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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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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년

허 강 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

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

형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직접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

성,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교 총 189개교의 재학생 수는 1,520,850명이었다. 모집단을 대

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층화군집 및 비율표집을 활용하여 학

교소재지, 전공계열 및 성별을 고려하여 총 56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4가지 

영역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영역을 포함하는 질문지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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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은 선행연

구에서 사용된 도구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측정도

구를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고, 총 560부 중 54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6.7%). 이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응답을 제외한 488명의 자료가 최

종 분석에서 사용되었다(유효 자료율 87.1%).

자료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와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한 평

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

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였다. 둘째, 대

학생의 정서지능(β=.369), 진로결정자율성(β=.166), 진로적응력(β

=.324)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B=.058)과 진로적응력

(B=.232) 각각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

력을 이중매개(B=.027)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서 설정한 모형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

하며,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간의 구조적 관

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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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 각각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

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 개

발과 함께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인 진로결정자율성과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과제, 전환, 심리적 외상

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구인으로, 진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적응력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보다 다양화, 세분화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동기유

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

서 활용된 변인들과 더불어 환경·맥락적인 변인인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등을 포함하여 진로준비행동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다

섯째,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진로만족 등 진로변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행복 등 개인의 삶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구명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대학생
학  번: 2015-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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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기존의 단기적인 취업지도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직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 또는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정철영, 김재호, 

2011).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

한 충분한 탐색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직업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와 관련한 행동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개념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전환의 성공요인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Luzzo, 1996),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실천할수록 행복감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많지만, 구체적이고 실제

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족하고(고명숙, 

2014; 김헌수, 장기명, 이난, 2004),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

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봉환, 1997; 노윤신, 정철영, 2016; 

서희정, 윤명희, 2014; 양진희, 2007; 전미애, 2006; 조규판, 장은영, 

2012). 진로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 전공-직장 미스매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낮은 직무만족과 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

에(이재성, 2016),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

제로 높은 취업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6.2개월에 불과하고 첫 직장에서 이직률이 35% 수준으로 높은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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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때,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이유는 크게 열악한 진로교육환경과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을 들 수 있다. 최근 진로교육법 시행(2015.12)으

로 대학시기 이전인 초·중등교육단계부터 학생들의 진로탐색의 기회가 확

대되었지만, 현재의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많이 접해 보지 못하였다. 대학시기 동안 효과

적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을 

연장하는 졸업유예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는 점차 

늦춰지고 있고(김민정, 김봉환, 2014; 박민지, 김계현, 2015),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따라

서 대학생들에게 원활한 진로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 개인 뿐 아니라 사

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서희정, 윤명희, 2014). 

국내외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청년실업률이 11.8%(통계

청, 2016.0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지 못한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청년실업자 중 대

졸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진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은 산업구조와 

경제 환경 변화라는 구조적이고 맥락적인 측면이 있기에 청년고용을 증진하

고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및 인프라 지원 그리고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는 개인의 태도와 주도적인 진로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예진, 이기학, 2010).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자신

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해나간다면, 미시적

인 수준에서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정재

호, 서유정, 이영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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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의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측정도구가 개발(김봉환, 김계현, 

1997)된 이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하

지만 지금까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

점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김선중, 2005; 김종운, 김현희; 2016; 박고운, 

이기학, 2007), 역기능적 진로사고(권해수, 2014) 등과 같은 인지적 변인

들이나 사회적지지(송현심, 홍혜영, 2010; 장현지, 홍아정, 2014; 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장벽(강현희, 2015; 이주연, 2014; 장이

슬, 송병국; 2015) 등과 같은 환경·맥락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

어왔다.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변화는 스트레스,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더군다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위축과 무력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불안, 우울, 좌절

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순희, 

손은령, 2013). 이처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은 진로발달

에 중요한 요인(Caruso & Wolfe, 2001)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적, 환경·맥락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

고 상대적으로 정서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는 좌절감, 무기력 등 부정적 정서가 

야기되는데 이 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보

다 안정적으로 진로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송선희, 2013). 이와 같은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정서의 영향과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정서와 진로준비행

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변인으로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심리적 구인 중 하나인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을 들 수 있다(Salovey, Mayer, Caruso, & 

Lopes, 2003). 정서지능은 진로계획 및 진로탐색, 진로준비행동을 동기화

하고, 진로목표 설정 및 진로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

적인 정서로 전환하여 진로행동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rown, George-Curran & Smith, 2003; Di Fabio & Palazzeschi, 

2009). 정서지능은 교육, 상담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Brown & 

Hirschi, 2013; Di Fabio, Palazzeschi, & Bar-On, 2012)으로 진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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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진로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진로개입

요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는 정서지능의 직접적인 영향(권해수, 2014; Di Fabio et al., 2012)

을 확인하거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박성실, 2011; Brown et al., 2003), 

진로탐색자기효능감(정승헌, 김금미, 2010; 이광희, 2008), 자기효능감(이

주연, 이기학, 2014) 등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자기주도성이 강조되는 현

재의 진로환경에서는 인지적인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접근을 모

색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구성주의이론의 진로

적응모형(Savickas 2013; Savickas & Porfeli, 2012)을 활용하여 행동의 

발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매개변인들을 탐색(김봉환, 1997; 최

동선, 2003; 조영아, 2015; Ajzen, 1991; Flum, 2001)하고자 한다. 진로

구성주의이론의 진로적응모형에서는 적응준비가 적응자원인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적응반응인 적응적 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주고 적응적 

행동은 적응의 결과로서 진로결정, 진로헌신, 직업만족으로 나타난다고 제시

하고 있다(Hirschi et al., 2015).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과 진로전환 등 

변화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진로행동으로 진로적응모형에서 적응적 진로행동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함께 적응준비로 고려해볼 수 있는 동기적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을 들 수 있다. 대학시기 동안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준비를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근원적인 동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

로결정과정에서 자율성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확신을 가지

고(김은영, 2007; 한주옥, 2004; Flum & Blustein, 2000), 진로행동과 개

인의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Deci & Ryan, 2000)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진로 환경에서 적응적 능력과 태도는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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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행동을 유발하고(Hirschi et al., 2013), 성공적인 진로수행을 예측하기 

때문에 적응자원인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은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된다. 이처럼 적응준비에 영향을 받는 심

리사회적 변인인 진로적응력은 적응자원으로서 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Savickas, 2013).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진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 동기,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과 적응적 진로행동인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

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는 대학생의 특성상 정서변인인 

정서지능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행동변인이자 적응반응인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기변인이자 적응준비인 진로결

정자율성과 사회심리적 변인이자 적응자원인 진로적응력은 정서지능과 진로

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정서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조절하게 되면 불안, 걱정과 같은 부정적

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흥미와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율적 동기가 활성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진로결정

과 준비를 자율적인 동기로 수행하게 되면, 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태도인 진로

적응력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인 능력과 태도 증진은 성공적인 진로전환에 필수적인 적응적 행동인 진로

준비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개인의 정서변인인 정서지능과 동기변인인 진로결정자율성 

그리고 심리사회적 변인인 진로적응력과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와 영향관계에 대한 검

증을 통해서, 진로개입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교육에 있어 대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진로개발과 진로준비행동

을 촉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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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의 직접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 진로  

        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 목표에 따라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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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이중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 정의

가.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에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

비행동은 김봉환, 김계현(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임은미, 이

명숙(2003)이 수정, 보완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하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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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한다(Wong & Law, 2002).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Wong & Law(2002)가 개발한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탁진국(2007)이 번안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

하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진로결정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로서, 이는 자율성 수준에 따라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

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의 4가지 유형의 동기를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Guay, 2005).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Guay(2001)가 개발한 

CDMAS(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를 한주옥(2004)

이 번안하고 김태환(2013)이 수정ᆞ보완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하며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라.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

진로적응력은 자신의 직업적 역할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과

제, 전환, 심리적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구인으로(Savickas, 

1997), 진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적응력은 Savickas & Porfeli(2012)가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이 번안하고 노윤신

(2016)이 수정ᆞ보완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하며, 전체 점수가 높을

수록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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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발달

대학생 시기는 학업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진로전환기로 

자아개념이 직업적 자아개념으로 확장되는 과도기이자, 진로발달과정에서의 

탐색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Super, 1957).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자

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직업을 

탐색하는 것으로 원활한 진로전환을 위해서 어느 시기보다 진로발달과 진로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시기에는 전공공부와 더불어 본

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하고 학업세

계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Ginzberg, 

Ginsberg, Axelrod, & Herman(1951)에 의하면, 진로발달단계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이루어지며 대학생 시기는 이 중 현실기에 속한다고 보았

다. 현실기는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적 대안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직업선택

을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과 현

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적 대안을 탐색하고 직업적 목표를 구

체화하며 보다 구체화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진로발달을 이루게 된다(노윤신, 2016).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대학생 시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다 심화시켜나가는 시기이다(최윤경, 2014).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바탕으로 배우자, 

친구 등을 포함한 타인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

업이라고 할 수 있다(Erikson, 1959). 이를 위해 진로와 관련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분야 종사자, 선배 및 교수님과 친밀한 인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윤경, 2014). 또한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경험과 탐색을 통해 정체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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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Erikson, 1982). 진로발달단계에서 대학생 시기는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

으며, 다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성공적인 진

로발달과업 수행은 이후 안정적인 성인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

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노윤신, 2016).

Tiedeman & O'Hara(1963)는 진로발달단계는 지속적인 의사결정의 과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직업적 정체감(vocational self-identity) 

형성을 강조하였다. 직업적 정체감은 일에 대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

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으로, 진로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개인은 직면한 문제에 결정을 내리는 환경 속에

서 지속적으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발달을 이루어간다고 보

았다. 따라서 진로발달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직업의

식의 발달에 따라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진로발달 이론을 제시한 Super(1957)는 진로발

달을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발달단계 과정으로 제시하면서 각 단계에

서의 자아개념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며 환

경의 변화에 직면하는 성인은 성숙(maturity)의 개념이 적합하지 않음을 주

장하며 대순환인 각 발달단계마다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소순환

이 있는 보다 역동적인 관점의 재순환 모형을 제시하였다(노윤신, 2016). 

대학생은 이 가운데 15~24세에 해당하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와 

25~30세에 해당하는 확립기(establishment stage)초기에 해당한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탐색기에 개인은 보다 많은 직업정보를 얻고, 진로대안을 

선택하여 직업을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탐색기에

는 결정화, 구체화, 실행의 하위단계가 있다. 결정화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이고 구체화는 자신의 선호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종사하고자 하는 직종이나 직종 내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실

행은 자신의 진로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취업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사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 혹은 이력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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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거나 취업면접을 보는 것 등이 포함된다(Sharf, 2016). Super에 따르면 

진로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며,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탐색, 결정, 확립하는 시기의 초반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단

계에 속한다. 이 시기는 직업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직업세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기이다. 이미 형성된 자신의 자아개념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타협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직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구체화

한 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

이다. 즉, 대학 시기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적 선호를 

분명히 하고 직업적 의사결정을 하며, 선택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Arnett(2000, 2007, 2010)은 만 18세에서 20대 후반 연령대를 아우르

는 특정 단계를 제안하면서 이를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 명명

하였다. 성인진입기는 진로발달 주제뿐 아니라 사랑과 결혼, 생활계획과 일

반적 정체성 탐색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는 심리적 단계를 의미한다(Sharf, 

2016). Arnett(2007, 2010)은 성인진입기가 청소년기와 성인 진입기 이

후의 초기 성인기와 다른 5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성인진입기의 특징은 

정체성 탐색의 시기, 불안정의 시기, 자기초점의 시기,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느낌이 드는 시기, 가능성의 시기로 이는 청소년과 성인에게서도 발견되지

만 성인진입기에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성인진입기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집단주의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 국가의 경우 성인 진입기 패턴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으나 Arnett의 성인진입기는 Super의 탐색단계와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다. Super는 개인의 진로선택을 강조하는 반면, Arnett은 가족관계와 연

인관계와 같은 다른 심리적 요인들을 강조하였다. 특히 불안정 시기와 자기

초점 단계는 Super의 탐색기와 비교할 때, 불안정한 상태와 변화에 대해 보

다 많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Super의 탐색단계는 Arnett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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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기에 없는 흥미,  능력, 가치 그리고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의 점진적인 

성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자 성인진입기

(Arnett, 2000)로 대학생의 중요한 진로발달과업은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

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진로관련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은 진로선택

과 진로전환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기이해활동(최윤경, 2014)과 함께 외부

환경의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방향을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정철영, 김재호, 2011). 

2.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및 측정

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1) 진로준비행동의 정의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진로개발에 있어 행동차

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고,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탐색행동과 진로를 결정하고 난 이후 진로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준비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behavior)을 의

미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은 잠재적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을 창출하

는 과정이며(Barber, Daly, Giannantonio, & Philips, 1994) 학교에서 직

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뿐 아니라 실직자, 새로운 직무기회

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Kan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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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berg, & Kantrowitz, 2001). 진로준비행동에 포함되는 진로탐색행동

은 진로전환의 성공적 요인으로 적극적인 진로탐색활동은 진로 기회를 넓히

고 이는 학생들의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취업의 성공 가능성과 속

도를 증대시킨다(Blau, 1993; Breaugh, 1992; Saks & Ashforth, 2002; 

이지영, 장재윤, 김명언, 2005). 실제로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할수록 인터뷰

나 입사 제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는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wab, Rynes, & 

Aldag, 1987). 청년층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행동은 미래에 자

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행복에도 기여하게 된다(Luzzo, 1996). 진로준비행동의 

진로와 삶에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 결과들은 적극적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

을 지지한다.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와 ‘준비행동’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진로(career)’의 사전적 의미는‘앞으로 나아갈 길’(국립국어

원, 2016)로 개인의 생애동안 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 또는 형

성하고 축적해 나가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계현, 1995; 진미석, 

윤형한, 2002). 이는 개인이 일생동안 수행하는 일의 총체라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준비(Prepar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미리 마련하여 갖

춤’(국립국어원, 2016)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인지적 측면의 

준비, 준비를 위한 마음의 안정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준비 및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또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행동적 측면

의 준비가 포함되는 개념이다(최윤경, 2014). ‘행동(Behavior)’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국립국어원, 2016)으로 목표

지향적이고 동기적인 속성을 지닌 의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조영아, 

2015).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생애기간 동안 수행하는 일을 준비

하기 위한 목표지향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직업을 가기기 

위해서 진로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생에게 진로준비행동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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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행동은 진로결정 대안 중에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동으로써(Miller, 1968), 그 중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포함한다. 진로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되어도, 진로에 대한 준비나 실천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인지와 행동이 조화롭게 발달하

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

된 진로준비행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연구자 정의

김봉환, 김계현(1997)
Ÿ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p. 312)

김선중(2005)
Ÿ 개인의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 (p.31)

이예진, 이기학(2010)

Ÿ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개인이 직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p.273)

최윤경, 김성희(2012)
Ÿ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차원.(p.2087)

조영아, 정철영(2013)
Ÿ 진로와 관련된 행동주의적 측면으로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p.60)

최윤경(2014)
Ÿ 개인이 자신의 성능과 성향 등의 특성과 자신의 주변 환경 및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한 후 이를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p.21)

서희정, 윤명희(2014) Ÿ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성취해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p.109)

<표 II-1> 진로준비행동의 정의

이상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때, 진로준비행동의 의미에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활동과 이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진로를 결정

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윤경, 2014). 

