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이하 코로나19)은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영역

에서 변화와 혼란을 야기했다. 대학생의 시기는 자신의 

성장과 역량을 축적하고,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여 사회

로 진출하게 되는 단계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 사회진출에도 영향을 미

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2015년 64.9%에서 2019년 63.4%로 감소 추세에 있

다[1]. 통계청(2021.2)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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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

째,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탄력성, 취업준비행동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제언과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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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대학이상 고용은 74.5%에서 2021년 2월 

73.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코로나19에 따

른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영

향으로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

상이 된다.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문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일본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실직자

증가, 취업경쟁률급증, GDP 20%이상 폭락 등으로 경

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3]. 영국은 Brexit이후 경

제난과 결혼문제로 인한 청년취업문제가 지속하였고

[3], 미국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로 대학생의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4]. 팬데믹 현상에 따른 

직업정보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진로 불안정 

등의 진로장벽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4]. 취

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 활동과 진로준비 행동의 중간

활동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5]으로 취업 정보 검색부터 

취업을 위한 취업문제 해결 과정으로 세부적이고 구체

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6]. 취업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는 산업구조와 맞물려 대학생의 취업 

관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2017년부터 

활성화되었으며[7]. 영향요인으로 진로장벽[8], 진로적

응성[9], 진로탄력성[10]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

다.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및 취업계획에 있어 목표

를 실현하는데 내⸳외적 방해요인들을 의미한다[8]. 진로

장벽은 취업준비행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12]과 긍정

적인 영향[13]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진로

장벽과 취업준비행동 사이에 직선적인 관계보다도 두 관

계 사이에서 매개하는 다른 변수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14].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를 시사한

다. 진로장벽을 극복하면서 대학생 개인의 진로와 취업

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보다 구체

화하기 위해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와 조

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적응성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변화나 장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15]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않은 사회 환경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역량이나 태

도이다. 문제행동과 스트레스 감소[16], 진로성공[17]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진로발달과 진

로를 촉진하게 한다[18]. 자아탄력성은 코로나19와 같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애기치 않은 갈등상황이나 불

균형과 같은 상황 등에서 자아의 통제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수한 역동적인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19]. 

자아탄력성은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으며[20],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1]. 코로나19에 대응하

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자아탄력성이 낮추어주

고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펜데믹 시대에 대학

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

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융합적인 변수를 구성하였다. 취업준비행동에 진로장벽

은 정적과 부적의 영향이 혼재한 연구[12,13]가 있고, 

자아탄력성은 진로장벽의 부적 영향을 완충해주는 특

성[20]이 있으며, 진로적응성은 긍정적인 개인의 능력

[15]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코로나

19 시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취업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

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은 매개하는가?

둘째, 자아탄력성은 진로적응성이 진로장벽과 취업

준비행동 간의 매개 관계를 조절하는가?

2. 연구전개 방법

2.1 연구 설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의 대학생들이 지각하

는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

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융합 분석하는 것

이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차원 개념의 

병렬매개 분석을 통하여 하위변인을 동시에 분석하고,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 분석을 통하여 자아탄력성

의 조절효과를 Fig. 1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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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To Study 

2.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K광역시에 소재한 K대학 1곳을 선정하

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표

본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2021년 3월2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300명에게 직접 배포하여 수거하거나 온

라인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243부가 수집되었으며 분

석할 수 없는 5부를 제외하고 238부를 분석하였다. 대

상자 중 남성 67명(28.2%), 여성 171명(71.8%)이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139명(58.4%), 4학년 99명(41.6%)

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113명(47.5%), 보건계열 

72명(30.3%), 공학 계열 42명(17.6%), 문화예술계열 

11명(4.6%)이었다. 취업희망은 전공 189명(79.4%), 다

른 분야 49명(20.6%)이었다. 직업 관련 경험이 있는 경

우 159명(66.8%), 없음이 79명(33.2%)이었다. 

2.3 연구도구

설문 구성은 4개 변수로 구성되었다. 5점 Likest 방

식으로 ‘전혀 아님’ 1점 ∼ ‘매우 그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성 변수가 높다.

진로장벽은 진로 장애 탐색을 위해 김은영 (2001)[22] 

이 사용한 KCBS(대학생 진로 탐색 장애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개 하위요인으로 직업정보부족(5), 흥미부

족(4), 자기명확성부족(7), 미래불안(6)으로 총 22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α는 .944이었다.

진로적응성은 Rottinghaus 등(2005)의 CFI를 번안 

및 타당화한  최옥현과 김봉환(2006)[23]이 사용한 도

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6문항 단일요인으로 

개인의 미래 변화에 대처하고 긍정적이 능동적인 방향

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 직무 책임의 편안한 상태, 

진로에 대한 변화의 회복능력 등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α는 .902이었다.

