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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사회에 첫 발돋움을 하는 시기이자 인

생에서중요한결정들을내리는시기이다. 즉, 진로 결정

문제는성년기를성공적으로보내기위한중요한과업이

라 볼 수 있다[1].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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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규명하고,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는 A대학교 4학년 여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
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여대생의 진로스트
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로적응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을 줄이기 위해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대학차원의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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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stress,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indecis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84 female students in A university. They 
responded surveys regarding career stress,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indecisio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stress predicted career indecision. Second, career adaptabil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This result examined that career stress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predicts career indecision. In addition, career adaptability could help to increase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by mediation effect. These findings of this research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career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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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고민은진로결정및진로문제라고보고되었으

며, 많은 대학생이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진로에 대한 확

신을가지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2, 3]. 특히, 우리나

라의경우입시위주의교육제도특성상진로에관한결

정과고민을유예한채로대학에진학하고, 학점및스펙

에만 매달린 채 진로미결정 상태로 졸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진로미결정은정체감위기를유발할수있

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다양한 부적응 문

제를 초래할 수 있다[1].

특히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독특한 진로특성을 보이

며 다양한 진로 장벽(다중역할에 따른 역할갈등, 차별적

인조직문화등)을 경험하게되는데 이를통해서진로를

포기하거나경력단절을선택하는경우가많고결국여성

의낮은경제활동참여로이어지고있다. 여성의고학력

화와사회적인역할이높아지고있지만노동시장의구조

적인문제와한국의독특한사회화과정으로여대생들의

진로결정 어려움은 심각하다[4].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 환경이 열악하고, 이로 인해 여성

의진로특성을고려한특화된진로설계프로그램이필요

하다고 사료된다[5]. 외국의 경우 외적요인이 여성의 진

로결정에영향을주었으나, 한국여대생들은개인요인이

진로결정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또한, 여학생은남학생에비해대학단계에서부터생

애사적사건들로진로설계를수정하는상황에보다빈번

히놓이게될가능성이높다[7] 이에여대생들의진로교

육의바람직한방향성을찾고진로고민해소를돕기위

해서진로미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진로와관련된이론중에서사회인지진로이론은개인

요인과환경요인이어떠한경로를통해서영향을미치는

지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

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을 진

로미결정을예측하는주요요인으로선정하였다[3, 8, 9, 10].

먼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 교육 및 진로미결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방해하고 정신

건강에도심각한영향을미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

다[1, 11, 12]. 특히, 여대생의경우여성이라는사회적편

견으로 인해 남자 대학생보다 더 많은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다양한 진로장벽에 부딪쳐 진로미결정에 이르

게 되는 경우가 많다[13].

또 다른 예측요인으로 선정한 진로적응성은 기존의

진로성숙이포함하지못한진로전환과재선택의개념을

포함한포괄적인개념이며[14], 진로 선택에관해긍정적

이고적극적으로대처하는역량및태도로정의된다[15].

진로적응성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직업 환경

에 걸맞게 적응하고, 적절하게 변화해야 하므로 진로 결

정을예측하는중요한요인이다[3, 10]. 선행연구에따르

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적응성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진로적응성은 진로에 관한 종합적

인 대처능력으로 불리기에 주요 진로 변인들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 것이 미래의 진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

로 사료된다[10].

한편,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

구들은 대부분 진로적응성이 아닌 진로성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진로미결정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에

대한고려도미흡한실정이다[3]. 특히, 진로스트레스, 진

로적응성, 진로미결정 이렇게 세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또한 진로결정의 경우 남성과 여성

이다른경로를거치므로, 성별차이를고려할필요가있

다[1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진로스트레스와 진

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대생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한노력이자진로교육프로그램설계시기초자료로활

용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한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진로적응성은매개역할을하는

가?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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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은 반두라[18]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 발달 과정에 적용

한것으로진로와관련된선택, 수행결과간의관계를인

지적인관점에서설명한이론이다[19, 20]. 사회인지이론

은개인의행동은개인과환경간의상호작용의결과이자

개인요인, 사회적환경, 행동간의삼원적상호작용을통

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학습으로 보았다. 이후에 Lent와

그의 동료들[19]은 사회인지이론에 진로선택 및 개발 과

정의 개념을 통합하여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 후기와 성

인초기에는 사회인지적 요인들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특히, 진로개발과정에 있어서

인지적변인과사회적지지와같은맥락변인의중요성을

강조하였다[21].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심

리적 요소와 환경적 맥락이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

고어떠한경로를통해서영향을미치는지설명한다. 즉,

개인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목표 수립과 진로 계획 수립이 용이하게 되며

진로 선택 과정이 촉진 된다고 밝혔다[18]. 본 연구에서

는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진로미결정을 설명하는 예

측변인으로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진로스트레스를, 환경

맥락특성 요인으로는 진로적응성을 선정하였다.