즉, 진로준비행동은 희망하는 진로나 직업선택을 위하여 직업탐색을 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위해 실천적 행동

으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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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준비행동의 핵심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

으로 그치거나, 인지나 정서 차원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

기 위한 실제적인 진로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승국, 2015).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에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진로준비행동의 유사용어

가)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이루

어지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활동(Blustein, 1997)으로,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Pitz & Harren, 

1980). 진로탐색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뿐 아니

라 교육 및 직업적 선택사항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을 의미한다

(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이는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

을 목적으로 하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직장이나 직무, 직업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인지적·행동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김성남, 정철

영, 2005). 

진로탐색행동은 자신에 대한 탐색(self-exploration)과 환경에 대한 탐색

(environmental exploration)으로 구분된다. 먼저‘자신에 대한 탐색’은 

진로선택을 위해 개인이 자신의 흥미, 경험,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진로에 있

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Zikic & Klehe, 2006). 

‘환경에 대한 탐색’은 다양한 직업적 특징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으로, 직

업 기회에 대한 정보, 직업의 요구사항, 해당 업종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들이 해당된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노윤신, 2016). 진로탐색행동의 자신에 대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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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환경에 대한 탐색은 개인

의 흥미, 요구, 능력 등을 성찰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자신에 대한 탐색은 

환경에 대한 탐색 전략을 보다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Blustein, 1997; 

Flum & Blustein, 2000). 즉, 진로탐색행동은 다양한 선택 대안들이 얼마

나 개인의 가치, 욕구, 진로 목표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환경의 요구를 충

족하기 위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과 환경의 상호조

정 활동(노윤신, 정철영, 2016)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이후에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진로탐색행동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은 자신이 원하는 기

업이나 분야에 취업할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 혹은 당

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행동을 말한다(이제경, 김동일, 

2004). 이처럼 취업준비행동은 직업을 준비하거나 취직하여 적응하는 과정

에서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 혹은 당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어윤경 

외, 2011). 취업준비는 직업탐색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

을 갖거나,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포함한다(이제경, 김동일, 2004). 

취업준비행동은 취업가능성을 높여주는 학점관리, 교육훈련, 관련 자격증

의 취득 등의‘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자신이 목표로 했던 단체에 이력서

를 제출하고 시험 및 인터뷰를 준비하는‘본격적 취업준비행동’2가지로 구

성이 된다(이제경, 2004).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준비행동의 차이점은 진로준

비행동의 과정은 취업준비행동처럼 취업준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진로

결정과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또한 취업준비행동은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취업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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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행동인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보다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진

로행동의 개념이다(이제경, 김동일 2004; 강재연, 2009). 

다) 진로관여행동

진로관여행동(occupational engagement behavior)은 직업 관련 선택사

항들을 확장시키고 일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동이다(Cox, 2008). 

진로관여행동은 Krieshok, Black, & McKay(2009)의 삼자모델(Trilateral 

model)에서 진로에 대한 적응적인 의사결정의 기제로 직관과 이성 외에 제

시된 삼자모델의 핵심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직업 선택사항들을 확장시키

는 것뿐만 아니라, 일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

다. 즉 진로결정과 직결되는 영역 뿐 아니라 보다 커다란 삶의 맥락에서의 

세상 전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쌓는 행동 전반을 의미한다(Krieshok et 

al., 2009). 이는 정확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관심과 흥미가 있

는 일에 관여하는 행동을 통해 진로발달이 적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주연, 2014; Krieshok et al, 2009). 진로관여행동은 축

적된 정보와 경험을 통해 자신과 환경 이해에 대한 이성의 역할과 직관력이 

발휘되도록 도우면서 적응적인 진로결정을 돕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진로

관여행동은 탐색(exploration)과 강화(enrichment)로 구성된다(Krieshok 

et al., 2009). 탐색은 적응적 진로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

동인 반면에, 강화는 지금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개인과 세상

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 전반을 포

함한 개념이다(유기은, 이기학, 2015). 

진로관여행동은 행동적 차원의 진로관련 행동변인이라는 점에서 진로탐색

행동, 취업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진로관여

행동은 진로관련 선택사항들을 확장시키는 것뿐만이 아닌 일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행동인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탐색적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의 행동까지 포함하면서 구체적인 

진로결정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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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소

국내에서 진로준비행동의 개념화 시도와 측정도구를 개발한 김봉환, 김계

현(1997)은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소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

달성활동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수집활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와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현황, 전

망, 입직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를 포함한다(황지영, 박재

황, 2015).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진

로준비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들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도구구비활동’은 자신이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

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거나 직업에서 요구되는 자격증

이나 면허증을 취득하는 활동들이다. 셋째, ‘목표달성활동’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과정으로써, 개인이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

행동의 구성요소는 개인의 적성 및 흥미, 가치관, 성격 등 자기이해 및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탐색활동,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가지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활동,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에 입직하기 위

해 노력하는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최윤경, 2014).

박완성(2003)은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동, 직업․학과 결정활동, 직업

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으로 4가지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

수집활동’은 대학 입시 설명회 참여, 진로나 취업 분야의 정보지, 소식지, 

책이나 전문서적을 통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대비

하여 상식을 넓히며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직업․
학과결정 활동’은 개인의 취미, 특기, 소질 등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학

과를 찾아보거나 확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직업체험활동’은 직업

이나 학과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조언을 얻거나 체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넷째, ‘취업준비활동’은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이나 학과에 진

학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 학원을 통해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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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완성(2003)이 제시한 진로준비행동 구성

요소는 청소년 대상의 진로, 취업 관련 분야의 정보수집활동, 실제로 직업세

계를 경험해보거나 직업세계로의 입문을 위한 준비활동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윤경, 김성회(2012)는 진로준비행동을 자기이해행동, 직업세계탐색행

동, 직업능력향상행동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인화하였다. ‘자기이해행동’

은 진로 관련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이다. ‘직업

세계탐색행동’은 진로와 관련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활

동 및 탐색활동이다. 마지막으로‘직업능력향상행동’은 진로와 관련된 구

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윤경, 김성회(2012)의 진로

준비행동 구성요소는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적성, 흥미, 성

격, 가치관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가정형편, 부모의 기대와 같은 환경적 특

성 등의 자기이해행동과 진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직업세계 탐색행동, 진

로와 관련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행동을 강조하였다. 

 서희정, 윤명희(2014)는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표준화 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학습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취업실전영역 3가

지 하위영역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영역은 구직이나 취업 후 직업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상

담 및 정보수집영역은 진로결정 및 목표달성을 위해 상담을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취업실전영역은 실제 직무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희정, 윤명희(2014)의 

진로준비행동 구성요소는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전의 구직관련 행동을 강조

하는 직업탐색행동이나 취업준비행동보다 큰 관점으로 진로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성취해나가는 구체적인 실천행

위까지를 포함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직업세계 이해를 위

한 상담 및 정보탐색활동과 취업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활동 및 

취업실전활동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준

비행동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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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구성요소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 Ÿ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

박완성(2003) 고등학생
Ÿ 정보수집활동, 직업․학과결정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최윤경, 김성희(2012) 대학생 Ÿ 자기이해행동, 직업세계탐색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서희정, 윤명희(2014) 대학생 Ÿ 학습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취업실전영역

<표 II-2>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소에서는 자기탐색 및 자기이

해활동, 외부환경 및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 및 탐색활동, 직업체험이나 

구직행동과 같은 실제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차원의 준비활

동을 포함하고 있다(최윤경, 2014).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인지나 

태도 차원이 아닌 행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김봉환, 김계현(1997)의 구

성요소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진로준비행동의 측정

1) 김봉환, 김계현(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

김봉환, 김계현(1997)은 Career Exploration Survey(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Vocational Questionnaire(Slaney, 1983),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Westbrook et al, 1985) 등의 도구들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진로준비행동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초기에 20

개 문항을 선정한 후에 부적합하거나 의미가 중첩된다고 판단된 문항 4개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16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실증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계열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

로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김봉환, 김계현(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의 3가지 하

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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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은미, 이명숙(2003)의 진로준비행동척도

임은미, 이명숙(2003)은 김봉환, 김계현(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인

터넷의 활성화와 대학교 진로지원센터의 개설과 이용이 활발한 경향을 반영

한 2문항을 추가하여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추가된 2문항은 8번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와 12번“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지원실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한 적이 있다”이다. 김봉환, 김계현(1997)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84

이고 임은미, 이명숙(2003)은 .88로 나타났다. 임은미, 이명숙(2003) 척도

의 하위요소별 내적일치도 계수는 정보수집활동 .83, 도구구비활동 .85, 목

표달성활동 .81로 나타났다. 본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정보수집활동(6문항), 

도구구비활동(5문항), 목표달성활동(7문항)의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문항으로 되어있다. 원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5점 Likert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응답자들이 4점과 5점

을 혼동하여 불성실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Likert 척도는 5점 Likert 

척도가 일반적이라는 점 그리고 설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는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최윤경, 김성회(2012)의 진로준비행동척도

최윤경, 김성회(2012)은 대학생의 합리적이고 적합한 진로결정과 그에 

따른 올바른 실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척도를 개발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요소는 진로와 관련된 자기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인 자기이해행동(10문항),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인 직업능력향상행동(9문항),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수집활동 및 탐색활동으로써 직업세계탐색행동(6문항) 3가지 구성요소, 

총 25문항으로 되어있다.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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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및 응답양식 신뢰도

김봉환, 김계현(1997)

Ÿ 정보수집활동
Ÿ 도구구비활동
Ÿ 목표달성활동

Ÿ 16문항
Ÿ 4점 Likert 척도

.84

임은미, 이명숙(2003)

Ÿ 정보수집활동
Ÿ 도구구비활동
Ÿ 목표달성활동

Ÿ 18문항
Ÿ 4점 Likert 척도

.88

최윤경, 김성회(2012)

Ÿ 자기이해행동
Ÿ 직업능력향상행동
Ÿ 직업세계탐색행동 

Ÿ 25문항
Ÿ 5점 Likert 척도

.91

서희정, 윤명희(2014)

Ÿ 학습영역
Ÿ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Ÿ 취업실전영역

Ÿ 30문항
Ÿ 4점 Likert 척도

.92

<표 II-3> 진로준비행동의 측정도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1이고, 하위요소인 자기이해행동은 .86, 직업능력향상행동은 .83, 

직업세계탐색행동는 .85으로 나타났다.

4) 서희정, 윤명희(2014)의 진로준비행동검사

서희정, 윤명희(2014)의 진로준비행동검사는 학습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

영역, 취업실전영역 3가지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영

역(11문항)은 구직활동이나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

활동,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12문항)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취업실전영역(7문항)은 실제 직무활동 및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을 전개해 나가는 활동을 측정한다. 이 측정도구는‘수행경험’과‘도움정

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행경험은‘없음, 조금 있음, 많

음, 매우 많음’의 4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진로준비행동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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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도구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봉환, 김계현(1997)

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직업탐색, 구직행동 등의 개념이 혼용되던 시

기에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실천적 행동을 차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명한 

도구를 제시하였다. 임은미, 이명숙(2003)은 김봉환, 김계현(1997)의 진로

준비행동 측정도구를 인터넷의 활성화와 대학교 진로지원센터의 개설과 이

용이 활발한 경향을 반영하여 2문항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최윤경, 

김성회(2012)의 측정도구는 검사의 요인구조의 적합성,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표준화를 위한 방법적 틀을 갖추었으나 특정지역과 고학년 위주로 

표집이 이루어져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서희정, 윤명희(2014)의 측정도

구는 학습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취업실전영역으로 구분하여 진로준비

행동의 개념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와 관련된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고자하는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에 있어서 인지나 태도 

측면이 아닌 행동 측면을 측정하는 김봉환, 김계현(1997)의 측정도구를 대

학생 진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임은미, 이명숙(2003)의 측

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 진로준비행동 관련 이론

1)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Bandura(1986)

의 사회인지이론을 직업심리학에 적용한 이론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자

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 가진 힘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믿음은 흥미, 가치, 능력을 이끄는 진

로선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는데 흥미, 가치와 능력보다 진

로 자기효능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 Hackett & Betz(1981)

의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와 학업의 흥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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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수행, 일과 삶의 만족을 다루는 진로발달이론으로 확장되어왔다. 

Hackett & Lent(1992)는 진로선택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환경 간의 단

순한 조합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진로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

와 믿음의 인지적 측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변

인 등의 선행변인들과 진로결정 및 만족과 같은 결과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황지영, 박재황, 2015), 인지

적 측면의 다른 변인으로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와 목표(goal 

representations)라는 개념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인지

적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학업과 진로선택의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개

인이 진로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제시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는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안한 인지적 요인들 외에도 개인

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인 지지와 장벽과 같은 맥락적 요인이 포함

된다(이재창 외, 2014). 이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환경의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발달에서 흥미, 목표, 수행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개인의 진로문제는 개인 내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영혜, 안현

의,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장점은 개인의 진로선택과 발달에 있어서 맥락적 변

인의 영향과 함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등의 인지적 측면의 영향을 

강조하여 진로 상담 및 교육에서 개입의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전미리, 

김봉환, 2015). 그동안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흥미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

형(Lent, Brown, & Hackett, 1994) 그리고 학업과 직업 장면에서 사람들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둔 만족모형(Lent & Brown, 

2008) 등을 통해서 ‘어떻게’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둔 선택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왔다(전미리, 김봉환, 2015). 하지만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로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직

업선택과 수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로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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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전 생애기간동안 적응적 진로행동에 

초점을 두는 과정중심적인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이 제시되었다(Lent & Brown, 

2013).

