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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진로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256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

동,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유연성을 제외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강화를 위하여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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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to strengthen career adaptability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data collected from 256 students 

in junior and senior at University in Seoul were verified by mediating effec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search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planned happenstance skill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Based on the results, it was proposed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o enhance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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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

황에서도 여전히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16

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

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나타났고 조기 퇴사의 가

장 큰 이유로는 ‘조직·직무 적응 실패’(49.1%)로 보고되

었다[1]. 이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무 적응을 위한 진로적응성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적응성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직업현장에 성공적

으로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으로 직무 수

행과 같은 예측 가능한 일과 직업현장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를 의미한다[2]. 이러한 진

로적응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의 취업 후 직무에 대한 적응

력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은 선택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인 적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진로

를 준비하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3]. 개인이 진로와 

관련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적 

차원의 행위를 의미하는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선택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진로선택과 이

후 선택사항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괄

하는 것이다[4].

이러한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21세기 급격한 정보기술

의 발달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이 계획된 우연기술이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개인이 진로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우연한 사건을 진로선택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5].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개인의 진로선

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

고 있다[6,7].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불확실성

은 직업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개인의 계획된 우연기술은 자연스럽게 진로적응성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

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

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는 어떠

한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 강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취업 후 직무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는 바이다. 

2. 본론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순응하

고 적응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 환경에 생존할 수 있는 태

도와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직업적응과 진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개념이다[8]. 진로적응성은 관심

(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과 자신감

(confidence)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관심은 자

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

미하며 진로적응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통제는 진로 

결정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책임감을 의미하고 

호기심은 자신과 직업 세계 간의 적합성을 탐색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감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전하면서 

갖게 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2]. 

진로적응성이 직업현장에서의 적응을 강조한다면, 진

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하여 수

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9]. 진로준비

행동은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과 목표달성행동으로 

구성된다. 정보수집행동은 적성, 흥미, 가치관 등 자기이

해에 대한 정보와 직업현황, 직업전망, 입직방법, 승진경

로, 근무환경과 같이 스스로 관심이 있는 직업세계에 대

한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이다. 도구준비행동은 입직을 위

하여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활동으로 자신이 선택한 직

업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나 교재를 구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실천적인 행동이다. 목표달성행

동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

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행동으로 면접 준비, 이력

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채용박람회 참가, 현장실습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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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업세계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경

험을 토대로 한 합리적 예측중심의 직업선택 접근방법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10]. 이에 대안으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직업선택 과정에서 개인의 

적성, 가치관, 욕구, 흥미에 초점을 두고 직업 또는 직무

매칭을 강조해 온 전통적 진로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다[11]. 계획된 우연기술은 그 의미가 상반된 계

획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인

들이 계획된 우연기술을 갖추게 된다면 진로선택이 항상 

계획되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다가오는 기회를 진로선택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5]. 

이러한 계획된 우연기술은 호기심(Curiosity), 인내심

(Persistence), 유연성(Flexibility), 낙관성(Optimism)

과 위험감수(Risk Taking)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5]. 

호기심은 새로운 학습기회들은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내심은 실패나 좌절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것

을 말한다. 유연성은 상황이나 태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

는 것을 의미하고,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를 가능성 있고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위험감수는 불

확실한 결과에 직면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5]. 

진로적응성을 강화하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차원

에서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입증한 연구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진

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2,13]. 또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4-17]. 특히 계획된 우연기술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11, 18], 낙관성, 호기심, 인내심 요인의 순서로 진로

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반

면 계획된 우연기술의 인내심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수의 질적연구를 통해서만 그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상관을 보고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나 코칭 및 상담분야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계획하지 않은 우연한 

정보수집이나 교육 등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과정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10,20]. 이는 계획하

지 않았던 우연한 진로준비행동이 계획된 우연기술의 발

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는 근거

가 되는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

연기술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진로적

응성 강화의 효과를 추론한 김종상[21]은 여행사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

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 진로준비행동과 계획

된 우연기술의 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하였

다. 특히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계획된 우연기술의 호기

심, 인내심 등이 발휘될 때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종상[21]의 연구는 본 연구 수행에 중요한 선행연구

로서 가치를 갖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본 연구와 몇 가

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차이이다.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와 연구대상자가 상이한 면이 있다. 둘째, 여

행사 업무에 맞게 수정된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

술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와 상이한 진로적응성 검사도구를 사용한 점이다. 이러

한 차이점들로 인해 대학생에게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 강

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로준

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

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5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진로적응성 측정도구(Career Adapt-ability Scale: 

CAAS)[22]는 Tak[23]이 번안하고 정지은과 정철영[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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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 김미정[1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적

응성 측정도구는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과 진로

자신감의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혀 그렇

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의 측정도구는 김봉환[4]이 개발하고 임

은미와 이명숙[25]이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준비

행동 측정도구는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과 목표달성

행동의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85로 확인되었다. 