2.2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진로스트레스는진로탐색및결정, 취업준비과정에

서 받는 스트레스나[22], 진로와 관련된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개인의안녕이위협받는것으로정의된다[23]. 본

연구에서는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되어 신체적, 심리적으

로느끼는긴장감과불안등을진로스트레스로정의하였

다[11]. 그러나진로스트레스가항상부정적인역할을하

는 것은 아니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부담을통해서진로결정및진로관련문제에확신

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24,25].

진로미결정은진로결정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때문

에 진로 결정을 못하거나 지체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직업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우유부단함, 가치관의 혼

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진로미결정은 학교 및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26].

이러한이유에는스스로에대한이해부족, 진로 및직업

에대한정보부족, 선택의두려움과어려움등도포함된

다. 진로선택에대해단순히진로결정과진로미결정으로

나누는것에는무리가있으며진로미결정은진로결정시

개인이 겪는 문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27].

선행연구에따르면, 다양한변인들과진로미결정의관계

규명을위한연구가이루어졌고, 관련변인중가장많은

변인은 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 학년), 부모변인, 의사결

정 유형, 효능감 변인, 정체감 변인 등이다[28].

대학생은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인에서의

진로를계획하고직업과직장을결정하는시기에놓여있

기에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은 대학생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문제이다[28]. 서울소재대학교 4학년 395명을대

상으로실시한설문결과에따르면, 61.5%가진로미결정

상태라고 응답했고, 진로미결정의 이유로 47.7%가 적성

과흥미를모르기때문이라고답하였다[26]. 이처럼진로

미결정은상당수의대학생이겪고있는심각한문제이기

에, 진로결정을 돕기 위한 대학 차원의 지속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8].

진로스트레스와진로미결정에관한선행연구들을살

펴보면, 대학생의스트레스가진로미결정과유의한정적

상관을갖고있으며, 진로관련스트레스가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12, 29, 30, 31, 32]. 박선희,

박현주[1]와 이현림 외[31]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 결정

에부정적인영향을주며진로스트레스가높은학생일수

록진로결정을못할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 이에, 학업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튜터링 제도 실시나 성격이나

환경스트레스를줄이기위한면담제도나대학의심리상

담 시스템의 점검 등을 제안하였다[32]. 배영자[12]의 연

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 미결

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차리[28]의 연구에서도대학생의진로스트레스는진로미

결정의주요요인중하나였으며과도한진로스트레스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손상을주고부정적인정

서를 유발하여 진로의 결정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의진로스트레스는진로발달에도부정적인영

향을미친다[31]. 이러한영향력은성별에따라서도차이

가 있게 나타나는데, 이상희[3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남

학생은약 40%의예측력을, 여학생은약47%의예측력을

나타내면서 진로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희, 박현주[1]의 연구에서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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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스트레스를 나타냈고 이러

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3 진로적응성과 관련 선행연구
최근 진로 결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적응성

(career adaptability)이 주목받고 있다. 진로적응성은 진

로발달이론에서강조되어온진로성숙도의개념에서시

작되었다[34]. 진로성숙도는성공적인진로준비및발달

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각 발

달 단계에서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31].

그러나진로선택후에도진로에대한고민이계속될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진로 발달 이론을 수정하였고

[32], 수정된이론에서는진로성숙도가진로전환과진로

재순환의개념을포함하지못한다고판단하여 ‘진로적응

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33]. 즉, 진로

적응성은기존의진로성숙도가포함하지못한진로전환

과 재선택의 개념을 포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

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적절하게 변화하는 태도 및 역량

을 의미한다[32].

본 연구에서진로적응성을매개변인으로상정한이유

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관점에서 진로스트레스는 개인

의 내적 변인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역량인 진로적응성

은 맥락변인으로 내적변인의 긍정적 촉진 변인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대한예측력과더불어진로적응성의매개변인여부검증

을 통한 촉진이나 보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성은심리적자원이므로심리적기질에의해영

향을 받고 이는 적응적인 행동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

이있고[38], 선행연구에서진로적응성과성공적인진로

발달의 관계가 나타났다[39].