자료: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

[그림 Ⅱ-1]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은 개인이 진로발달에 있어서 생애기간 동안 

활용되는 적응적 진로행동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진로관리를 위한 과정과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에 초점을 두어 학업에서 

직업세계로의 진로전환, 진로탐색, 진로결정과 같은 진로발달과업 수행이 어

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제시한다. 개인변인과 함께 진로행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맥락변인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을 찾

는 것을 강조한다.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에서는 개인맥락변인으로 정

서와 성격을 제시하고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Super 

& Savickas, 1996)에 기초하여 인지발달, 진로발달과업, 생애역할전환이나 

스트레스, 실직과 같은 도전에 적응하는 대처기술과 과정이 모두 적응적 진

로행동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적응적 진로행동의 결과변인으로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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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 구직, 일과 삶의 만족 등이 있다. 적응적 진로행동이 반드시 진로결

정이나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실행 가능한 유용한 수단이다. 이처럼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

은 후기 청소년부터 재취업자, 은퇴자 등으로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생애발

달을 아우르는 진로모형으로 진로행동에 보다 초점을 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전미리, 김봉환, 2015). 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와 같은 인지적 변인과 

외적 장벽, 사회적 지지라는 환경적 맥락 변인의 영향을 제시한 것은 사회

인지진로이론의 흥미발달, 선택, 수행 모형과 유사하다. 하지만 만족 모형과 

자기관리 모형에서는 개인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성격 5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존의 인지적․행동적 변인 중

심에서 성격 및 정서적 변인이 통합된 모형으로 개인의 진로 행동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전미리, 김봉환, 2015).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

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수행해야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

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이는 진로결정과 진로전환 등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진로행동으로 특히 진로자기관리 모형에서 적응적 진로행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

는데 주요 이론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진로구성주의이론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이론으로 진로구성주의이론

(Career Construction Theory)이 있다. 진로구성주의의 적응모형

(Savickas 2013; Savickas & Porfeli, 2012)에서는 개인의 적응준비가 

적응자원인 진로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적응반응과 적

응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Rudolph, 

Lavigne,& Zach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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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구성주의이론의 진로구성주의 적응모형(Career Construction Model 

of Adaptation)에서는 적응준비(adaptive readiness), 적응자원인 진로적

응력(career adaptability), 적응반응(adapting responses), 적응결과

(adaptaion results)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Savickas, 2005, 

2013; Savickas & Porfeli, 2012; Savickas et al., 2009). ‘적응준비’

로서 적응성은 반응에 맞추는 것과 직업적 발달과제, 직업 전환과 일 트라

우마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복잡하며 불분명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

에 대한 심리적 특성이다. ‘적응자원’으로서 적응력은 주로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측정이 되는 과제, 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자

기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강점을 의미한다. ‘적응반응’은 변화

되는 조건을 다루는 적응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 혹은 진로계획, 진로탐색과 

같은 행동, 진로신념을 의미한다. ‘적응결과’는 진로결정, 진로헌신, 직업 

만족, 일 성공으로 측정이 되는 적응적 행동의 결과이다(Hirschi et al., 

2015). 이처럼 진로구성주의 진로적응모형에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적응성은 적응적 자원인 진로적응력을 통해 적응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Savickas, 1997, 2005).

 여기에서 진로적응력은 적응(adaptation)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자원이다. 진로구성주의 진로적응모형에서 

진로적응력은 진로계획, 진로결정어려움, 진로탐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과의 진로반응과는 구분이 되는 개념(Balin & Hirschi, 2010; Creed et 

al., 2009; Hirschi et al., 2015)으로, 예측 불가능한 진로 환경에서 스스

로 진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의 적응적 태도는 주도적인 진로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Hirschi et al., 2013). 진로적응력과 적응

준비, 적응반응, 적응결과와의 관계를 메타 분석한 Rudolph et al. (2016)

의 연구에서는 적응준비는 진로적응력과 적응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진로적응력은 적응반응과 적응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결과, 적응준비에는 인지적 능력, 성격 5요인, 자아존중감, 성향적 

긍정성(희망, 낙관성) 등이 있었고, 적응자원에는 진로적응력이 제시가 되었

다. 적응반응에는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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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적응결과에는 진로만족, 주관적 행복, 업무성과 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Rudolph et al., 2016).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

서 인지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인지적 요소인 

자기효능감의 역할의 중요성을 밝힌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는 현재 급변하는 진로환경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진로적응력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진로적응력의 기저이론인 진로구성주의이

론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보완하여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살

펴보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구성주의이론에서 제시하는 가정과 실증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적응준비가 된 사람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 적응자원으로서 

적응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적응반응인 적응적 행동이 발현되고, 적응결

과로 진로헌신, 직업만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

로결정을 위한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

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진로결정과 진로전환 등 변화에 대처해나가

기 위한 진로행동으로 적응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구성주의이론의 

진로적응모형에서 제시된 적응준비로서의 정서, 동기 요인과 적응자원으로

서의 진로적응력은 적응반응으로서의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

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진로준비

행동과 관련된 주요이론인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진로구성주의이론은 진로준

비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모형구축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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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준비행동의 선행변인인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개념 및 측정

가. 정서지능의 개념 및 측정

1) 정서지능의 개념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

하고 표현하는 능력, 인식된 정서를 활용하여 사고하고 이해하는 능력, 자신

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Salovey & Mayer, 1997)으로 교육, 직

업,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서지능은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 중 스스로에 대해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인 내 지능과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인 대인 간 지능을 확장한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지능은 다중지능 이론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고 정서의 역할만을 깊이 있

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경민, 임웅, 2016). Salvey & 

Mayer(1990)가 Emotional intelligence(EI)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 정

서지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EI로 사용되고 있다. Goleman(1995)은 

IQ(Intelligence Quotien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Emotional Quotient(EQ)

를 사용하였고 EQ는 현재 EI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정서는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하며 인지사고에 방해가 되는 지

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정서지능에서 정서는 인간

의 사고와 인지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서지

능에서 정서는 단순히 정서적 상태가 아닌 인지능력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

보(information)로 이 정보 속에는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곽윤정, 2004). 그리고 지능은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일반적 능력 뿐 

아니라 추상적 사고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ternberg & Detterman, 

1986; Wechsler, 1997). 정서와 지능의 개념적 접합은 정서 분야를 보다 

정당화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Matt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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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이처럼 정서지능은 정서와 인지가 결합된 개념으로 정서지능

에서 지능은 능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서지능은 사회지능의 한 유형

으로 특질이나 재능과는 구별되는 정서와 관련된 능력(Salovey & Mayer, 

1997)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의 변화를 위한 

정서, 감정 등 비인지적, 심리적 특징을 일시적인 심리적인 상태로 보지 않

고 일관성 있는 능력과 기능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Salovey, Mayer, 

1990). Mayer et al.(2000)도 정서지능은 나이와 경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과는 구별되는 능력(ability)이라고 

하였다.

정서지능은 진로와 직업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정서지능은 대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으로 주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개인의 삶에서 행복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안윤정, 2015)으로 진로발달에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Menhart, 1999). 정서지능은 기분을 조절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절

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키워주는 역할(Goleman, 1995)을 하며, 정서지능

이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이 높고 낮은 불안 수준을 나타낸다

(Bastian & Burns, 2005). 또한 정서지능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삶의 만

족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문용린, 1998; 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09; 

송선희, 2013). Cooper & Sawaf(1997)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정서지

능이 높으면,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개념은 Thordike(1920)가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내적 상태, 동기, 행동들을 인지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적절하

게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후 Gardner(1984)는 지능을 특정 상황이

나 맥락에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서 인간

에게는 다양한 지능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며, 다중지능의 7가지 지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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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개인 내 지

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개인 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개인 내 지능과 개인 간 지능이 정서지능개념의 기반

이 되었다. 개인 내 지능’은 자기 자신의 정서 상태, 태도 등을 통제하고 

마음의 내면을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다. 개인 간 지능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감정과 동기, 의도 등을 공감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

전시키는 능력이다(Gardner, 1984). 

 이후 Salovey & Mayer(1990)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이를 개념화 하였다. 이들은 초기에 정서지

능을 ‘사회지능의 하위요소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그

것들의 차이를 구별해내고,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있어 이러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Salovey & Mayer, 1990). 하지만 이

는 정서에 대한 사고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개념이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Mayer & Salovey(1997)는 이를 보완하여 정서지능을 정서의 인

식 및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 지식의 활용 외에 정서의 사고 촉진을 포함

하여 4가지로 구성하고,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를 생

성하거나 이용하여 사고를 촉진시키는 능력, 정서와 정서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 및 지적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반영적으로 조절하는 능

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정서지능을 일련의 능력으로 보는 관점은 정서 

정보처리에 기초가 되는 인지와 정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서지능에서 정서와 이성은 분리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정서는 인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반대로 정서가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Mayer, 

Caruso, & Salovey, 1999). Yukl(2002)은 정서지능을 개인의 인지적 프

로세스를 관리 또는 촉진하는 것으로 정서가 인지적으로 관리되도록 정서와 

이성을 통합하는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다.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서지

능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II-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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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Salovey & Mayer

(1990)

Ÿ 사회지능의 하위요소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구별해내고,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있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p.5)

Goleman

(1995)

Ÿ 자신을 동기화하고 좌절에 직면하여 이를 이겨내는 능력, 충동을 
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고 
사고능력을 저해하는 걱정을 삼가는 능력, 공감하고 기대하는 
능력.(p.34)

Mayer & Salovey

(1997)

Ÿ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를 생성하거나 
이용하여 사고를 촉진시키는 능력, 정서와 정서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 및 지적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반영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p.10)

Bar-On(1997)
Ÿ 환경의 요구와 압력에 대한 대처에서 성공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비인지적 능력이나 역량 혹은 기술.(p.14)

Wong & Law(2004)

Ÿ 자신의 정서를 평가,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평가, 인식하며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p.484)

<표 II-4 > 정서지능의 정의

정서지능의 개념은 능력모델(ability model)과 혼합모델(mixed model)

의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Mayer et al, 2003). 능력모델은 정서지능을 

정서적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으로 간주하는 제한적인 관점이

며, 혼합모델은 한 개인의 성향이나 동기화와 같이 IQ로 측정될 수 없는 성

공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것을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관점이다(박성실, 

2011). 

능력모델의 관점에서 정서지능은 특성(traits)이나 재능(talents)과는 구

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Salovey & Mayer(1990)는 포괄적인 속성을 

포함하는 혼합모델보다 보다 제한적인 능력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지능

을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 3가지 요소로 제시하였

다. 정서의 인식과 표현은 가장 낮은 발달단계 영역이며,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서를 빠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사람

은 자신의 정서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며 중요한 영역

이라 할 수 있다. 정서의 조절은 정서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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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분과 정서는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

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를 처리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의 

활용은 정서 정보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창의적 사

고(creative thinking), 주의집중의 전환(mood redirected attention), 융

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flexible planning), 동기화(motivation)등이 포함된

다. 정서 지능의 초기 개념과 모형은 정서를 처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부

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포함하

고 있지만 정서에 대한 사고 능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었다(문용린 외, 199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ayer & Salovey(1997)는 Salovey & 

Mayer(1990)의 정서지능의 개념을 보완하여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정서적 지식의 활용, 정서의 반영적 조절 4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정서의 인식과 표현’ 영역은 자신과 타인과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욕구와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에서 가장 기본

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다. 정서의 인식 및 표현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

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결정의 순간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

지 정확하게 인식하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정

서에 의한 사고 촉진’영역은 정서가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서 비롯되었다. 정서를 활용하여 사고를 촉진시키는 사람은 정서적 능력을 

활용하여 인지적인 처리과정을 원활하게 하며, 정서와 관련한 분명하고 유

용한 판단을 내리며 특정문제에 정서를 적용하여 사고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정서적 지식의 활용’영역은 정서적 정보에 내포되어 있는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을 잘 

이해하며 대인관계의 효율성이 높다. ‘정서의 반영적 조절’영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정서적, 지적 성장을 위해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

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정

서를 조절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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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수정된 정서지능의 모형은 초기의 

모형에서 나아가 정서와 사고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정서지능과 지능과의 공

통점을 부각시키고, 정서지능과 일반지능과 구별을 하고자 하였다. 혼합모델

은 능력모델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정서지능을 개념화하고 있는데 능력과 더

불어 다른 재능이나 성격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박성실, 2011). 이는 정서지

능이 성격, 동기부여, 정서적 특성과 연관된 정서적 능력을 의미한다. 

Goleman(1995)은‘혼합모델’관점에서 정서지능을 정서 관련 능력 뿐 

아니라 그 능력에 수반되는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정

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화, 정서이입, 대인관계기

술 5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자 자신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

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자기

조절(self-management)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은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고 충

분히 생각한 다음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능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취하며 주도적이다. 자기동기화

(self-motivating)는 자신의 내적 욕구와 열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다. 자기동기화가 높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

를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정서이입(empathy)은 타

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타인의 정서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대인관계기술(social skill)은 다른 사람

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 이는 단순히 대인관계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

향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의 정서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Goleman(1995)의 정서지

능의 구성요소는 Salovey & Mayer(1990)와 비교하여 정서지능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강조가 약하다는 차이점이 있다(이경민, 임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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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n(1997)은 정서지능을 개인 내 지능, 대인 간 지능, 적응성, 스트

레스 관리, 일반적 기분 5가지 구성요소로 나누고 이를 다양한 하위 구성요

소를 통해서 구인화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하위구성요소를 합해서 

각각의 상위 구인이 만들어진다. 개인 내 지능은 정서적 자기인식, 자기주

장, 자기실현,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 간 지능은 공감, 대인관계능

력, 사회적 책무성으로 구성되고, 적응성은 문제해결력, 현실검증력, 융통성

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 인내와 충동통제로 이루어져있다. 일반적 

기분은 행복과 낙관주의로 구성된다. 

Goleman, Boyatizs & McKee(2002)는 정서지능을 크게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역량의 하위요소로 자기인식능력, 자기정

서조절능력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역량은 사회인식능력, 관계관리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인식능력은 정서지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능력이고 자기정서조절능력

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회인식능력

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자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관계관리능력은 주변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팀워크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Wong & Law(2002)는 정서지능을 4가지 하위요인인 자기정서이해, 타

인정서이해, 정서조절, 정서활용으로 제시하였다. 자기정서이해는 자신의 정

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정서의 원인과 정서를 민감하게 

인식 및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타인정서이해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

고 인지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인식 및 이해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정서를 알 수 있고, 다른 사

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은 심리적 좌절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정

서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행동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활용은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격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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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것이다(하선영, 2015). 이는 정서를 개인의 성과와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서지능의 구

성요소를 비교하면 다음 <표 II-5>와 같다.