자아탄력성은 성오현(2013)[24]이 사용한 도구를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5문항 단일요인으로 일에 긍정적인 

마음대처, 문제 핵심파악 능력, 긍정적인 생각과 능동적

인 행동,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될 것이라는 생각, 스트

레스에 융통성 있는 적응 등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Cronbach's α는 869이었다.

취업준비행동은 어윤경 등(2011)[25]이 사용한 도구

를 수정하여 4개의 하위요인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공식적 취업정보탐색(5),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5), 예비적 취업준비(7), 적극적 취업준비(6)로 구성하

여 측정하였다. Cronbach's α는 .943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연구에서는 SPSS 23.0을 이용하여 우선은 각 변인

들의 기술통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분석

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Hayes(2013)[26]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Hayes는 매개효

과와 조절효과 분석 시 각 변수의 개별적인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융합검증방법 

3.1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탄력성, 취업준비행

동의 상관관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대학생의 진로장

벽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

탄력성, 취업준비행동의 모든 요인들 사이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Table 1.과 같이 상관계수가 .198 

∼ .555의 범위로 0.7이하의 범위를 보여 다중공선성 

위험은 없었으며,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areer Barrier, Career Adaptability, 

Ego-Resilienc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orrelations Variables

Variable 1 2 3 4

1 1

2 .198*** 1

3 .349*** .439*** 1

4 .351*** .552*** .555*** 1

1 Career Barrier, 2 Career Adaptability, 3 Ego-Resilience,

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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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 병렬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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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Hayes(2013)[26]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Bootstrapping은 5,000회로 지정 하

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와 같이 분석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적응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185, p<.001), 진로적응성도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β=.334, 

p<.001). 또한, 진로장벽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하였고(β

=.371, p<.001), 자아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β=.265, p<.001).

Table 2. Multi-parallel Mediation Effect

β se t
95% level

LLCI ULCI

Parametric(Dependent variable : 2)

consta

nt
2.769 .203

13.642**

*
2.369 3.169

1 .185 .060
3.097

**
.067 .303

Parametric (Dependent variable : 3)

consta

nt
2.037 .220

9.275

***
1.605 2.470

1 .371 .065
5.724

***
.243 .499

Dependent variable(Dependent variable:4)

consta

nt
.892 .188

4.738

***
.521 1.263

1 .135 .044
3.098

**
.049 .221

2 .334 .048
6.895

***
.238 .429

3 .265 .045
5.922

***
.177 .353

1 Career Barrier, 2 Career Adaptability, 3 Ego-Resilience, 

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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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장벽에서 취업준비행동 간 경로의 총효과는 β

=.295(p<.001)이었다가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과 자아

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진로장벽에서 취업준비행동 간 

총 효과는 직접효과 β=.135(p<.01)로 감소하였다. 진

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적

응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점, 진로장

벽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진로장

벽이 취업준비행동 간에 경로의 총 효과가 직접효과보

다 큰 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

효과 인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3. Career Adaptability and Ego-Resilience 

Indirect effect

β se
95% level

LLCI ULCI

Total .160 .045 .072 .249

1 .062 .036 .004 .145

2 .098 .036 .035 .177

1 Career Adaptability, 2 Ego-Resilience,

Table 3과 같이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간접효

과를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두 

Bootstrapping의 상한 값과 하한 값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증명되었다.

3.3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자아탄력성이 조절 매개하는지 분석을 위

해 Process macro의 model 7번을 이용하였다. 

Bootstrapping 5,000회 지정 및 신뢰구간 95%를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을 평균중심

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진로장벽은 진

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3.418, 

p<.001), 진로적응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쳤다(β=.449,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었다. 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β=-.175, 

p<.001) 조절효과가 있었다. 진로장벽, 자아탄력성, 진

로적응성 간의 각 변인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의 동시에 상호작용할 경우 진

로적응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조절적인 기능할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로장벽과 취

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이 매개하는데, 

이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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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go-resilience Moderated mediation effect

1 Career barrier→career adaptability

2 Ego-resilience→career adaptability

3 Career barrier x ego-resilience→career adaptability

4 Career barrier→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5 Career adaptability→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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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탄력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조건부효과는 

Table 5와 같이 자아탄력성 값이 M-1SD(-.797)에서

만 유의하였고, M과 M+1SD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아탄력성이 M-1SD에서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Table 5. Ego-resilience Conditional effect

ego-resil

ience
β se t

95% level

LLCI ULCI

-.797 .161 .066 2.446* .031 .291

.000 .021 .058 .371 -.092 .135

.797 -.118 .074 -1.591 -.264 .028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진로장벽

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단순 기울기는 자아 탄력

성 값이 M-1SD(-.797)에서만 유의하였다. 조절된 매

개지수는 -.079로 나타났고, 95%의 신뢰구간에서 하

한 값과 상한 값에(-.140, -072)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

단은 진로장벽이 낮으면 진로적응성이 높아지고, 이렇

게 높은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은 더

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

이 진로적응성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자아탄력성이 평균이하의 경우에만 유의미함을 의

미한다. 