선행연구에따르면, 진로스트레스는진로적응성에유

의한부적영향을미쳤다[40, 41] 구체적으로는, 대학생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이는진로스트레스가진로선택에영향을미친

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로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진로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42].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적응성이진로미결정에유의한영향을미

친다고밝혔다[3, 10, 42, 43]. 김수영, 배성아[3]의 연구에

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을 유의하게 예측

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예측력을 나타냈다. 조

현재[10]의 연구에서도대학생의진로적응성이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37]의 국가고

시 준비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이 진로

결정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쳤고, 진로적응성이

높은 국가고시 준비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편안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진로적응성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적응성은 빠르게

변화하는직업세계와불확실한결과에도전할때필요한

요소이자진로적응성을높여상황에유연하게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42].

아직까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

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

미하는불확실성에대한인내력부족과진로적응성, 진로

결정 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있었다

[44]. 연구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진로결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

응성은부분매개효과를지님을확인하였다. 이처럼불확

실성에대한인내력부족이라는개인의심리적인경향성

을 단기간에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매개변인인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세운다면 진로결정수

준향상에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고밝

혔다[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을 진로스트

레스와진로미결정사이의관계를매개하는변인으로상

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시에위치한 A대학교 4학년여학생 184명을대상

으로연구를실시하였다. 모두취업준비중이거나진로선

택을 앞둔 학생들이었으며, 2016년 5월 한달동안진로미

결정,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에관한설문을실시하였

다. 최종적으로불성실한응답 10부를제외한 174부를분

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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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도구
3.2.1 진로스트레스 측정도구
박희락[23]의 대학생용 진로스트레스 검사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진로 모호성 스트레스(예: 나는 미래에

내가원하는직업을알지못해서걱정스럽다), 취업압박

스트레스(예: 직업을위해너무많은것을준비해야하는

것이 힘들다), 진로 정보 부족 스트레스(예: 나의 진로를

위해 도움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 외적 갈등 스트레스

(예: 주위사람들이나의진로계획이부적절하다고평가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내적 갈등 스트레스(예: 나의

적성이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의 5요인총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구성되

었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진로

모호성이 .92, 취업압박이 .87, 진로정보부족 .89, 외적갈

등 .79, 내적갈등 .70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91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이다.

3.2.2 진로미결정 측정도구 
탁진국,이기학[45]의 연구의 총 22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보이는 요인

을탐색하기위한척도로개발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진로미결정은 5개요인(직업정보부족 6

문항(.85), 예: 내가바라는직업의장래성에대한정보가

부족하다, 자기명확성부족 4문항(.89), 예: 내 적성이무

엇인지 모르겠다, 우유부단한 성격 4문항(.78), 예: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필요성 부족 4문항(.74),

예: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

았다 , 외적 장애 요인 4문항(.66), 예: 내가 바라는 직업

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의 총 22문

항으로이루어졌다. 점수가높을수록진로미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구분없

이 진로미결정 단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3.2.3 진로적응성 측정도구
Rottinghaus등 (2005)이 개발하고 최옥현,김봉환[34]

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s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3개 하위척도 중 진로적응성 요인의 6문항을 사

용하였다. 진로적응성 문항은 개인이 미래 변화에 적절

히대처하고긍정적인방향으로활용하는스스로의능력

(예:나는 새로운 직업환경에 잘 적응할 것이다), 새로운

직무책임에대한편안함정도(예:나는직업과관련된새

로운과제들을시도하는것을좋아한다), 진로계획변화

에 따른 회복 능력(예: 사람들은 내가 진로 계획에 변화

가 생기더라도 잘 적응할 것이라고 말 할 것이다) 등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적응 능력과 태

도가높음을나타낸다. 원도구의내적신뢰도는 .78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2.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연구에서는 SPSS를 활용하여주요변인간의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

로미결정간의관계를확인하기위해상관분석및회귀분

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 검증을 위해 Sobel[46]의 Z공식을 적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학습자의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에대

한기술통계및상관분석결과, 직업압박스트레스와진

로적응성(ɼ =-.11, p > .05), 외적 갈등 스트레스와 진로
적응성(ɼ =.06, p > .05) 사이를제외하고모두유의한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제외한 세

변인의평균의경우, 진로적응성이 3.42로 가장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스트레스(3.24), 진로미결정(2.69) 순으

로나타났다. 회귀분석전다중공선성여부를확인한결

과, 공차한계값이 0.1보다크고분산팽창요인값은 10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4.2 진로스트레스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예측력 
검증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다음의 <Table 1>과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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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SE Ɓ t p
R2