연구자 관점 구성요소

Salovey & Mayer(1990) 능력모델 Ÿ 정서의 인식 및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

Goleman(1995) 혼합모델
Ÿ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기술

Mayer & Salovey (1997) 능력모델
Ÿ 정서의 인식 및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 지식의 
활용, 정서의 사고 촉진

Bar-on(1997) 혼합모델
Ÿ 개인내 지능, 개인간 지능, 적응성, 스트레스관리,

일반적 기분

Goleman et al.(2002) 혼합모델 Ÿ 자기인식, 자기조절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Wong & Law(2002) 능력모델 Ÿ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조절, 정서활용

Petrides & Furnham,

(2006)
혼합모델 Ÿ 안녕감, 자기관리, 정서성, 사회성

<표 II-5>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정서지능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정서지

능의 핵심요소로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정서를 관리하는 것

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Mayer, Caruso, & Salovey, 2000). 혼합모델

은 성격의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공을 예측

하는 보다 설명력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지만 정서에 대한 추론능력이나 정

서에 의한 사고촉진과 같은 정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과 

정서지능과 성격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비판을 받고 있다(정옥분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능력모델의 관점에

서 대학생 및 기업 근로자대상의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는 

Wong & Law(2002)이 제시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

인의 정서를 이해,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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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지능의 측정

가) MSCEIT(Mayer, Salovey, & 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ayer, Salovey, & Caruso(2003)가 개발한 MSCEIT는 정서를 인지, 

표현, 조절, 활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MEIS(Multi-Factor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Mayer, Salovey & 

Caruso, 1999)를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축약하고 개선한 도구이다. 

MSCEIT는 정서지능 측정도구 중 MEIS와 함께 객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수행-능력기반 검사도구 중 하나로 정서 인지 척도 검사(Ekman, Friesen, 

& Elsworth, 1972)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측정도구의 구성요소는 정서인지, 정서적 사고기능, 정서이해, 정서조절 4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총 1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정서

능력과제 혹은 정서수행과제를 제시하고 정답을 맞추도록 되어있고 정답구

성은 표적기준, 전문가기준, 일치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하지만 정답이 있는 

문항채점방식으로 가지는 문제점이 있는데(Matthews et al., 2010), 인간

의 정서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판단이 되고 정서적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그 사

람의 정서는 다를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한 상황이라면 ‘기

쁨’으로 판단이 되고 반대로 시험에 떨어진 상황이라면 ‘슬픔’으로 판단

될 것이다(이경민, 임웅, 2016). 따라서 정서지능이 능력에 기반으로 한다

면 구체적인 맥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MSCEIT는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수행 평가를 하는 능력(ability)관점

의 측정도구로, 시나리오를 통해 검사를 실시를 하고 전문가 기준과 일치하

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준간의 점수 부여에 있어 혼선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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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Q-I(Emotional� Quotient-Inventory)

Bar-on(1997)의 EQ-I는 개인 내, 개인 간, 스트레스 관리, 적응성, 일

반적 기분으로 5가지 요인, 15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EQ-I는 

임상용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실용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나라

에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비인지적 특성을 갖는 정서지능 척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EQ-I의 5가지 요인의 하위요인을 각각 살펴보면, 개인 내 EQ

에는 5가지 하위요소인 자기관여, 자기인지, 주장성, 독립성, 자아실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 간 EQ는 3가지 하위요인인 감정이입, 사회적 책임, 대

인관계로 구성되어있다. 스트레스 관리 EQ에는 2가지 하위요인인 스트레스 

조절, 충동조절이 포함되어 있고, 적응성 EQ에는 3가지 하위요인인 현실성, 

검증, 융통성, 문제해결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기분에는 2가

지 하위요인인 낙천성, 행복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1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ECI�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Boyatzis, Goleman, & Rhee(2000)의 ECI(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는 360도 측정(360 degree measurement)이 가능한 자기ᆞ타

인측정을 하는 다면평가도구로 주로 조직에서 직원들의 정서지능을 평가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측정도구는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평

가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ECI는 Goleman(1998)이 제시한 5가지 군, 

25가지 하위 요인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기술 4가지 군 20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재구성되고 총 110개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ECI는 Big Five 성격차원의 관점을 받아들여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되고, 동기 및 리더십 이론 등의 심리학적 개념과도 중복된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Van Rooy & Viswesvaran, 2004). 특징으로는 역량

(competency)이라는 효과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결과 지향적이고 실

제상황의 적용에 있어 현실적이라는 기능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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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ong & Law(2002)의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는 Davies, Stankov & Roberts(1998)가 제시한 정서지능의 4 가

지 요인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구의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정서이해(self-emotion appraisal), 타인정서이해

(others’emotion appraisal), 정서활용(use of emotion), 정서조절

(regulation of emotion)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5점 척도로 자기보고식 측정법을 활용하고 있다. 내적 

신뢰도계수는 .83~.90으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서지능의 각 측정도구를 연

구자, 검사도구명, 하위요인, 문항 수 및 응답양식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II-6>과 같다. 

연구자 검사도구명 하위요인
문항수 및 
응답양식

Mayer, Salovey, &

Caruso(2003)

MSCEIT

(Mayer, Salovey,

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Ÿ 정서의 인식
Ÿ 정서적 사고기능
Ÿ 정서조절
Ÿ 정서이해

Ÿ 수행능력검사
(각 영역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로 
구성)

Bar-on(1997)
EQ-I(emotional

quotient inventory)

Ÿ 개인 내
Ÿ 개인 간
Ÿ 적응성
Ÿ 스트레스관리
Ÿ 일반적 기분

Ÿ 133문항
Ÿ 5점 Likert 척도
Ÿ 자기보고식

Boyatzis, Goleman &

Rhee(2000)

ECI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Ÿ 자기인식
Ÿ 자기관리
Ÿ 사회적 인식
Ÿ 대인관계 기술

Ÿ 110문항
Ÿ 자기보고 및 
타인보고식

Wong & Law(2002)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Ÿ 자기정서이해
Ÿ 타인정서이해
Ÿ 정서활용
Ÿ 정서조절

Ÿ 16문항
Ÿ 5점 Likert 척도
Ÿ 자기보고식

<표 II-6 > 정서지능의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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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서지능 측정도구에는 수행기반 정서지능 검사와 자기보고식 정

서지능 검사가 있다. 수행기반 정서지능검사는 객관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 자기보고식 검사는 지각된 정서지

능을 평가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서지능을 측

정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

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자기보고식 검사인 Wong & Law(2002)의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활용하고자 한다.

나. 진로결정자율성의 개념 및 측정

1) 진로결정자율성의 개념

진로결정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은 진로를 결정하거

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Guay, 

2005). 진로결정자율성은 Deci &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하여 진로결정의 동기적인 과정의 정

도와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Guay, 2005; 

최윤정, 구본정, 2010). 인간의 심리적 특성으로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

는 원동력으로 과제를 선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 또한 어려

움에 직면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환경을 통제하며 적응하게 한다. 

McClelland(1985)는 동기는 목표달성을 위해 특정행동을 지속시키는 내적

상태로 행동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였다. 

진로분야에 적용되어 활발히 연구된 동기이론인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1985)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양립 불가능한 상호독립적인 

개념을 극복하고자 동기 유형들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제시한 

동기이론이다. 따라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단순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자율성의 정도에 따른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자기결정성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얼

마나 통제나 조절을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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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숙정, 유지현, 2009). 즉, 자기결정성은 개인 

내재적 동기의 결정요인으로 개인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한계점을 

수용하고, 환경에 대해 어떤 행위를 취할 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자기결정성은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ci & 

Ryan, 2000)

개인이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면 자기결정적이고, 외재적으로 동기화되면 

통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목표를 향해 열심

히 노력한다. 자기결정성은 학업성취, 창의성 등을 포함한 인간행동을 설명

하고 예측할 수 있다. 자율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인내, 창의성 등의 심리적 

기능이 높은 반면, 자율성 수준이 낮은 개인은 우울, 낙오, 직업선택의 지연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Guay et al., 2003). 자기결정성이론 

중‘유기체 통합 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은 행동조절

의 내면화와 통합을 촉진하거나 혹은 방해하는 맥락적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유기체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숙정, 유지현, 2009). 자기결정성의 원천에는 내재적 동기뿐 아니라 개

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외재적 동기도 포함이 될 수 

있다(Ryan & Deci, 2000). 따라서 개인의 행동에 외재적인 동기요인들이 

개입이 되었더라도 자기결정성을 가질 수 있다. 

Deci & Ryan(2000)은 자기결정성의 기본 요소로 3가지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을 제시하

고 있다. 자율성은 외부적 자원에 의한 영향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흥미와 

가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유능감은 환

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욕구이다. 즉,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습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경험하면

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유능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주된 환경적 요인은 긍정적 피드백과 

진보에 대한 지각이다. 환경이 개인의 유능감 욕구를 많이 만족시킬수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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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자발적

으로 노력하게 된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가까운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

하려는 욕구로서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상호관계를 맺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한다(Reeve, 2011). 즉, 대인관계 유대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려

는 경향성 의미한다(Deci & Ryan, 2002). 이 3가지 욕구가 충족

(satisfaction)이 되면 내적인 동기가 유발되어 탐색행동, 창의적 행동, 긍정

적인 정서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등이 촉진된다(송

현심, 홍혜영, 2010). 자율성은 유능감을 촉진하는 선행변인으로 진로를 결

정할 때 자율성 지각이 유능감 지각보다 선행한다(한주옥, 2004). 자율성 

지지환경에 있어도 스스로 자율성을 지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감을 지각

하더라도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김은영, 2007). 

Guay(2001)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자율성 수준에 따라 4가지 동기 

유형인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외재적 조절(external 

regulation)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행동이나 과제 그 자체에 대한 즐

거움과 만족에 기반한 동기로서 가장 자율성이 높은 동기 유형이다. 확인된 

조절은 특정 행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동기로, 행동

의 목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자신에 의해 가

치화되는 동기이다. 확인된 조절은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내면화한 동기유형이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에 포함

된다. 부과된 조절은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부분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 외재

적 조절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를 말한다

(Deci & Ryan, 2000; Deci & Ryan, 2002). 자율적인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 뿐 아니라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내면화시킨 확인된 조절도 포함된

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확인된 조절의 경우 외적인 요인들의 개입이 있는 

외적 동기에 속하지만 자기결정성을 가지는 자율성이 높은 동기로 분류가 

되며 진로결정 관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Deci & Ryan, 2002). 반면에 부과된 조절과 외적조절은 자율성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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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통제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에 의해 행동하는 개인은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

지만, 부과된 조절과 외재적 조절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율성 욕구를 충족하

지 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본다(Guay, 2005, p.79). 

내재적 동기 혹은 확인된 조절과 같은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외재적 조절 혹은 부과된 조절과 같은 통제적 동

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비해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

다(Guay, 2005; 송현심, 홍혜영, 2010). 만약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

기 위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로행동을 한다면, 이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거나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행동

을 한다면 이는 진로결정자율성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Guay(2005)

가 제시한 진로결정자율성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행동의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2) 진로결정자율성의 측정

가) Guay(2001)의�진로결정자율성�척도

Guay(200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결정자율성 척도(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는 진로결정과정과 연관된 

8가지 행동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

다. 하위요인은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 4가지

이고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7점)로 되어있는 7점 Likert 척도이고,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95로 나타났다. 문항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8가지 행위에 대해서 내재

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 4가지 동기의 수준을 각각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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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율성은 (내재적 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 조

절)의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양의 점수로 나타나면 내재적 동

기와 확인된 조절에 의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지수가 음의 점수를 나타내면 

부과된 조절과 외재적 조절에 의한 행동으로 간주된다(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한주옥, 2004; 조규판, 장은영, 2012; 성소연, 

배성아, 2015). 국내에서는 한주옥(2004)이 처음으로 이 측정도구를 타당

화를 하였고, 4가지 하위요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1~.94로 나타났다. 

나) 김은영(2007)의�진로결정자율성�척도

김은영(2007)은 Guay(2001)가 개발한 진로결정자율성 척도(CDMAS)

에 제시된 진로결정과 관련된 8가지 행동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춰서 수정하

여 진로결정자율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진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제경(2004)이 선정한 총 15개의 진로행동에서 문항-총점간의 상관

을 바탕으로 7개의 예비적 진로행동과 1개의 본격적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총 8개의 진로행동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마다 그 행위를 지금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수 있는 이

유 4가지(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를 평가한

다. 전체 문항 수는 32문항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아주 많이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 지수는 Guay et 

al.(2003)이 제안한 대로 각 문항마다 구성되어 있는 4개의 하위요인의 점

수들을 사용하여, 자율성 지수공식인 (내재적 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 조절)에 따라 산출된다. 이후 8개의 자율성 지수를 순서대로 

2개씩 묶어서 평균을 구하고 4개의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고 신

뢰로운 지수를 만든다(Marsh & Yeung, 1997). 산출된 지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85였고 4가지 자율성 지수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7~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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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과 관련된 행동(8가지) 진로결정행동에 대한 이유(4가지)

1.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구한다.

(예: 전문가와 상담, 지인들과의 대화,

직업인과의 접촉, 인터넷 검색 등)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내재적 동기)

2.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예: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확인된 조절)

<표 II-7>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다) 김태환(2013)의�진로결정자율성�척도

김태환(2013)의 진로결정자율성 척도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

하기 위해 Guay(2001)가 개발하고 한주옥(2004)이 번안한 

CDMAS(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도구를 수정·보

완한 도구이다. 이 측정도구는 한주옥(2004)의 측정도구에서 2번 문항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를‘학교에서 제공되

는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한국대

학생의 현실을 반영하여 ‘진로관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예: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문항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8개의 행위를 제시하고 자율성

을 구성하는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 4가지의 

동기유형의 수준을 측정하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까지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

다. 원도구에서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5점 Likert 척도로 변경하

여 사용한 이유는 응답자들이 5점과 7점을 혼동하여 불성실 응답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Likert 척도는 5점이 일반적이고 설문지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이다. 본 측정도구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892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78~.94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의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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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과 관련된 행동(8가지) 진로결정행동에 대한 이유(4가지)

3. 진로관련 프로그램 중에, 또는 나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아본다.

(예: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부과된 조절)

4.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재적 조절)

5. 진로목표와 관련 있는 직업들을 알아본다.

6.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따라야할 절차들을 알아본다.

(예: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7. 진로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8. 자신의 흥미, 성격과 어울리는 진로를 
알아본다.

