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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T 진로 집단상담이 경력단  30  기혼여 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숙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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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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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근에 경력단  여  진로  사회참여에 한 가 많  주목  고 고, 주 한 사회  로 

고 다. 본 연 는 경력단  30  혼여 에게 REBT 론  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하여, 그들  효능감과 진로태도 숙에 미치는  효과를 검 하고  하 다. 연 상  J시 재 등학  

녀를  30  경력단  혼여  45 었다. 본 연 에 지원한 45  상담집단(REBT 집단), 통 집단1(  

 집단)과 통 집단2(직업상담사 집단) 3집단에 각 15 씩 하고 사 -사후 비 를 실시했다. 측 도

는 효능감 척도  진로태도 숙도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 결과 REBT 진로 집단상담집단  통 집단에 비

해 효능감, 사회효능감, 효능감( 체) 등  사후에 진 었다. 또한 REBT 진로 집단상담집단  통 집단에 

비해 진로태도 숙도  현실 , 비 , 결 , 진로 숙도( 체)가 가하는 경향  보여주었다. 본 연 를 통해 

REBT 진로 집단상담  경력단  30  혼여  진로  경력에 한 비합리  신념  보다 합리 고 현실  

신념 로 변화시킴 로  효능감과 진로태도 숙도가 로 변화 었다고 할 수 다. 본 연   

한계 , 향후 연 향  논 었다.

주 어 : REBT, 경력단 , 혼여 , 효능감, 진로태도 숙, 진로집단상담

Abstract Recently problems and issu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were emerging as major social agenda in 
modern general and female society. This study modified and restructured REBT career group counseling and 
intended to testify the effects of REB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areer discontinued married women in thirties. The subjects were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in thirties living in J city, who ha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their children and applied to our study with 
3 groups. 45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REBT Group), control group1(education 
group for vocational counselor) and control group2(general parental education group) by the number of 15. To 
assess effects of 3 groups, pre-test and post-test were carried out.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of 
REBT group showed more self-efficacy, social efficacy and total self-efficacy scores than them of 2 control 
groups. And they had tendency to have more sense of reality, preparedness and total career attitude maturity 
scores. It seems that REBT career counseling program changed their irrational beliefs into rational beliefs about 
course and career, increasing their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meaning, limitation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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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에 들어와 국내에서도 선진 외국과 같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력단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에 한 사회 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유력한 안

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1].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 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여성

인구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정도를 나타내는 표

인 지표이다. 한 ‘경력단 여성’이라는 용어는 국내

에서는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의 으로나 타의 으로 배제되는 특정한 연령 와 특

성을 지닌 집단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재 국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57.0%로서 OECD

평균62.8%, 일본 66.0%, 미국 67.1% 등에 비해 낮은 수

이다. 30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2].

원래 Ellis의 인지행동 치료기법(Rational Emotive

Belief Theray; REBT)이란, 어떤 사실(A: activating

even-선행사건)에 하여 경험하게 되는 정서와 행동(C:

consequence-결과)은 사실 자체에 의해서보다는, 그 사

실에 해 어떠한 생각(B: belief - 사고 는 신념)을 갖

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제에서 출발한다. 따

라서 REBT에서는 내담자의 정서 혼란과 계되는 비

합리 인 신념체계를 논박하여 이를 최소화하거나 합리

인 신념체계로 바꾸도록 하여 보다 실 이고 효과

이며 융통성 있는 인생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두고 있다[3]. 인지행동 치료를 용한 상담 로그램

의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4,5]. 특

히 김희수(2001)는 학생을 REBT를 용한 진로 집단

상담 자기효능감, 인 계능력, 진로태도성숙, 합리

의사결정 능력을 상승 시키는데 효과 임을 시사했다[6].

한 백은정(2014)은는 비합리 신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이 낮다고 보고했고[7],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한 정

상 이 있다고 보고했다[8]. 이러한 REBT 진로 집단

상담 련 선행연구들을 개 할 때, REBT 진로 집단상

담이 진로와 경력에 한 비합리 신념을 수정하고, 이

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측하고 가정할 수 있다.