(adj,R2)

Career stress .039 .785 16.630** .000
.617
(.614)

** p<.01

<Table 1> Predictability of career stress on career 
indecision

(n=174)

회귀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Ɓ =.785 , p < .05).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61.7%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2>는진로스트레스의 각하위요

인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Independent
variable

SE Ɓ t p tolerance

Career ambiguity .184 .568 8.162** .000 .296
Job pressure
stress

.166 .089 1.679 .095 .510

career
information
shortage stress

.206 .083 1.337 .183 .371

external conflict
stress

.160 .089 1.857 .065 .623

internal conflict
stress

.193 .173 3.394** .001 .552

** p<.01

<Table 2> Predictability of career stress on career 
indecision(sub-factor)

(n=174)

진로스트레스의하위변인 중진로모호성(Ɓ=.568, p <

.01)과 내적갈등스트레스(Ɓ=.173, p< .01)가 진로미결정

을유의하게예측하였다. 이는진로스트레스는진로미결

정을유의하게예측하고하위변인중진로모호성과내적

갈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의 가능성이 낮음

을 의미한다.

4.3 진로스트레스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예측력 
검증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다음의 <Table 3>과같

다.

Independent
variable

SE Ɓ t p
R2

(adj,R2)

Career
adaptability

.018 -.210 -2.822*
.044
(.039)

7.966

* p<.05

<Table 3> Predictability of career stress on career 
adaptability

(n=174)

회귀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을 유의하

게예측하는것으로나타났다 (Ɓ =-.210 , p < .05).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낮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7.96%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4>는진로스트레스의각하위요

인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Independent
variable

SE Ɓ t p tolerance

Career ambiguity .089 -.665 -5.555** .000 .301
Job pressure
stress

.084 .115 1.300 .195 .549

career
information
shortage stress

.097 .100 1.038 .301 .466

external conflict
stress

.072 .310 3.946** .000 .700

internal conflict
stress

.100 -.063 -.733 .465 .581

** p<.01

<Table 4> Predictability of career stress on career 
adaptability

(n=174)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진로모호성(Ɓ=.568, p<

.01)과 외적갈등스트레스(Ɓ=..173, p<.01)가 진로적응성

을유의하게예측하였다. 이는 진로스트레스는진로적응

성을유의하게예측하고하위변인중진로모호성이낮을

수록, 외적갈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의 가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4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의 
다중회귀분석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 Baron과 Kenny[41]의

매개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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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 따르면,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1단계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Ɓ = -.210 , p < .05). 2단계로진로스트레스가진

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Ɓ =.785, p < .05). 3단계로 진로적응성이 진

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Ɓ =-.147, p < .05). 3단계의진로스트레스의효

과크기는 2단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2단계 Ɓ

=.785 > 3단계 Ɓ =.754 ). 이러한단계적검증을거쳐 진

로적응성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

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진로

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을 직접적으로도 예측하며 진로

적응성의 매개에 의해서도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것을

알수있다. 진로스트레스와진로적응성의진로미결정에

대한 설명력은 64.7%로 나타났다.

step Variables SE Ɓ t
R2

(adj,R2)
F

1
step

career
stress→
career
adaptability

.018 -.210 -2.822**
.044
(.039)

7.966

2
step

career
stress→
career
indecision

.039 .785 16.630**
.617
(.614)

276.566

3
step

career
stress→
career
indecis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ndecision

.039 .754 16.009**

.647
(.643)

150.096
.160 -.147 -3.111**

** p<.01

<Table 5>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n=174)

매개효과의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기위해 sobel test

를실시한결과, 진로스트레스와진로미결정의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3.0588, p < .01). 다음은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분석결

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5. 결론 및 논의
본연구의목적은여대생의진로스트레스가진로미결

정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의관계에서진로적응성의매개효과를살펴보는 것이다.