진로결정자율성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4가지 유형의 동기에 대한 각각

의 점수를 산출하고, (내재적 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조

절)의 공식으로 자율성 지수를 산출한다.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의 합

에서 부과된 조절과 외재적 조절의 합을 빼서 지수를 산출하는 이유는 내재

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은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e)이고, 부과된 

조절과 외재적 조절은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e)이기 때문이다(Deci 

& Vansteenkiste, 2004; 김태환, 2013).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내면화

시킨 확인된 조절은 외재적 동기이지만 자율성이 높은 동기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와 함께 자

율적인 동기로 볼 수 있다(Deci & Ryan, 2002).

산출된 지수가 양의 점수로 나타나면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에 의한 

자율적인 동기에 의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산출된 지수가 음의 점수로 나타

나면 부과된 조절과 외재적 조절에 의한 통제적인 동기에 의한 행동으로 해



- 47 -

석한다(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한주옥, 2004). 산출

된 지수가 높을수록 개인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율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및 응답양식 신뢰도

Guay(2005)

Ÿ 내재적 동기
Ÿ 확인된 조절
Ÿ 부과된 조절
Ÿ 외재적 조절

Ÿ 32문항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

내적 일치도 계수 
.91~.95

김은영(2007)

Ÿ 내재적 동기
Ÿ 확인된 조절
Ÿ 부과된 조절
Ÿ 외재적 조절

Ÿ 32문항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

내적 일치도 계수 
.77~.89

김태환(2013)

Ÿ 내재적 동기
Ÿ 확인된 조절
Ÿ 부과된 조절
Ÿ 외재적 조절

Ÿ 32문항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

내적 일치도 계수 
.88~.94

<표 II-8 > 진로결정자율성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Guay(2001)가 개발하고 한주옥(2004)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김태환(2013)의 진로결정자율성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 진로적응력의 개념 및 측정

1) 진로적응력의 개념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과 고용유연성 강화로 직업세계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정혜령, 

송경오, 2014; Tolentino et al., 2014). 이에 따라 진로발달과정에서 예측

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적응해가는 능력인 진로적응력

(career adaptability)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Savickas & Porf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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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처럼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환경

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

응하는 진로발달 개념이 바로 급변하는 진로환경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다(장계영, 김봉환, 2011).  

진로적응력은 미래 진로걱정을 감소시키고(Creed, Fallon, & Hood, 

2009), 조직수행(Crant, 2000)과 진로성공(Pulakos, Arad, Donovan, & 

Plamondon, 2000; Hirschi, 2009)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5). Rottinghaus, Day, & Borgen(2005)의 연구에 의

하면, 적응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노력하고, 진로 통찰력

(career insight)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청소년들의 진로적응력에 대해 연구한 

Hirschi(2009)는 진로적응력과 삶의 만족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Koen et al.(2010)은 네덜란드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일자리 제의를 받고, 새로 

얻게 된 직장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계영(2009)은 진로적응력이 대학생들의 현재의 당면한 

직업적 발달과업, 직업전환, 개인적 외상에 대처하는 자원과 준비, 개인의 직

업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전략적 측면에서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Savickas & Porfeli(2012)의 연구에서는 독립된 진로정체

성을 가진 고등학생들은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소인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

감에서 스스로 진로 탐색 없이 부모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진로를 선택한 진

로 정체감 유예인 학생들보다 진로적응력의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의 관련 이론인 진로구성주의에서는 심리사회적 진로발달을 개

개인마다 다르며 반드시 일련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과정

으로 보았다(Sharf, 2016). 진로구성주의의 진로적응모형에서는 적응준비

(adaptivity), 적응자원(adaptability resource), 적응반응(adapting 

response), 적응결과(adaptation results)는 서로 구분이 되는 개념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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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다(Savickas & Porfeli, 2012).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가능하고 개발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진로적응력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가지며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적응성과는 구분이 된다. 하

지만 국내 진로적응력에 대한 연구에서 career adaptability는 대부분 진로

적응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career adaptability는 진

로장면에서의 개인의 적응능력, 대처능력, 준비성, 태도 등으로 단순한 성향

이 아닌 능력과 태도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진로적응력이

라고 할 수 있다(노윤신, 2016).

진로적응력은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 대처준비도(장계영, 김봉환, 

2011)이자 취업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개념으로(Fugate et al., 2004) 급

변하는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 대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Super(1957)는 초기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ment 

Theory)에서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을 바탕으로 각 단계의 

발달과제를 가정하고, 진로성숙이 높을수록 발달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세계오일쇼크로 불경기와 대량 해고라는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대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진로전환이라는 새로

운 단계에 처한 성인들의 진로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Super & 

Knasel(1981)은 공장근로자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인의 진

로발달은 더 이상 학교 안 진로성숙의 개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음을 밝혔

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의 진로발달을 의미하는 진로적응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변화하는 일과 직무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로 진로적응

력을 정의하였다(Super & Knasel, 1981). 

이후 Savickas(2005)는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과 함께 

Super(1957, 1990)의 생애주제(life theme), Holland(1997)의 직업적 

성격(vocational personality) 이 3 가지 이론을 결합한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행동을 개념화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구

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적응력은 개인의 기질이 아니라 환경 속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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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person-in-environment)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력은 현재

와 미래의 발달과업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Savickas, 2005; 이지원 외, 2014). 따라

서 진로적응력은 선형적 ․ 단면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생애주기와 발달적 맥

락 안에서 순환적․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이지원 외, 

2014). Savickas(2005)는 Super의 이론을 개인이 어떻게 직업세계에 자

신을 맞추는지와 어떻게 직업세계를 자신의 삶에 맞추는지를 살펴보는 사회 

구성주의(Sharf, 2016)의 관점에서 진로적응력을‘현재의 당면한 직업적 

발달과업, 직업전환, 그리고 개인적 외상에 대처하는 자원과 준비도를 나타

내는 사회적․심리적 구인’으로 재정의 하였다(Savickas, 2005).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진로적응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per 

& Kansel(1981)은 진로적응력을 성인들의 진로성숙을 대체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고 예측 가능한 과제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도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 대처준비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진로적응력을 지닌 개인은 성숙이나 성장이 아닌, 사전대책을 강구해서 행

동하는 개인으로서, 미래를 계획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Goodman(1994)은 개인이 일의 세계와 개인적 환경 사이에서 추구하는 균

형에 초점을 두고, 진로적응력을 직업역할을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과제와 일과 직무 조건의 변화로 야기되는 예측 불가능한 과제

들에 대한 대처 준비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Savickas(1997)는 진로적응

력을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한 준비

성과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

처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정지은, 정철영, 2015). 이는 성공

적인 진로전환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능력 및 자기조절전략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Rottinghaus, Day, & Borgen(2005)은 진로적응력을 변화하

는 진로를 계획하고 이에 적응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

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Savickas(2002, 2005)는 진로적응력을 보

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진로방향에 따라 직업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또는 곧 다가올 미래의 직업적 발달과업, 직업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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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심리적 상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노윤신, 

정철영, 2016).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력 척도를 개발한 장계영(2009)은 진로

적응력을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적

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결정과 직업세계로

의 전환, 직업적응을 위한 준비도로 정의하였다. 김수영, 배성아(2014)는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유연하고 적절하게 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진로적응력

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정의

Savickas(1997)

Ÿ 일과 업무조건의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적응과 업무역할에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한 대처 준비도 
(p.254)

Rottinghaus, Day &

Borgen(2005)

Ÿ 개인이 변화하는 진로 계획과 업무 책임감, 특히 예상치 못한 
사건의 직면에 계획하고 적응하기 위한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p.5)

장계영(2009)
Ÿ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인 대처준비도(p.6)

Savickas(2002, 2005)

Ÿ 개인의 진로방향에 따라 직업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또는 곧 다가올 미래의 직업적 발달과업, 직업적 
전환, 심리적 상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노윤신,

정철영, 2016, p.58)

<표 II-9 > 진로적응력의 정의

진로적응력은 이처럼 능력, 역량, 성향, 정보, 태도 등으로 연구자들의 관

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비한 선행적인 준비 노력 

혹은 변화 환경에서 대처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진로

적응력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개인을 일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

한 과업의 수행과 심리적인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진로적응력은 단순히 성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능력과 태도 측면

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노윤신, 2016). 따라서 진로

적응력은 진로변화나 직업환경에 적응에 필요한 자원으로 전 생애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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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상황 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로를 계획하고 미

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진로적응력은 자신의 직업적 역할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과

제, 전환, 심리적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구인으로(Savickas, 

1997), 진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진로구성주의에서는 진로적응력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 태도

(attitudes), 신념(beliefs), 역량(competencies)을 제시하고 있다. 태도는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정의적, 감성적 측면을 의미하고, 신념은 행동을 직접

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역량은 문제해결능력으로 직업적 선택을 수

행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진로적응력은 지적인 측면 이상의 개인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노윤신, 정철영, 

2016). 태도, 신념, 역량은 발달과업 성취, 직업전환 수행, 마음의 상처 해

결 등에 대해 구체적 대처행동을 하도록 기여한다.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진로성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진로적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다. 

캐나다의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Super & Knasel(1979)의 연구에

서는 진로적응력의 구성요소로 ‘일가치, 일현저성, 자율성, 계획성, 탐색과 

확립, 의사결정, 경험의 성찰’ 7가지로 제시하였다. Ashford & 

Taylor(1990)는 진로전환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적응력을 

낙관성, 학습경향, 개방성, 내적통제소재, 자기효능감 5가지 요인으로 제안

하였다. Savickas(1997)는 진로적응력을 진로준비, 진로탐색, 진로결정의 

3가지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적응력의 주요지표가 된다고 하

였다. Hirschi(2009)는 진로성숙,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신감 4가지로 제

시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장계영(2009)은 대학생 진로적응력 척도를 개

발하고 대인관계, 목표의식, 창의성, 책임감,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주도성, 

개방성 8가지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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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진로적응력의 구성요인이 연구자마다 상이한 것은 진로적응력은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환경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관된 진로적응력 

의 요인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장계영, 2009). 

Savickas(2005)는 이를 종합하여 진로적응력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방향

을 설정하고 통제하는 자기조절전략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진로적

응력을 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 자신감

(confidence)의 4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그 중‘관심’은 자신의 진로

에 대한 관심과 진로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진로적응력의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서 관심은 미래의 방향성, 계획성, 낙관적 태도에 의해 촉진

될 수 있다. 관심의 결여될 경우 이는 무관심으로 미래에 대한 무계획성과 

비관주의를 반영한다. ‘통제’는 결정과 행동에 있어 자신을 신뢰하고 자

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나

가는데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 통제가 결여될 경우는 진로미결정으로 성공을 노력에 귀인하고, 

자기관리전략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개입을 통해서 통제를 촉진할 수 있다. 

‘호기심’은 자신과 직업세계 사이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려는 탐

구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탐구적 태도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추구

하게 함으로써 선택에 대한 현실성과 객관성을 갖게 해 준다. 호기심이 결

여될 경우 일의 세계에 대한 경직성과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이미지를 가지

게 될 수 있다. ‘자신감'은 도전적인 과제, 문제 해결적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다. 자신감은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을 실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효능감, 자

기수용, 자기가치 등을 증진시킨다. 자신감이 결여될 경우 실현하는 역할과 

목표성취를 방해하는 진로억제를 야기하게 된다. 진로억제가 있을 경우 성

공인지, 불안감소, 문제해결훈련 등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개입

을 통해서 자신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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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요소

Super & Knasel(1979)
일가치, 일현저성, 자율성, 계획성, 탐색과 확립, 의사결정,

경험의 성찰

Savickas(2005)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Hirschi(2009) 진로성숙,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신감

장계영(2009)
대인관계, 목표의식, 창의성, 책임감,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주도성, 개방성

Savickas & Porfeli(2012)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표 II-10> 진로적응력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Savickas(2005)의 제안에 따라 진로적응력의 구성요소를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4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진로적응력은 자신의 

직업적 역할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과제, 전환, 심리적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구인으로(Savickas, 1997) 진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진로

적응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자신의 모습과 미래의 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포부를 추구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

다(Amundson, Harris-Bowlsbey, & Niles, 2013).

2) 진로적응력의 측정

가)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s� Inventory;� CFI)

Career Futures Inventory(CFI)는  Rottinghaus et al.(2005)이 개발

하였고 진로적응력을 측정하는 가장 초기의 도구이다. 이 측정도구는 

Savickas(1997)의 진로적응력과 Scheier & Carver(1985)의 기질적 낙

관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노윤신, 2016). 본 도구는 진로적응력, 진로

낙관성,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 3가지 하위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최옥현, 김봉환(2006)이 도구를 번안 및 타당화하였고, 응답

양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적응력 문항은 개인이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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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자신의 능력, 새로운 직무책임에 대한 편안함 정도, 진로계획변

화에 따른 회복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ottinghaus et al.(2005)의 연

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 최옥현, 김봉환

(2006)의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CFI는 진로적응력과 낙관성을 살펴

봄으로써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성격 특성 등의 객관적인 정보와 개인의 

현재 및 미래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관적인 정보를 함께 확인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옥현, 김봉환, 2006).

나) 대학생�진로적응력�검사

장계영(2009)은 우리나라의 직업환경에 적합한 진로적응력 구인을 확인

하기 위해 Super의 전생애주기-생애공간 접근을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적

응력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45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

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8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내적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75~.87로 나타났다. 손은령, 이순희(2012)의 연구

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다) CAAS(Career� Adapt-Abilities� Scale)

Savickas & Porfeli(2012)는 진로적응력을 개인의 자원(resource)과 환

경의 요구사이의 조절전략의 관점에서 진로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CAAS(Career Adapt-Abilities Scale)를 개발하였다. 2008년에서 2012

년에 걸쳐 전 세계 13개국에서 CAAS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고, 

진로적응력 측정에 있어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 

하위요소인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4가지 구인에 대해서 각각 6개의  

문항이 있고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이 도구의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고 하위요소인 관심, 통제, 호

기심, 자신감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3, .74, .79, 

.85로 보고되었다(Savickas & Porfeli, 2012). 국내에서는 Tak(20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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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처음으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고,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였고, 하위요인별로는 관심 .84, 통제 .82, 호기심 .80, 자신감 .86으

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윤신(2016)은 Savickas & 

Porfeli(2012)의 CAAS를 Tak(2012)이 번안한 도구를 내용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거쳐서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전체 내적 신

뢰도 계수는 .905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92, .808, .738, .841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진로적응력 측정도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 II-11>과 같다.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및 응답양식 신뢰도

Rottinghaus, Day, &

Borgen(2005)

Ÿ 진로적응력
Ÿ 진로낙관성
Ÿ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

Ÿ 총 20문항
Ÿ 5점 Likert 척도

.85

장계영(2009)

Ÿ 책임감  
Ÿ 목표의식  
Ÿ 창의성 
Ÿ 대인관계  
Ÿ 개방성 
Ÿ 주도성 
Ÿ 직무능력 
Ÿ 긍정적 태도 

Ÿ 총 45문항
Ÿ 5점 Likert 척도

.75~.87

Savickas & Porfeli(2012)

Ÿ 관심
Ÿ 통제
Ÿ 호기심
Ÿ 자신감

Ÿ 총 24문항
Ÿ 5점 Likert 척도

.74~.85

노윤신(2016)

Ÿ 관심
Ÿ 통제
Ÿ 호기심
Ÿ 자신감

Ÿ 총 24문항
Ÿ 5점 Likert 척도

.74-.84

<표 II-11> 진로적응력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 측정에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avickas & Porfeli(2012)가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ies Scale)를 

Tak(2012)이 번안하고, 노윤신(2016)이 수정·보완한 진로적응력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측정도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

하였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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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관계

가.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정서는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조절, 통제하면서,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진로

를 발달시킨다(유나현, 이기학, 2005; Young, Valach, & Collin, 1996). 