Table 6. Ego-resilienc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Conditional 

indirect effect
β se

95% level

LLCI ULCI

M-1SD .072 .036 .007 .148

M .010 .032 -.048 .078

M+1SD -.053 .045 -.140 .040

index of moderated 

mediant
se

95% level

LLCI ULCI

-.079 .031 -.140 -.072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응하고 있는 

238명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

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

과와 자아 탄력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

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순 매개 효과와 단순조절 효

과 연구보다는 이들 연구모형을 결합하여 병렬매개와 

조절된 매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탄력성, 취업준비

행동 간에 상과를 살펴본 결과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취업준비행동은 진

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

다. 진로장벽이 부적 영향[13,22]이 많은 변인이었으나 

코로나19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진로

적응성과 자아탄력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성이 

낮은 것은 진로장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취

업준비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

을 위한 긍정적 심리정서와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

는 취업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

적응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 정적인 

영향이 있다[12]는 연구는 지지하지만, 진로장벽이 부

적 영향의 요인[8,12]이 있다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

다. 진로장벽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19 

route β se t
95% level

LLCI ULCI

parametric model(Dependent variable : career adaptability)

3.418 .042
82.437**

*
3.337 3.500

1 .021 .058 .371 -.093 .135

2 .379 .054
7.024

***
.273 .485

3 -.175 .050 -3.506** -.274 -.077

parametric model(Dependent variable :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1.812 .164
11.082 

***
1.490 2.134

4 .212 .045
4.761

***
.124 .299

5 .449 .047
9.472

***
.355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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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은 변화하는 환경요

인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상황대처 능력 역량을 갖추었

을 때 취업준비행동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위기상황이나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대처 능력

을 위한 교육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진로장벽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

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진로장벽의 완충 

요인이라는 연구[20]들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코로나19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주도 준비역량을 습득하

는 지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간에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이 긍정적인 개인의 능력[15]이 있다는 연구

와 코로나19이후 개인특성과 진로적응성의 매개 효과

[27]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로적

응성과 자아탄력성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환

경변화에 대처하는 역량과 심리적인 자신감이 취업준

비행동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

나 학습도 중요하지만 환경요인이나 개인의 심리 정서

적 요인도 고려한 전략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이 매개하는데, 자아탄력성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을 통해 취업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누구에게나 같

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 탄력성이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좌절 등에 인내와 조절로 

스트레스 상황에 보편적인 적응 기제로 코로나19와 같

은 상황에서 더욱 융통성 있고 유연한 기제를 발휘하는 

연구들[28]과도 맥을 같이한다. 코로나 19 시대의 대학

생들에게 심리안정과, 취업 정보 개별특성을 고려한 사

례관리 등의 자기 주도에 의한 취업 지도가 효과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진로장벽이 낮으

면 진로적응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은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은 환경적 요인과 취업준비행동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

을 위한 교육적 전략으로는 취업 준비를 위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수준별 사례관리에 의한 취

업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을 위한 대학의 체계

적인 취업역량개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국외대학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29], 미시간 주립대학의 대

학중심의 진로개발센터, 미국 미주리 대학의 학과 단위

의 진로센터,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중안진로센터와 단

과대학과의 절충형 진로개발 시스템, 미네소타 주립대

학의 개인 중심 진로상담센터, 일본 와세다 대학의 지

역사회와 연계한 커리어센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학

습기술과 자신의 전공 상담 병행의 커리어센터, 싱가포

르 국립대학의 기업연계 커리어센터 등 지역과 대학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학들이 취업과 

진로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별로 특성을 고

려하여 저학년부터 단계적인 계획에 의한 개인 중심 관

리의 역량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취업지도 관리체계가 

정부와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관산학협력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들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들의 

개인 심리적 안정과 취업 준비의 내적 동기 유발을 위

한 비교과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와 자기 주도에 의한 취업 준비 포트폴리오를 작성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의 취업준비

지도를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요인을 고

려한 취업 지도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인 환경대처능

력의 역량개발을 위한 취업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일반화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또한 자기 보고식 측정 오류의 

한계가 있고, 본 연구 이외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집단

별, 전공별 변인을 추가하여 병렬매개 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의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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