이를위해 A대학교 4학년에재학중인여학생 184명의데

이터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응답 10부를 제외한 174명

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

을 수행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

석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스트

레스는진로적응성과부적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

며, 진로미결정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스트레스가낮고, 진로적응성이높은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을잘할수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이 부적 관

계를보고한연구[40, 41]과일치하는것이며, 진로스트레

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존 보고들[1, 12,

29, 30]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를잘조절할수있는학생들과자신이원하는진로환경

에적응할준비가된학생들이진로결정을잘할수있으

며이는성공적인사회초년기를맞이할가능성이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진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

할때진로적응성과진로스트레스를중요하게다룰필요

가 있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스

트레스의예측력을검증한결과, 진로스트레스는진로미

결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

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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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진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안정적으로진로를결정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한다

고보고한연구들[12, 32]과일치하는결과이다. 진로스트

레스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진로모호성(Ɓ=.568, p< .01),

내적갈등스트레스(Ɓ=..173, p<.01)가 진로미결정에 유의

하게예측했다. 유지선[32]의 연구에따르면, 진로스트레

스의 하위요인 중 성격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잘하지못한다고한결과와맥을같이한다. 외부환경적

인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성격 등과 갖은 내적갈등 스트

레스가높을수록진로미결정이높아진다는것이다. 따라

서진로스트레스가높아진로결정을잘하지못하는경우

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진단하여 진로모호성과 내적갈

등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로써 진

로스트레스가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

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진로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스

트레스를낮추기위한방법중하나로진로와관련된내

적동기를줄수있는목표설정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

는주체적으로행동할수있는주체성과적절한실천방

법이제시되어야한다고밝혔다[47]. 특히, 여학생의경우

남학생에비해목표나진로준비행동등의영향을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3]. 즉,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를 낮추

기 위해 내적동기를 잘 유지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

여주체적으로노력할수있는주체성과자신감을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로스트레스를 잘 조절

하여,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탐색하고 계

획할 수 있는 노력과 지도가 요구된다[16]. 또한,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

[48]를 바탕으로이를높이기위한노력도요구되는바이

다. 이처럼,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통해서대학생의올바른진로선택및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스

트레스의예측력을검증한결과, 진로스트레스는진로적

응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

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낮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결과는진로스트레스가진로성숙도를예측한

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45]. 여대생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로스트레

스를많이받을수록진로발달과업에대한준비에취약해

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

인중 진로모호성(Ɓ=.568, p< .01)과 외적갈등스트레스

(Ɓ=.173, p<.01)가 진로적응성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따

라서,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

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스스로의 적성을 발견하기 위

해적성검사나직업체험프로그램또는다양한대외활

동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진로모호성을 낮추어야한다. 한

편적절한수준의외적갈등스트레스는진로적응성을높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

응성의매개효과를검증한결과, 진로적응성은진로스트

레스와진로미결정의관계에서부분매개역할을함을알

수 있다.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을 높이고, 진

로에 몰입하거나 준비하는 특성이 진로미결정과 연결되

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9, 39,

45]. 이로써 진로적응성이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과관련이높은변인으로여대생의진로발달과진로결

정에있어서중요한변인임을확인할수있다. 즉, 진로스

트레스도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적응성을

매개할때진로미결정에영향을미치는효과가증가함을

보여주는것이다. 진로스트레스와진로결정의관계에있

어서진로적응성이높은사람이미래에대한준비및계

획을잘하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결과를바

탕으로,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전략 및

상담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40, 54]. 예를

들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멘토 경험이 대학생의 진

로적응성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가 있다[55]. 자신의 진로

에대해미리대안을검토하고계획해본사람일수록예

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진로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행동을지속할수있다. 또한, 진로적응성은대학

생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스트레스 감소

및정서적발달에도움을줄수 있으며[52], 복잡한상황

에보다유연하게적응할수있기에이를높일수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53].

본 연구결과를바탕으로여대생의진로미결정을낮추

기위해서는진로스트레스를낮추고, 진로적응성을높이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로스트레스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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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위해성격적인요인즉내적인것과관련하여자아

존중감 높이기, 우울, 무망감 등을 낮추는 노력과[54] 진

로에 대해 명확히 하여 진로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필요하다. 진로적응성의경우적절한외부갈등스트레

스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아

존중감, 언어적격려, 자기주도학습요인등도진로와관

련된의사결정에도움을주며독립적으로진로를선택하

고 멘토링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55].

본 연구는진로스트레스와진로미결정간의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이매개효과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진로적응성은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된 진로성

숙의개념이아닌, 최근에새롭게제시된좀더포괄적인

개념인진로적응성을연구하였고, 진로결정을앞둔대학

교 4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성별차이

를 고려한 연구를 지지할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진로의사결정 등의 주요 변

인간의연구를통해서보다효과적인진로교육및지원

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특정지역의대학교 4학년여대생만을임의

로 선정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지역, 학년, 학교,

성별)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례를 확보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개인의 지각이 객관적 실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

구에서는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 실험 연구 등 다

양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셀프리더

십, 자아탄력성, 진로준비행동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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