또한  정서는 인지와 더불어 진로 선택과 진로 행동에 핵심적인 요소(Kidd, 

1998)로, 정서의 효율적인 활용은 성공적인 진로 과정을 수행하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Cooper, 1997). 긍정적인 정서는 주의반응의 증가 및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고 이는 목표지향적인 행위를 하도록 촉진시킨다

(Matthews et al. ,2010).

 동기체계이론(Motivational System Theory; Ford, 1992)에서 동기는 목

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자기주도적 신념, 정서의 조직화된 패턴으로 정의되

고 이는 능동적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한다(Berner & Ford, 2004; 

Wentzel, Filisetti, & Looney, 2007). 이 중 정서는 자기주도적 신념과 

함께 목표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진한

다. 그리고 동기화과정을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각성 기능을 

함으로써 사람을 활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안윤정, 

서지윤, 2013). 호기심, 만족, 애정 등의 긍정적 정서는 목표 행동을 적극적

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좌절, 죄책감, 혐오 등의 부정적 정서는 

비생산적이고 부적합한 행동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목표 추구 행동을 제약하

게 된다. 목표에 대한 개인의 정서는 동기체계를 증대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rijda, 1988). 즉, 개인이 미래의 결과

를 긍정적으로 예상할수록 목표 행동을 촉진하는 힘을 제공하며, 반면에 미

래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할수록 목표 행동에 대한 힘을 제약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Ford & Smith, 2007). 부정적 정서인 불안으로 인해

서 진로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진로행동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

다. 이처럼 정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타인과의 관

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 상태라 할 수 있으며(이강미, 2015), 부정



- 58 -

적 정서는 목표지향적 행동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긍정적 정서는 목표지

향적 행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Franken, 2007).  

선행연구에서 정서지능은 진로관련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직업탐색을 더욱 적극적으

로 수행하며(Brown, George-Curran & Smith, 2003),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실패로 인해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겪을 때 인지과정과의 상

호작용으로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하며 적극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이끄는 것

으로 나타났다(Di Fabio & Palazzeschi, 2009). Brown, George-Curran 

& Smith(2003)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고, 직업

탐색과 직업헌신에 대한 명확성이 크다고 밝히며, 이는 정서를 인식하고 이

해하며 활용하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정서 경험을 사고와 행동으로 통

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ooper(1997)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진로성공에 대한 신념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Young(1996)은 부모가 자

녀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정서 평가를 할수록 자녀의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과 관련된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수진, 송영수(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의 셀프리더십 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 및 타인의 정서 이해, 평가 및 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끄는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을 동

기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덕, 안귀여루

(2015)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한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이러한 자신감이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해수(2014)의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취업준비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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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서지능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 중 정서조절능력과 정서활용능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중 

정서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인 정서활용능력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 및 여학생 집단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정서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취업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긍정

적인 정서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승헌, 김금미(2010)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자기효

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평가, 타인정서평가, 정서활용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서지능이 높은 대학생들은 대인관계

가 뛰어나고 여러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효

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연숙(2011)은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

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서지능의 정서조절, 감정이입, 정서활

용 등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정서지능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서적 안정성은 성격 5요인인 외향성, 친화

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중 한 요인으로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

나 안정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요인이다.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

생활에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지만,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두려움, 분

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느끼며 쉽게 짜증을 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

다(Costa & McCrae, 1992). 성격 요인 중 안정적 특질을 지닌 정서적 안

정성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에 대한 헌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Brown 

& Hirschi, 2013) 또한 진로 만족과도 관련이 있는 것(Lent & Brown, 

2013)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경우에는 진로결정과정에서 불

안 및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며, 상황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

고 상황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 Hirschi, 2013; Kelly & Pulver, 2003). 반면 정서적 안정성

이 높은 사람은 진로탐색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덜 회피하고 적극적으로 

탐색에 참여해 진로에 대한 헌신을 높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 60 -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진로 행동을 하는데 힘

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만,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진로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이전의 탐색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의 준비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다른 일반적인 

의사결정보다 복잡하여 불안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Sampson et al., 1996), 진로의사결정에서 정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Emmerling & Cherniss, 2003, Hartung, 2011). 정서와 진로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정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Kidd, 1998; Caruso & Wolfe, 2001). Di Fabio, 

Palazzeschi & Bar-On(2012)의 성격요인, 핵심자기평가, 정서지능과 진

로의사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진로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며 진로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Brown, George-Curran, & Smith, 2003).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한 박성실(2011)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평가, 조절, 활용하는 사람

들은 진로결정을 효율적으로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로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지능 자체가 진로결정에 주는 영

향 보다는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주는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정저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관련 매개 변

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광희(2008)의 4년제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높

아 진로결정과제를 수행하는 태도인 진로결정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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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행동 선택과 행동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인문계열이 이공계열보다 정서지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

공계열에 따라 정서지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지능

은 진로결정과 같은 진로문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Lucas, 

Skokowski & Ancis(2000)는 진로문제에 얽혀있는 정서적 문제를 상담에

서 함께 다루면 진로의사결정이라는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진로상담 시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명료화하고, 조

절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필요가 있다(권

해수, 2014). 이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붕환 외(2012)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능력인 직업기초능력의 영역 

중에서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개발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이 직업기초능력과 연계하여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관련 변인 중 정서적 안정성은 성격 

특질(trait)이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공윤정, 2014). 진로

상담에서는 성격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주로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성은 진로 행동보다는 진로선택에 있

어서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정서지능은 교육, 코칭, 상담을 통해 향

상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Brown & Hirschi, 2013; DiFabio, Palazzeschi, 

& Bar-On, 2012)알려져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정서변인 중 진로교육 및 상담에 있어서 개입이 가능한 정서지능과 진로준

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적 정서를 긍정

적 정서로 조절하여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서

지능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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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결정자율성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자

율성의 수준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0).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일으

키고 행동의 강도와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로 행동을 지속시키

는 기능을 한다. 인간은 자율적인 동기에 의해 행동을 수행할 때 보다 적극

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Deci & Ryan, 2000, 2002). 자기결정성 이

론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수행하는 행동이나 과제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

과 만족에 의한 동기로 자율성이 가장 높은 동기이다. 또한 외부에서 부과

된 가치를 내면화 시킨 확인된 조절은 외재적 동기에 속하지만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irschi et al(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주도적인 동기는 진로관여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를 근거로 진로상담가들은 진로상담에 있어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주도적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Vondracek, Ferreira, & Santos(2010) 또한 동기가 실제적으

로 주도적 진로행동을 촉진한다고 제시하였다. Guay(2005)의 연구에서는 

자율성 수준에 따른 동기 유형들은 진로탐색과 같은 진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Blustein(1988)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동기와 진로탐색 신념 및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 진로탐색 신념 및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났고, 자율성 차원의 내재적 동기가 통제성 차원의 외재적 동기보다 

진로탐색 신념 및 행동과의 관계에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lum & Blustein(2000)의 연구에서도 외재적인 동기보다 내재적인 동

기가 진로탐색행동과 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 Maarte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자율적인 직업탐색 동기를 가진 실직자가 그렇지 

않은 실직자보다 직업탐색행동을 보다 지속적으로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안

녕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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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율성 차원의 동기는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등 

진로관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

결정자율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지연행동의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조규판, 장은영(2012)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고운, 이기학(2007)의 연구에서는 자율성 차

원의 동기 유형인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부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정영숙

(201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 확신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취업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취업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교 1·2학년의 

경우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을수록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였지만, 이

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가는 것과 같은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은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에 의해서만 달라졌다. 대학교 3·4학년의 예비적 취

업준비행동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 확신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지

만,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은 진로결정자율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4학년들이 입사지원, 이력서의 작성과 같이 실제적인 구

직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진로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학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

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고,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연, 이숙정(2013)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결정성 중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간접경로만 유의하고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 1개의 학생들만을 

편의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현심, 홍

혜영(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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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자율성과 관련된 유사개념으로 내적통제소재가 있다. 통제소재는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Rotter, 1966)하는데, 이 중 내적통제소재는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의 

능력 또는 노력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에 원인을 두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적통제소재를 지닌 사람은 성공 또는 실패가 자신의 노력이나 능

력에 있다고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DeCharms(1983)는 자

신의 행동에 스스로 인과적 책임이 있다고 인식할 때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가 된 것이고 반면에 개인이 자신의 행동원인을 보상이나 처벌 등 외부 요

인에 귀인할 때 외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형민 

외, 2015). 내적통제소재와 진로행동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내적통제

소재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Bernardelli et al, 1983; Greenhaus & Sklarew, 1981; Noe & Steffy, 

1987), 내적통제소재가 높은 사람은 외적통제소재가 높은 사람들보다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 1990). 그 외 다수의 연구에서 내적통제소재는 진로준비행동, 진

로관여행동 등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조남

근 외, 2015; 손은령, 손진희, 2005; Bejerholm & Eklund, 2007), 이는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내부로 돌릴수록 진로 관련된 활동

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

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진로결

정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변인으로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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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적응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적응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혹은 태도이자, 현재의 당면한 직업

적 발달과업, 직업전환, 그리고 개인적 외상에 대처하는 자원과 준비도를 나

타내는 사회심리적 변인을 의미한다(Savickas, 1997). 변화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태도인 진로적응력은 진로성공에 있어 중요한 핵심능력으로 제시되

고 있고(O’Connell, McNeely, & Hall, 2008),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

이 가져야할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성소연, 배성아, 2015). 또한 

진로적응력은 개인의 직업적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전략으로 기능한다

(Savickas,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Taber & Blankemeyer(2015)의 연구에서 미래진

로자아(future work self)와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이 주도적 진

로행동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진로적응력은 주도적 진로행동의 관여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schi et al.(2013)은 예측불가

능한 진로환경에서 스스로 진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적응적인 

능력이자 태도인 진로적응력은 주도적인 진로행동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Creed, Muller, & Patton(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탐색,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며 진로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과 유사개념인 진로탄력성,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진로적응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환경에서 나타

나는 특수한 탄력성으로 이미 지난 과거의 역경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이고, 진로적응력은 과거의 역경상황에 대한 회복력 뿐 아니라 아직 오

지 않은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진로적응력과 진로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적 조건이

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해간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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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김미경, 2014).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강현희

(2015)의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영향을 낮추고 진로

준비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진로탄력성이 높으면 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진로탄력성 개발을 위해서 학습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구직과 관련한 진로계획 및 행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고난, 역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직

면하여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대상

으로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김지연, 이기학(2014)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

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

성은 대학생의 진로 또는 취업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 진로적응

력의 유사개념인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

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이고 할 수 있다(김수복, 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

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장이슬, 송병

국(2015)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적응유연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김봉환(2010)의 연구에서 적응유연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적응력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유기은, 이기학(2015)의 연구에서 

진로적응력은 진로관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 및 진로적응력의 유사개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

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진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이자 다차원적인 변인인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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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진로적응력이 높은 대학생은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에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라.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율성의 관계

정서는 동기의 원천으로(Greenberg & Paivio, 2003), 정서를 경험할 때

마다 동기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공포는 도피하려는 동기를 수반하고, 분

노는 공격하려는 동기를 수반하게 된다. 정서활용을 통해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최선을 결정을 이끌 수 있다(Cote & Miners, 2006). 

지금까지 진로 분야에서 진로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기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내재적 동기가 높은 개인은 유능감을 지각하고 긍정적 경험

을 많이 함으로써 진로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기

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로준비를 하면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가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동기체계이

론에서는 목표와 개인작인신념 이외에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Ford, 

1992), 이는 인간이 동기를 유지하고 촉진하게 하는데 있어 정서의 영향이 

크며, 부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목표와 신념이 높을지라도 동기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안윤정, 2015). 그 외 접근-회피 동기체계

(Davidson, 1994, 1998)에서는 긍정정서를 경험할 때는 접근동기체계가 

활성화되고,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는 회피동기체계가 활성화된다고 제시되

고 있다. 

정서와 관련된 변인 중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Wong & Law, 2002)으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서를 지각하고 조절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동기부

여가 가능하다. 이처럼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 Csikszentmihalyi(1996)가 

제시한 ‘몰입(Flow)’상태를 경험하게 된다(송선희, 2013; 박영신, 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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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2001). 몰입은 어떤 활동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최적의 심리현상

(Csikszentmihalyi, 1975)으로 자신의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

능을 수행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동기의 관계에 있어서 선

행연구에서는 주로 학습상황에서 학습동기와 직무수행상황에서 직무동기 등

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김태영, 2016; 천고운, 2014; 김동훈, 

2006; 이규면, 2010; Goleman, 1995)이 대부분이고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서지능

이 자율적인 동기인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부 연구(천고운, 2014; 김동훈, 2006)와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율성과의 

유사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율성과

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서지능처럼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사개념인 긍정심

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으로 구성되며, 성취와 성공

을 향한 개인의 긍정적 인지상태를 의미한다(한주희, 고수일, 2006). 기업

의 구성원 및 리더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임파워먼트, 개인창

의성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최익성, 장영철(2014)의 연구

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내재적 동기와 개인 창의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긍정심리자본이 개발 가능한 상태적 특성을 지닌 변

인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긍정심리자본을 개발하고 활

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진 

사람은 목표달성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진로과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내재

적 동기를 가지게 되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성과 진로정체성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공윤정(2014)의 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은 정서적 안정성

과 진로정체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고,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안정

성이 높은 사람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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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런 욕구의 충족을 통해 진로정체성 형성이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성격적인 특질(trait)은 변화하기 어렵지만, 상담자는 내담자가 주

어진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

요하다(Brown & Hirschi,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윤정(201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고가 도전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장

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인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외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율성과 관련된 유사개념 중 학습동기 및 직

무동기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를 통해서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율성

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는 학습자

가 학습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몰두할 수 있도록 이끄는 

내적인 심리상태(박선정, 2011)를 의미한다. 정서는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주의집중, 학습,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습자의 목표 

및 동기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Ford, 1992). 정서와 학습동기의 관계

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긍정적 정서는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정서는 학습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

호, 2013; 조한익, 황정은, 2012). 정서지능과 학습동기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지능은 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태영, 2016; 

Goleman, 1995), 간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

재철,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정서지능 향상을 통해서 학습목

표의 성취와 학습동기 내면화를 이루어 학습동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서지능은 학습상황에서 내적동기화를 높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김미희, 2010).