계획된 우연기술 측정도구(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PHCI)[26]는 공동개발자인 장선희

[2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측정

도구는 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과 위험감수의 하

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

점) ~ 매우 그렇다(5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확인되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에 따라 연구를진

행하였다. 첫째,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도

구들의 신뢰도 값을 산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

편차와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Baron과 Kenny[28]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통한 매

개효과 분석절차를 진행하였다. 넷째, 매개효과 분석 후 

Sobel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25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3학년 학생 132명, 4학년 학생 124명이며 남

학생이 164명, 여학생이 92명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전공에 대해 살펴보면, 인문계

열이 35명, 경영·경제·법·사회계열이 76명, 자연과학계열

이 25명, 공대·IT계열이 120명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

인, 종속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

리하면 Table 1과 같다.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의 평

균은 3.422(SD .638),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의 평균은 

4.098(SD .495), 그리고 매개변수인 계획된 우연기술의 

평균은 3.722(SD .462)로 나타났다. 세 변수들 간의 상

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의 왜도는 

-.475~.138, 첨도는 -.329~1.118사이에 존재하여 절대

값이 2이하이므로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1 2 3 3-1 3-2 3-3 3-4 3-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

2. Career Adaptability .537*** 1

3. Planned Happenstance Skills .419*** .680*** 1

3-1. Curiosity .274*** .452** .683*** 1

3-2. Flexibility .216** .280* .569*** .499*** 1

3-3. Persistence .352** .537*** .703** .261** .167* 1

3-4. Optimism .380*** .645*** .768*** .346** .189** .590*** 1

3-5. Risk Taking .345** .444** .751*** .319** .221** .564*** .489*** 1

A(Average) 3.422 4.098 3.722 3.788 3.697 3.806 3.844 3.484

SD(Standard Deviation) .638 .495 .462 .605 .876 .582 .753 .695

Skewness -.165 -.475 .138 -.453 -.247 -.288 -.394 -.251

Kurtosis .236 1.118 .408 .437 -.329 .040 -.248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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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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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37, p<.001), 이에 대한 설명

력(R2)은 28.8%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분석결과, 정보수집행동(β=.432, p<.001)과 도구준비행

동(β=.161, p<.05)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β=.680, p<.001), 이에 대

한 설명력(R2)은 46.3%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변인 분석결과, 호기심(β=.200, p<.001), 인내심(β

=.211, p<.01)과 낙관성(β=.418, p<.001)이 진로적응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

하면 Table 3과 같다.

4.4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4.4.1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28]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진로준비

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

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계획된 

우연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계획된 우연기술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41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17.6%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

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β=.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28.8%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계획된 우연기술

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β=.537-.305),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

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

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력(R²)은 54.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7.452(p<.001)로 매개효

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

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함께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4.4.2 호기심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호

기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호기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274, p<.001) 회귀모형의 설명

력(R2)은 7.5%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

B SE β t R2 F

Curiosity .164 .044 .200 3.718***

.513 52.637***

Flexibility .058 .038 .079 1.529

Persistence .180 .051 .211 3.517**

Optimism .275 .038 .418 7.260***

Risk Taking .028 .040 .039 .694

Total .730 .049 .680 14.792*** .463 21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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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effects on Career Adaptability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B SE β t R2 F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315 .049 .432 6.411***

.328 41.017***Tool Preparation Behavior .106 .043 .161 2.476*

Goal Achievement Behavior .035 .044 .056 .816

Total .423 .042 .537 10.144*** .288 1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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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effects on Career Adaptability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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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고(β=.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28.8%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호

기심을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β=.537-.447)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매

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력은 38.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091(p<.001)로 매개효

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

과 호기심이 동시에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4.4.3 유연성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의 매개변수인 유

연성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β=.106, p>.05).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