30 기혼여성이 비교 고 교육도 잘 받아 경제시

장에서 상당히 매력 인 상이면서도 반 인 경제활

동 참여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결혼과 출산, 육아, 자녀교

육, 정보부족, 가사 등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한 역기능 사고

나 비합리 신념을 많이 갖게 되고, 그 결과 취업에 있

어서의 실감이 하되고, 경제와 취업활동에 있어 기

가 되는 자기효능감이나 진로태도 성숙도가 하되어

경제활동이 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밟고 있는 것 같

다[9]. 본 연구에서는 재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 악순

환의 고리에 처해있는 30 기혼여성의 자기호능감과 진

로태도성숙도를 증진시키는 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실

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경력단 30 기혼여성을

한 보다 실제 이고 효과 인 로그램을 탐색 확인

해 보고, 향후 국내의 경력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을 한 다양한 정책이나 활동개발을 한 기 자료

를 제시하고자 했다.

2. 론  경   

2.1 효능감과 30  여  진로  경력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자신이 특정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이며, 최종 결과(final outcome) 보

다는 과정(process)에 있어 효과(effect)를 볼 수 있다는

기 나 신념을 의미한다. 여려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 수립 시행, 과제 수행 장애에

한 처에 있어 매우 인내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밝

졌다. 특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의 성공

결과를 기 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부정 사고를 차

단할 수 있어, 생활에서 부딪이는 다양한 고난이나 고통

에 한 내인성이 강하고 유연하게 처할 수 있다는 것

이다[10].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에 기여하는 요인

들로서 첫째, 자기효능감의 가장 향력 있는 근원은 성

공 경험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통달 경험(mastery

experience)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자기효능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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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다른 방법은 자신이 배우기 원했던 기술

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 타인을 찰하는 것은 리 인

경험(vicarious experience)을 이용하는 것이라 했다. 셋

째, 상 으로 효과가 지만, 자신이 특정한 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자신을 격려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한 설득과 격려(persuasion and encouragement)를

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실제 인 정서 흥분과 심리

반응에 한 정 해석은 어려운 개인 목표설정과

노력의 동원, 난 에 부딪 도 끈기 있게 매달리는 지속

성, 끈기에 좋은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0,11]. 국내의

경력단 30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사 등으로 많이 힘들고, 경력단 이라는 보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 , 제도

으로 이들을 한 직업교육과 취업기회의 확 도 매우

필요하지만, 개인 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처해나가는

자기효능감이 요한 심리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12].

2.2 진로태도 숙과 30  여  진로  경력

진로태도성숙(career maturity)에 해 가장 먼 심

리학자인 Dysinger(1950)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는 직

업 비과정을 환상, 탐색, 일반 비, 구체 비

정치의 4단계로 구분하면서 이 과정에서 진로태도의 성

숙이 매우 요하다고 주장했다[13]. 진로태도성숙이라

는 용어는 Super(1980)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는 진로성숙을 한 개인이 속한 연령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 발달과업(vocational task)을 한 비도라고 주

장했다. 그는 진로성숙을 진로발달 이론에 기 하여 탐

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진로발달의 연속선상 한

개인이 도달한 치라고 정의하 다. 그는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5차원을 생애발달단계와 과업에 한 계획

태도, 탐색에 한 태도, 교육정보 직업 정보, 의사 결

정 원리와 실제에 한 지식, 실성에서 개인이 어떤

치에 처해있느냐를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라고 나타내고

자 했다[14]. 이후에 Crites(1961)는 Super의 정의를 비

하고 진로발달을 정도와 비율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

용하여 진로성숙을 재정의 하 다. 정도로서의 진로성숙

은 한 개인의 직업 행동과 그 개인이 속해있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직업행동 간의 유사

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비율로서의 진로성숙은 개인의

직업행동을 자신과 동일한 연령 의 집단의 직업행동과

의 비교를 통해 비율 으로 표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으로 진로성숙이라고 하면 비율 인 진로성숙을 의미

하므로, 진로성숙이란 교육 , 직업 선택의 비가 동

일한 연령 의 사람에 비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5]. 노성환(2003)은 성숙한

진로태도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에 자신의 성

능력, 그리고 반 인 일의 가치에 한 이해를 증진

시켜서 진로에 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한 합

당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한 동일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의 수행 정도에서 개인의

상 인 수 이라고 정의하 다[16]. 결국 진로성숙에

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태도성숙의 개념은 개

인의 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한 비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상인 경력단 30 기혼여성들의 진

로태도성숙도 다양한 방해 요인으로 인해 상당히 하되

어 있어나 훼손되기 쉬우므로, 이에 한 평가와 한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REBT 진로 집단상담  재  

본 연구에 사용된 로그램은 김희수, 박경애(2002)

REBT를 개발한 학생을 한 진로 집단상담 로그램

을 30 기혼여성에게 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17]. 30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을 증진시

키기 해 진로교육, 개인 장단 , 비합리 이고 경직

된 신념, 논박 등으로 REBT의 주요 회기를 구성하 고,

30 여성들이 많이 쓰는 용어와 흥미있는 주제로 재구

성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그램의 구성

은 ＜Table 1＞과 같다.