직무동기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며 일을 하

고자 하는 의욕이 발생하는 것으로, 직무수행과정에서 내적, 외적 형태로 나

타나는 동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규면, 2010). 호텔 근로자의 

정서지능은 직무동기와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 70 -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직무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규면, 2010). 

이를 통해 정서지능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유지하며, 이는 결국 직무와 조직에 대한 만족과 몰입을 유도하게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병준, 김동환(201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내재적 동기를 높여서 참여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를 통해 정서가 동기의 원천(Greenberg & Paivio, 2003)임을 밝

혔다.

Deci & Ryan(2000)은 자기조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성의 자

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목표 및 가치와 잘 통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정서적 능력인 정서지능은 진로상황의 특수

적인 맥락에서의 동기인 진로결정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

된다. 즉,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 욕구를 보다 쉽게 

충족하면서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를 바탕으로 정서지능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준비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긍

정적 정서로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즐거움과 흥미에 의해서 진로행동을 수행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진로준비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

인 정서로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할 경우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를 위한 행

동을 하려는 개인의 자율적 동기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마. 정서지능과 진로적응력의 관계

개인이 진로를 선택, 준비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정서는 적응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Lazarus, 1991). 진로전환기에 환경에 적응하려는 과정에

서 개인은 좌절을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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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과 진로적응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Coetzee & Harry(2014)는 정서지능은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정서지능의 하위요소 중 특히‘자기정서이해’가 진로적응력

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선영(2015)는 대학생의 진로적

응력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검증을 통해서 정서지능 중 ‘정서활

용’이 진로적응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진

로적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생애만족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생

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서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인 진로적응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유나현, 이기학(2005)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적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서지능은 적응과정에서 필요한 성공을 위

한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 외 대학생을 대상의 정서지능과 진로미래의 관계에 대한 안윤정

(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은 부정적 진로전망을 제외

한 진로미래의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은령, 

이순희(2012)의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으며, 진로

적응력은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 중 성격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

어 왔다. 성격 5요인 중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서적 안정성(Costa, McCrae, 

1985)은 진로탐색 및 선택한 진로에 대한 헌신(commitment)에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진로탐색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갈등이 있을 

때 회피적 대처를 사용한다(Brown & Hirschi, 2013; Kelly & Pulver, 

2003). 이처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은 진로선택 이후의 

진로적응이나 진로탐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수림, 배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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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습몰입과 대학생활몰입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정서정보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집중이 요구되는 과제를 어려움 없이 수행함으로써 학교와 사회생활

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정서지능은 진로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고려된다.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

하고,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조절하고, 정

서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역할을 하는 정서지능은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

진로적응력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

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자율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을 들 수 있다. 자율성은 내재적 동기의 중요

한 요인이며, 내재적 동기는 진로적응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Deci & Ryan, 1985, 2000). 

대학 진학을 앞둔 프랑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Pouyaud et 

al(2012)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내재적 동기는 진로적응력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종단연구

를 한 Hirschi(2010)는 동기는 개인이 직면한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내재적 동기가 진로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 중 신윤정(2013)은 진로소명과 진로적응

력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는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외부

의 요인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만족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높은 진로적응력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성소연, 배성아(2015)의 연구

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결정이 내재적 동기에 기반 할수록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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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이 높고, 진로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 높다

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예진(2010)의 연구에서는 동기체계이론

(Ford, 1992)에 근거하여 차별적 특성을 가지는 군집 유형(긍정 확신형, 

외적 조절형, 내적 조절형, 무기력형, 정서 불안형)을 확인하였고, 각 군집별

로 진로적응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유형 중 긍정 확

신형이 진로적응력이 가장 높았고, 정서 불안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동기 수준이 진로적응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자율성과 관련된 유사개념으로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의 능력 또

는 노력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에 원인을 두는 성향을 의미하는 내적통제

소재가 있다. 내적통제소재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여러 실증

연구(김나래, 2013; 조남근 외, 2015; Hirschi, 2009)에서 내적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게 나타나 내적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여 진로장면에서 보다 적응적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내부로 돌릴수록 일의 세계 변화와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uffy(2010)의 연구에서 통제감(sense of control)은 직업 환경에 적

응적인 능력이자 태도인 진로적응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이 일의 세계에 대해 적

응할 수 있다는 능력과 태도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Hall & 

Chandler(2005)는 진로전환과정에서 동기화된 개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에도 적응을 위한 행동을 지속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상 논의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와 관련하

여 개인의 흥미와 만족에 기반한 내재적 동기 및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내면화시킨 확인된 조절과 같은 자율적인 동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직업 환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적응력을 높이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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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관계

1)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효과

정서는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조절, 통제하며,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

달시키는 역할을 한다(Young, 1996). 동기체계이론(Ford, 1992)에서는 

동기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목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자기주도적 신

념 그리고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동기체계의 각각의 핵심요소들이 충족이 

될 때 동기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학습 및 능력 개발이 촉진되고 개인의 자

율성과 안녕감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Ford & Smith, 2007). 목표에 대

한 개인의 정서는 동기체계를 증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행동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Frijda, 1988). 즉, 개인이 미래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

상할수록 동기체계를 증가시켜 목표 행동을 촉진하는 힘을 제공하며, 부정

적으로 예상할수록 동기체계를 감소시켜 목표 행동에 대한 힘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Ford & Smith, 2007).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 조

절, 활용하는 정서지능은 동기체계이론(Ford, 1992)에서 제시한 정서가 목

표와 자기주도적 신념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와 

관련된 독립적인 능력으로 확장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촉진하는 동기적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율적 동기

인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Lent, Brown, & Hackett, 1994)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 요인은 

환경맥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흥미를 발달시키고 목표선택을 

하고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자기효능감은 

동기적 요인으로 행동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김태환, 2013). 

Brown, George-Curran & Smith(2003)는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직업탐색과 직업헌신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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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정서 경험을 사고와 행동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제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정승헌, 김금미(2010)의 연

구에서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

준비행동에 있어서 진로탐색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학생을 대상

으로 정서적 안정성과 진로정체성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확

인한 공윤정(2014)의 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은 정서적 안정성과 진로정체성

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고, 이는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안

정성이 높은 사람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

고, 이런 욕구의 충족을 통해 진로정체성 형성이 촉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변

인인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2)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

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관련 실증연

구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과 진로관여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Niforooshan & Salimi(2016)의 연구에서 성격의 하위요인 중 활

동은 진로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신경증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인 진로관여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또한 진로적응력은 성격의 하위요인 중 활동과 진로관여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신경증과 진로관여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진로적응력은 특정한 성격영역과 진로관여를 매개하며, 

진로구성주의에서 제시한 진로적응반응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진로적응력

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유기은, 이기학(2015)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아지며 진로적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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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진로관여행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미래

에 대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불확실한 미래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

처하여 진로탐색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나

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대상의 손은령, 이순희(2012) 연구에서는 낙

관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낙관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기대를 의미하는 낙관성은 

진로분야에서 진로결정 등 진로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확신성의 정도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낙관성은 진로결정수준 뿐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적응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환경

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진로결정과 준비과정에서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

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에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인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

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관련 실증연

구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 대상의 김지근, 이기학(2016)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

관여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과 준비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적인 동기가 적응자원인 진

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적응력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진로관여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현심, 홍혜영(2010)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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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행연구

직접

효과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Ÿ 강원덕, 안귀여루(2015), 권해수(2014), 박성실(2011),    

양수진, 송영수(2015), 정승헌, 김금미(2010),            

Brown et al. (2003),   Di Fabio & Palazzeschi(2012)

직접

효과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준비행동

Ÿ 김지근, 이기학(2016), 박고운, 이기학(2007),          

박소영, 정영숙(2011), 송현심, 홍혜영(2010), Blustein(1988), 

Deci & Ryan(2002), Flum & Blustein(2000), Guay(2005), 

Hirschi et al.(2013)

직접

효과

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

Ÿ 강현희(2015), 김봉환(2010), 김지연, 이기학(2014),     

장이슬, 송병국(2015), Creed et al.(2003),            

Hirschi et al.(2013), Taber & Blankemeyer(2015)

<표 II-12> 변인 간 관계 선행연구 종합

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

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매개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고운, 이기학(2007)의 연구에서 자율성 차원의 동기 유형인 내재적 동기

와 확인된 조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진

로결정과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자율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진로과업을 즐

겁게 혹은 중요하게 인식하여, 진로준비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진로준

비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진

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적

응적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다차원적인 변인인 진로적응력은 매

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 진로준비행동 및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관계 종합

지금까지 논의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

로적응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 II-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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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행연구

직접

효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Ÿ 공윤정(2014), 김동훈(2006), 김태영(2016), 심재철(2014), 

이규면(2010), 조윤정(2010), 최익성, 장영철(2014), 

Goleman(1995)

직접

효과

정서지능→

진로적응력

Ÿ 안윤정(2015), 유나현, 이기학(2005), 하선영(2015),     

Coetzee & Harry(2014)

직접

효과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Ÿ 성소연, 배성아(2015), 신윤정(2013), 이예진(2010),      

조남근 외(2015) , Duffy(2010), Hall & Chandler(2005), 

  Hirschi(2010), Pouyaud et al.(2012),  

간접

효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준비행동

Ÿ 공윤정(2014), 정승헌, 김금미(2010),                  

Brown, George-Curran & Smith(2003), Frijda(1988)

간접

효과

정서지능→

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

Ÿ 손은령, 이순희(2012), 유기은, 이기학(2015), 

  Niforooshan & Salimi(2016)

간접

효과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

Ÿ 김지근, 이기학(2016), 박고운, 이기학(2007), 

  송현심, 홍혜영(2010)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서지능이 낮을 경우 대학생의 주도적인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율

성을 높여준다면, 진로적응력은 높아지고 결국은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증가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정서지능이 낮을 때, 정서지능

을 높이기 위한 진로개입을 하거나 진로결정자율성을 활용하여 진로적응력

을 증진시킨다면, 실제 수행의 차원인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진로적응력은 심리사회적 구인으로서 개인생애주기와 

발달적 맥락 안에서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도 적응하는 미래지

향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면,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구성주의이론의 진로적응모형에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적

응준비인 동기는 적응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인 진로적응력을 활용할 

때, 적응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Savickas199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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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진로적응력은 적응(adaptation)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준비도를 높이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인

지진로이론의 진로관리모형에서 개인의 정서는 개인맥락변인으로 진로행동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볼 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로서 정서적 요

소인 정서지능과 동기적 요소인 진로결정자율성은 적응자원인 진로적응력을 

통해서 적응반응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구

조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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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고찰을 토대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정서지능, 진

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성과 구조모형 내에서 각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

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내생변인으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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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행동을 설정하고, 외생변인으로 정서지능을 그리고 매개변인으로 진로

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의 각 잠재변인들의 관찰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도

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인인 정서지능은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활용, 정서조절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인인 진로결

정자율성은 진로결정자율성 단일요인으로 설정하고, 진로적응력은 관심, 통

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구성하였다.

인과적 구조모형 내에서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

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정서

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대

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모

형은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2015년 

조사된 우리나라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는 1,520,850명이며 수도

권에 재학 중인 학생은 578,411명(38%)이며, 비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

은 942,439명(62%)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1:1.6의 비율로 

나타났다(교육통계연보, 2015). 지역별 학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70개(37.0%),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시도)에 119개(63.0%)의 대학교가 있다. 4년제 대학의 지역별 학교 수와 

학생 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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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재적생수 재학생 수 휴학생수

서울 38 500,178 371,702 128,476

경기 29 242,426 174,384 68,042

인천 3 46,379 32,325 14,054

부산 12 208,811 149,545 59,266

대구 3 67,079 47,629 19,450

광주 10 87,415 63,660 23,755

대전 11 115,724 85,496 30,228

울산 2 23,852 16,104 7,748

세종 1 19,707 13,563 6,144

강원 8 109,341 74,660 34,681

충북 10 105,577 74,645 30,932

충남 13 167,172 121,323 45,849

전북 9 94,571 66,810 27,761

전남 10 49,941 36,443 13,498

경북 18 169,540 118,461 51,079

경남 10 87,657 62,348 25,309

제주 2 17,923 11,752 6,171

합계 189 2,113,293 1,520,850 592,443

자료: 교육부. (2015).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부

<표 Ⅲ-1> 4년제 대학의 지역별 학교 수와 학생 수 (2015년 기준)

대학교의 학년 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2>과 같다. 1학년은 

468,904명, 2학년은 620,154명, 3학년은 473,031명, 4학년은 544,215

명, 5학년 이상은 6,989명(공학계열의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약학)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비율(1학년 기준)은 학년 순으로 1.0 : 1.3 : 1.0 : 1.2 

: 0.01 으로 나타났다.

구분
재적학생 수

(명) (%)

1학년 468,904 22.2

2학년 620,154 29.3

3학년 473,031 22.4

4학년 544,215 25.8

5학년 이상 6,989 0.3

총계 2,113,293 100

자료: 교육부. (2015).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부

<표 Ⅲ-2> 4년제 대학의 학년별 학생 수(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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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전공계열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Ⅲ-3>와 같다. 인문·계열

과 사회계열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617,993명,   자

연계열과 공학계열을 포함한 자연·공학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562,882명

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전체 재학생 수의 약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와 자연·공학계

열 전공 재학생수의 비율은 약 1.1:1로 나타났다. 