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β=.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28.8%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유

연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β=.537-.513)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연성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개모형의 설명력(R²)은 33.9%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1.511(p>.05)로 매개효과

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독립변수인 진로준비

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을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uriosity .264 .058 .274 4.545*** .075 20.661***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uriosity ⟶  Career Adaptability
.352 .040 .447 8.737***

.389 80.410
.270 .042 .329 6.443***

Sobel test Z = 4.09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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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ediating Effect of Curiosity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  ⟶  Planned Happenstance Skills .308 .042 .419 7.365*** .176 54.244***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lanned Happenstance Skill  
⟶ Career Adaptability

.241 .037 .305 6.497***

.540 148.248***

.593 .050 .552 11.750***

Sobel test Z = 7.452(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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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lexibility .114 .067 .106 1.702 .011 2.898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lexibility ⟶ Career Adaptability 
.404 .041 .513 9.871***

.339 64.817***

.166 .038 .228 4.388***

Sobel test Z = 1.51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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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ediating Effect of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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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연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4.4.4 인내심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인

내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인내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β=.352, p<.001) 회귀모형의 설

명력(R2)은 12.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

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28.8%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인

내심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

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β

=.537-.398)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

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

력(R²)은 42.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5.332(p<.001)로 매개효

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과 인내심이 함께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4.4.5 낙관성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낙

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낙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80, p<.001) 회귀모형의 설명

력(R2)은 14.4%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

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β=.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28.8%로 나

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낙

관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

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β

=.537-.341)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

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명

력(R²)은 51.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784(p<.001)로 매개효

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과 낙관성이 동시에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4.4.6 위험감수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위

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Persistence .326 .054 .352 5.987*** .124 35.865***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sistence  ⟶ Career Adaptability
.313 .040 .398 7.811***

.427 94.113***

.338 .043 .397 7.811***

Sobel test Z = 5.33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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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Mediating Effect of Persistence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Optimism .455 .070 .380 6.543*** .144 42.811***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ptimism ⟶ Career Adaptability
.269 .037 .341 7.213***

.516 134.885***

.339 .031 .516 10.911***

Sobel test Z = 3.78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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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96

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위험감수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4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11.9%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

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β=.5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28.8%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수인 위

험감수를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

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β

=.537-.436)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설

명력(R²)은 36.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656(p<.001)로 매개효

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과 위험감수가 동시에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효

과의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3, 4학년 학생 256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

로적응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세 변수들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진

로적응성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

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며[3,12,13],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간에 정

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

다[13-17]. 반면 계획된 우연기술의 모든 하위요인의 진

로적응성에 대한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

과는 일부 일치하는 것이다[11,18].

또 진로준비행동은 계획된 우연기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인 영향관계

를 유추한 질적연구결과[10,20]와 양적연구결과[21]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에 연

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매개변수

인 계획된 우연기술이 영향력을 독점하지 않고 독립변수

인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진로준

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함께 작용할 때 진로적응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에

서도 유연성을 제외한 호기심, 인내심, 낙관성과 위험감

수 요인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이 진

로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나 태

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유연성은 진로적응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진로목표를 선택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는 진로적응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행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우

Step B SE β t R2 F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Risk Taking .381 .065 .345 5.854*** .119 34.268***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Adaptability .423 .043 .537 10.144*** .288 102.899***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isk Taking  ⟶ Career Adaptability 
.344 .042 .436 8.160***

.364 72.455***

.209 .038 .296 5.494***

Sobel test Z = 4.65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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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Mediating Effect of Risk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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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술과 그 하위요인인 호기심과 인내심 등의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한 김종상[21]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종상[21]의 

연구는 본 연구와 몇 가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

다. 아울러 그러한 차이점들은 본 연구결과가 김종상[21]

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늘날 대학생들은 취업 후 조기퇴사의 경험으

로 인해 진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 직업세계의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 

계획된 우연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다소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

상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이 요구

된다. 

셋째, 대학당국과 교수자들은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을 지원하고 계

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 및 취업관련 교

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인턴십, 직장체험과 현장견학 등의 현장연계 

활동과 직업인 초청 강연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

다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진로목표 달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

술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불확

실하고 우연한 기회를 자신의 진로선택과 준비를 위한 

유익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업 후 직업현

장에서 적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취업 후 직무 적응을 도

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와 더불어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재

들에게 요구되는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

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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