3. 연

3.1 연 상

본 연구 상은 J시에 살고 있는 경력단 30 기혼

여성으로서, 자녀가 다니는 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본

연구에서 주 하는 학부모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기에

동의하 다. 본 연구는 REBT 집단상담, 통제집단1(일반

부모교육), 통제집단2(직업상담사반)이고 경력단 30

기혼여성 45명을 각 집단에 15명씩 배정하여 집단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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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Table 1> The contents of REBT Career Group 

Counseling 
session content

1

․ orientation

․ introduce and greeting: member

․ education: irrational belief and self-efficacy

2

․ finding and speaking about individual strength and

weakness

․ finding individual irrational belief

․ ABCDEF practice

3
․ discussing ABCDE Model

․ self-disclosure by chief complain

4
․ self-disclosure and dispute

․ dispute and present irrational belief

5

․ irrational belief and difficulty in deciding career

․ rational decision making

․ job search practice and present

6

․ expected job search and present

․ job searching by occupation ap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 holland test and vocational interest

7

․ life style

․ vocational personality type

․ considering present condition

․ pilot decision making of career choice

8

․ present final decision making of career choice

․ making activity schedule and present

․ REBT reviw and finish

3.2 측 도

3.1.1 효능감 척도  

자기 효능감의 개인 수 을 측정하기 해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와Rogers(1982)가

제작한 자기 효능감 척도(The Self-Efficacy Scale)를 홍

혜 (1995)이 번안하고 김희수(2001)가 사용한 자기효능

감 도구 검사를 사용하 다[6]. 이 도구는 일반 인 상황

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 인 자기 효능감’과

인 계 사회기술과 계 있는 ‘사회 자기 효능감’

등 2개 하 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며, 5 리커트

척도로 자기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김희수(2001)가 보고

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의 신

뢰도 계수는 .88이었다.

3.1.2 진로태도 숙 척도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제작

하고 김희수(200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6]. 이

문항들 30 기혼여성에게 부 하다고 평가되는 5

문항에 해 본 연구자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이 도구

는 진로태도의 실 가능성( 실성), 심사숙고하고 결정

하는 과정(결정성), 진로에 한 비와 조사( 비성)의

3가지 하 총 34문항으로 구성되며, 4 리커트 척도로

자기보고하게 되어있다. 김희수(2001)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

3.3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PC+14.0을 이용해 통

계 처리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기술하기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자기효능감과 진로

성숙도의 사 동질성 검증을 해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 집단 간 사 -사후 비교를 해

반복측정(Repeated Measure)를 사용했다.

4. 연 결과

4.1 사  동질  검    

REBT 집단, 통제집단1(부모교육), 통제집단2(직업상

담사)의 자기 효능감( 체)과 진로성숙도( 체)의 평균

에 한 사 비교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 집단의 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에 한 사 동질성이 <Table 2>와 같이 검증되었다.

<Table 2> Pre Comparison of REBT and 2 Controls  

Group

test

REBT

(n=15)

Control 1

(parental

education)

(n=15)

Control 2

(vocational

counseling)

(n=15)

F

self-efficacy

(total)
3.48(.41) 3.52(.42) 3.31(.46) 1.01

career attitude

maturity

(total)

2.01(.32) 2.05(.20) 2.14(.30) .81

4.2 효능감  사 -사후 비    

REBT집단, 통제집단1(부모교육), 통제집단2(직업상

담사)의 자기효능감의 사 -사후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F=4.36, p<.05), 사회효능감(F=2.74,

p<.10)과 체 효능감(F=4.90, p<.05)은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거나 유의한 경향을 보 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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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비교 결과 REBT 집단이 통제집단2(직업상담사)

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체)가 증가되었다.

