정철영, 2012; 양승애, 2017; 윤정안, 서지윤, 2013). 신혜진(2016), 최현주, 신혜진(2017)의 연
구에서도 진로탄력성은 모든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영역(진로모호성, 진로정보부족, 외부갈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의 15.3%를 설명하였다. 하위요
인별로 보면, 진로모호성 12.3%, 진로정보 부족 17.2%, 외적 갈등 8.2%의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
행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
다.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고(백유성, 장영
희, 김유정, 2017)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홍정아, 홍보경, 2019). 반면, 진로탄력
성과 진로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박정아, 정철영, 2012; 양승애, 2017). 이러한 결과는 진로탄력성과 진로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에 관심을 두게 하고 후속연구를 필요하게 한다.
진로탄력성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변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진로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는 아니다. 진로탄력성 연구가 필요한 것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분야의 연구결과
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진로탄력성을 포함한 변인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진로탄력성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진로역량이
기 때문에 추후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에서는 진로탄력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진로탄력성에 대한 관심은 진로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박분희
(2019)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바 있
다. 2018년에는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인 ‘진로탄탄’이 학업부적응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위하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오성배 외, 2018; 조아미 외, 2018).
국외에서도 도서관 사서, 성학대 생존자 등의 진로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Maree & Benter; Soulen & Wine, 2018). 하지만 진로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추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온라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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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집하여 일부 대학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
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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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on career barrier, career preparation
＊

behavior, and career stress among the college students

＊＊Cho A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on career barri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tress among the college students. Through this investigation, it was attempted to a help to improve the
attention of scholars, researchers, and field professionals regarding late adolescent’s career resili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1 college students. Among them, male students were 112(50.7%), female students 109(49.3%). In terms of
the grade, there were 62(28.1%) freshmen, 39(17.6%) sophomors, 57(25.8%) juniors, 56(25.3%) seniors, 1(0.5%), and
7(3.2%) the others. According to the major, there were 78(35.3%) arts and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s, 47(21.3%)
social science major students, 26(11.8%) engineering major students, and 24(10.9%) humanities major students. The results
and implication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resil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barrier
in total and sub areas, and also highly explained the varience of career barrier. Second, career resilience is not only
influenced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ut also showed relatively high explanation of the varia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mpared to career barrier and career stress. Third, career resil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stress in total and sub areas, and its explanation power on career stress was high.
Key words : career resilience, career barri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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