<Table 3> Pre-Post Comparison of 3 Groups' 

Self-Efficacy

Group

test

REBT

(n=15)

Control 1

(parental

education)

(n=15)

Control 2

(vocational

counseling)

(n=15)

F

self-efficacy 3.96(.54) 3.77(.29) 3.48(.42) 4.36*

social-efficacy 3.54(.56) 3.57(.55) 3.49(.65) 2.74+

efficacy(total) 3.85(.50) 3.72(.32) 3.34(.47) 4.90*

+ p<.10 * p<.05

4.3 진로태도 숙도  사 -사후 비     

REBT집단, 통제집단1(부모교육), 통제집단2(직업상

담사)의 진로태도성숙도의 사 -사후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비성(F=4.13, p<.05), 결정성(F=4.32, p<.05)과

진로태도 성숙도( 체)(F=5.98, p<.05)는 측정시기와 집

단간 상호작용이 통계 으로 유의했다 <Table 4>.

REBT 집단이 통제집단1(부모교육)과 통제집단2(직업상

담사)에 비해 비성, 결정성, 체 진로태도 성숙도가 유

의하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후비교에서 이런 차

이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반 인 양상으로 볼 때,

REBT 집단이 통제집단1과 통제집단2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도의 하 요인인 비성, 결정성, 진로태도성숙(

체) 되었다고 할 수 있다<Table 4>.

<Table 4> Pre-Post Comparison of 3 Groups' 

Career Maturity

Group

test

REBT

(n=15)

Control 1

(parental

education)

(n=15)

Control 2

(vocational

counseling)

(n=15)

F

reality 2.06(.30) 1.97(.25) 1.98(.23) 2.02

preparedness 2.46(.49) 2.20(.31) 2.15(.40) 4.13 *

decision 2.15(.29) 1.95(.25) 2.03(.33) 4.32*

career maturity(total) 2.22(.22) 2.04(.19) 2.06(.27) 5.98**

* p<.05 ** p<.01

5. 결론  논  

본 연구는 경력단 인 30 여성에게 REBT 진로

집단상담을 구성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J시 소재 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력단 30 기혼여성 45명을 상담집단(REBT 집단),

통제집단1(일반부모 교육 집단)과 통제집단2(직업상담사

교육집단) 등의 3집단에 15명씩 무선배정하고 사 -사

후 비교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REBT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사후의 자기효능감, 사회효능감과 자기효능

감( 체)이 증가되었다. 둘째, REBT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의 실성, 비성, 결정성, 진로성숙도( 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연구결과 REBT 진로 집단

상담이 경력단 30 기혼여성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

켜 진로 직업에 하여 가지고 있던 비합리 신념을

변화하여 자기 효능감 진로 태도 성숙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 임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김희수(2001), 백은정(2014)과 이기학,

이학주(2000) 등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REBT를 용한 진로 집단상담이 청소년뿐 아니라

30 성인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정

향을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비합리 신념이

정 으로 변화될 때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 증

진될 수 있다는 것도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결국 진로

집단상담이 진로와 경력에 한 비합리 신념을 수정하

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모두

정 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과 학생은 물론 30 성인 여성에게도 상당히

용될 수 있다는 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7,8].

최근 우리나라 30-40 기혼여성이 노동력이나 사회

참여가 매우 기 되면서도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한 보완과 책이 매우 필요하다

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본 연구에서 상당히 지지되었다

[9]. 본 연구에 참가한 다수의 경력단 30 기혼여성들

이 모두 재취업과 경력 지속을 한 의지와 동기를 많이

보고했고, 특히 REBT 진로 집단상담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우 상당히 열의를 갖고 집단상담에 임했다.

본 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가 집단상담의 지도자로 참

여하 기 때문에, 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연구자의

향을 완 히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

한 효과를 히 통제하기 한 맹검법(blind test)의 사

용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REBT 진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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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단기간의 효과만을 가지고 검증했다. 향후의 연

구에서는 사 -사후 변화비교뿐 아니라, 추수검사

(follow-up study)를 통한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셋째, 향후에는 심리 문제가 있는 내담자의경

우 진로상담을 할 때에 진로상담과 동시에 심리상담고

병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 이고 실제 인 진로상담도

연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REBT 진로 집단상

담 로그램의 효과성를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기

와 년기 등의 다양한 발달단계에서의 효과와 변화에

해 연구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사례수가

어, 이 연구결과를 국내의 다른 경력단 30 기혼여성

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 기여는 매우 비 있고 반드시 발 시

켜야할 국가 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경력단 30-40

여성들의 구직과 사회참여를 한 다양한 심리사회 ,

제도 비와 개발이 지속 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

다[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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