구분 세구분
재학생 수

(명) (%)

인문·사회계열
인문계열 195,247

617,993 40.6
사회계열 422,746

자연·공학계열
자연계열 184,459

562,882 37.0
공학계열 378,423

교육계열 교육계열 70,762 70,762 4.7

의약계열 의약계열 103,251 103,251 6.8

예체능 계열 예체능 계열 165,962 165,962 10.9

합계 1,520,850 100

자료: 교육부. (2015).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부

<표 Ⅲ-3> 4년제 대학의 전공계열별 재학생 수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4>와 같다. 남학생 

790,990(52.0%), 여학생 729,860 명(48.0%)이 재학하고 있으며, 남학생

수와 여학생수의 비율은 약 1.1 :1의 비율로 나타났다.

구분
재학생 수

(명) (%)

남성 790,990 52.0

여성 729,860 48.0

합계 1,520,850 100

자료: 교육부. (2015).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부

<표 Ⅲ-4> 4년제 대학의 성별에 따른 재학생 수(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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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1) 표집크기

이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

준의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자는 추정법과 모형적합도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설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추정법을 고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는 최소

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으로 알려져 있다. 표본의 크기가 이

보다 증가한다면 ML 추정법은 자료들 간의 차이를 탐지하는데 민감성이 증

가한다. 따라서 표본크기 200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AMOS

의 bootstrapping은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자

료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보

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부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모형적합도를 고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모형적합도의 경우에는 

통계적 검정이 가능한 지표인 은 표본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특

히 50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경우 모델에 관계없이 귀무가설을 기각하

게 된다. 따라서 500개 이하의 표본이 사용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형은 간명한 모

형보다 안정적인 추정치를 얻기 위해 더 큰 표본의 크기를 요구하기에 설정

한 연구모형의 추정모수의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entler & Chou, 1987).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4개의 잠

재변수와 12개의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추정모수의 수는 (2*

관찰변인의 수)+(경로의 수)+(공분산의 수)에 따라 (2*12)+6으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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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

시한 문헌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10:1 정도의 비율을 목표로 하면 적당하다

고 여겨진다(Kline,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적어도 300개 이상의 사

례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이 

연구에서는 300~500개의 표본 크기가 권장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전공, 

성별에 따라 모집단을 구분하고, 한 범주에 최소 3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

하도록 최소 목표 표본 수를 480명으로 설정하고, 회수율을 고려하여 560

명을 대상으로 표집을 시행하였다.

2) 표집방법

이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층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의 속

성에 의해서 여러 개의 하부 집단을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집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

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전공, 대학소재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를 표집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 다수 존재하지만 층화기준의 수가 많아지면, 최소 크기 집단의 적정 표

집의 수가 30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다양한 층화기준

이 많을수록 표집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대학 소재

지(이제경, 2004; 이종찬, 홍아정, 2013), 전공계열(이제경, 2004, 서희정, 

윤명희, 2014), 성별(이제경, 2004; 서희정, 윤명희, 2011; 권해수, 2014; 

홍성주, 최은영, 2016)에 따른 층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수행하였다. 

모집단인 국내의 4년제 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목표 모집단을 표집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과 전공계열 그리고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

여 표집하였다. 층화군집표집의 과정으로는 1차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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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3개교, 비수도권 5개교로 표집하였다. 2차적으로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전공계열의 경우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특화되어 있는 교육계

열, 의학계열, 예체능 계열의 전공은 제외하고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을 1.1:1의 비율을 고려하여 인문·사회계열 37명, 자연·공학계열 33

명을 표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비중을 고려하여 남녀 1.1:1의 비율에 

따라 남학생 37명과 여학생 33명을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진로준

비행동은 진로결정 이전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이후의 진로준비행동을 

의미하므로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게 되는 3~4학

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집단 표집방법은 다음 [그림 Ⅲ-2]

와 같다.

[그림 Ⅲ-2] 층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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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도구로 자기보고식 설문

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그리고 일반

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진로

준비행동 18문항, 정서지능 16문항, 진로결정자율성 32문항, 진로적응력 

24문항, 일반적 특성 5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

(content validity),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과 신뢰도 분석 절차를 거쳤다. 먼저, 조사도구의 내용 적합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 박사 수료생 2명

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측정문항의 진술이나 표현 방

식이 조사대상에 적절한지, 응답하기에 질문이 명확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

를 받았다. 이후 안면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구의 내용이 이 연구의 연구대상인 대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는 4년제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중 불성실 응답 

4부를 제외하고 총 76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하였고,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후 문항 제거 시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본 조사에서 조사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표준화 적재치(표준화회귀

계수)가 0.5이상 이상이면 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김계

수, 2010).  본 연구에 활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를 통해 신

뢰도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최종 조사도구의 구성은 다음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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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수 문항번호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6

Ⅰ

1, 2, 3, 8, 9, 17

도구구비활동 5 4, 5, 13, 14, 15

목표달성활동 7 6, 7, 10, 11, 12, 16, 18

정서지능

자기정서이해 4

Ⅲ

1, 2, 3, 4

타인정서이해 4 5, 6, 7, 8

정서활용 4 9, 10, 11, 12

정서조절 4 13, 14, 15, 16

진로결정자율성

내재적 동기 8

Ⅱ

1-8번 각 문항의 A번

확인된 조절 8 1-8번 각 문항의 B번

부과된 조절 8 1-8번 각 문항의 C번

외재적 조절 8 1-8번 각 문항의 D번

진로적응력

관심 6

Ⅳ

1-6

통제 6 7-12

호기심 6 13-18

자신감 6 19-24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전공계열,

학년, 대학소재지
5 Ⅴ 1-5

총계 95 -

<표 Ⅲ-5 >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가. 진로준비행동 측정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봉환, 김계현(1997)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대학교에 진로지원센터의 개

설이 활발한 경향을 반영한 2문항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임은미, 이명숙

(2003)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추가된 2문항은 8번“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와 12번“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

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지원실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한 적이 

있다”이다. 김봉환, 김계현(1997)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4, 임은미,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88로 나

타났다.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는 정보수집활동 .82, 도구구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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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실천노력활동 .81.으로 보고되었다. 이 측정도구를 활용한 김종운, 김

현희(2016)의 연구에서는 정보수집활동 .83, 도구구비활동 .85, 실천노력

활동 .81로 나타났다. 본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정보수집활동(6문항), 도구

구비활동(5문항), 실천노력활동(7문항)의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문항으로 되어있다. 반응양식은 원도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가 사용

되었으나, 문항응답방식의 일관성과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위하여‘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반응하는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사 실시에 앞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측정문항 

중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 4“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

어 보았다.”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확인하여‘팜플렛’을 

‘팸플릿(소책자)’으로 수정하였다. 문항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

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지원실 또는 카운슬링 & 리더십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의 경우, ‘진로지원실 또는 카운슬링 & 리

더십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현재 대학교 내의 취업지원관련 기관을 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취업지원센

터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 도구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888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83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예비조사에서는 .746~.793 

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689~.76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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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76) 본조사(n=488)

진로준비행동 .888 .838

정보수집활동 .746 .762

도구구비활동 .793 .689

목표달성활동 .768 .698

<표 Ⅲ-6>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나. 정서지능 측정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Wong & Law(2002)가 개발하

고 탁진국(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활용하였다. Wong & Law(2002)의 정서지능척도

는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활용, 정서조절 4가지 요인 16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Wong & Law(2002)는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가 . 80, 

탁진국(2007)은 .90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정서이해 .87, 

타인정서이해 .81, 정서활용 .83, 정서조절 .86이었다. 본 조사도구의 응답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 분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76) 본조사(n=488)

정서지능 .835 .922

자기정서이해 .782 .788

타인정서이해 .753 .804

정서활용 .751 .806

정서조절 .837 .867

<표 Ⅲ-7> 정서지능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35 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92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정서지능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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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751~.837, 본 조사

에서는 .788~.867로 나타났다. 

다. 진로결정자율성 측정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 측정은 Guay(200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CDMAS(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를 한주옥

(2004)이 번안하고 김태환(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의 4가지 요인

으로 구성되며 각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

도로 되어있다. 김태환(2013)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

수는 .89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내재적 동기 .906, 확인된 조절 .878, 부과된 조절 .899, 외

재적 조절 .942로 나타났다. 

응답 점수 환산방법은 4가지 유형의 동기 점수를 각각 계산한 후, 상대적 

자율성 지수(relative autonomy index)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진로

결정 자율성 지수는 (내재적 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 조

절)의 공식으로 총 8개의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모든 자율성 지

수를 합산하여 얻어진 총점지수를 단일지표로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율성 

지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12 으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896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진로결정자율성

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예비조사에서는 

.873~.937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816~.94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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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76) 본조사(n=488)

진로결정자율성 .912 .896

내재적 동기 .913 .866

확인된 조절 .873 .816

부과된 조절 .924 .908

외재적 조절 .937 .940

<표 Ⅲ-8>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라. 진로적응력 측정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Savickas & Porfeli(2012)

가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이 번안하

고 노윤신(201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AAS는 2012년 개

발된 진로적응력 측정도구로, 진로적응력의 4가지 차원인 관심, 통제, 호기

심, 자신감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진로를 쌓아가는데 활용되는 강점들을 얼마나 지

니고 있는가를 묻는 형태로 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12로 

나타났고, 각 하위척도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관심이 .797, 통

제가 .824, 호기심이 .807, 자신감이 .804로 나타났다.

구 분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76) 본조사(n=488)

진로적응력 .893 .912

관심 .824 .797

통제 .779 .824

호기심 .771 .807

자신감 .753 .804

<표 Ⅲ-9> 진로적응력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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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93으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91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진로적응력을 구성

하는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예비조사에서는 .753~.824로 나

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797~.824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4년제 

대학교 3~4학년 이상의 대학생이며,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80명을 표집하여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76명의 자료가 분석

에 활용되었다. 

본조사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

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표집 대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4학년 이상

의 대학생으로 각 학교의 협력자를 각 1~2명 섭외한 후, 연구 목적과 설문 

조사 실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협력자

가 종이 설문지 배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KSDC DB(사회과학 조

사·통계자료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 학교당 최소 60부의 표본을 얻기 위해 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5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에 관한 안내문

을 함께 동봉하였으며, 전공계열 및 성별에 대해 비율표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선정에 대한 설명하였다. 또한 각 협력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여 설문응답의 성실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총 8개 대학교에 560부를 

배포하여 54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6.8%).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응

답, 이상치 등을 제외한 48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되어 유효 자

료율은 8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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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된 488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Ⅲ

-10>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250명으로 

51.2%, 여학생이 238명으로 48.8%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3학

년이 231명으로 47.3%, 4학년이 257명으로 52.7%의 비율을 보였다. 전공 

계열에 따른 분포는 인문·사회 계열이 250명으로 51.2%, 자연·공학계열

이 238명으로 48.8%의 비율로 나타났다. 소재 지역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

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이 125명으로 25.6%, 비수도권 소재지의 

대학생이 363명으로 74.4%의 비율을 보였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250 51.2

여학생 238 48.8

학년
3학년 231 47.3

4학년 257 52.7

계열
인문·사회계열 250 51.2

자연·공학계열 238 48.8

소재지역
수도권 125 25.6

비수도권 363 74.4

합계 488 100

<표 Ⅲ-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 자료 분석

이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SPSS 22.0 for 

Windows,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

요 통계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관계 구명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 96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찰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변인간의 관계

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으로 설정된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 모형을 검증 및 개발

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정한 모형의 검증에 그치지 않고, 모형의 적

합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모형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Anderson & Gerbing, 1988). 구조방

정식은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측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고려하

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개념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모수의 추정치뿐

만 아니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해하여 제시하므로 복잡한 변

인간의 영향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배병렬, 

2014). 구조방정식은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관찰변인을 활용하여 직접적으

로 측정이 어려운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관계를 구명하여 이론적 모델을 만

드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은 

측정모형을 먼저 검토하여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그 후에 구조모

형을 검토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

오류가 발생할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구조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연구결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1단계 접근법보다 2단계 접근법이 이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구조

방정식 분석은 여러 단계의 회귀분석을 동시에 하는 분석으로서 회귀모형이 

필요로 하는 가정을 구조방정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은 ① 입력자료 점검, ② 측정모형 분석, ③ 구조모형 분

석, ④ 매개효과 분석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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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자료 점검

입력자료 점검에서는 결측치 처리, 이상치 제거, 다변량 정규성 분석, 다

중공선성 확인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측치 처리는 결측치가 총 문항의 

10%보다 많은 경우는 자료를 제거하고, 10%보다 적게 나타난 경우 평균대

치법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정교화하기 위해서 이

상치(outlier)를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할

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통계치와 평균에서 표준편차 거리인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의 절대값이 3 이상인 경우를 이상치

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는 관찰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

문에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만

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변량 정규성이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종필, 2013; 배병렬, 2014). 이 연구에서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였

고, 정규성 판단기준으로는 Curran, West & Finch(1996)이 제시한 왜도

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 이내로 설정하였다. 다변량정규성은 다

변량 첨도지수가 5.66을 초과할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

로 판단한다(배병렬, 2014).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종속변인을 설

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

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공차한계(>0.10, Tolerance)와 분산팽창요

인(<10,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기준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

다(Kli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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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은 관찰변인에 의해 잠재변인이 얼마나 잘 측정될 수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개념의 타당도와 관련된다. 즉, 측정모형 

분석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잠재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연구에서 측정모형분석

은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인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

성 및 진로적응력을 측정하는 총 12개의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

합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요인

계수, 측정오차, 요인상관 등을 확인하여 각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

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측정모형이 자료에 얼마나 부합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 모형적합도 지수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적합도 지수 선택에 있

어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문수백, 2013). 카이제곱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지만 사례 수와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

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카이제곱검정 이외에 절대적합

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과 같은 모형 적합도지수를 고려하여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관찰변인들이 추상적 개념인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를 

분석하는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계

수(요인적재량), 잠재변인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측정모형의 집중(수렴)타당

도,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집중(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잠

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의 일치성으로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

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

인계수가 .50 ~.95의 값을 가질 때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Bagozzi & Yi, 1991).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서로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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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간의 상

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잠재변인 간의 상관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8-1.0)

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경우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잠재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분석은 구조모형설정, 모수추정, 모형 적합도 

평가, 경로계수 확인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가설적 구조관계에 따라 정서지능을 외생변인으로 진로결

정자율성, 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을 내생변인으로 구조(이론)모형을 설정

하였다. 이후 모수추정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

트래핑 방법이란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배병렬, 2014)

으로서 자료를 통해 얻어진 표본상관행렬로부터 무선표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의 유의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변

량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있어 가장 안정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문수백, 2013). 유의수준 5% 수준

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재표집화 횟수는 1,000회로 지정하여 모수 추정

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경로계수를 검증하였다. 구조모

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 모형적합도 지수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적합도 지수 선택에 있

어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문수백, 2013). 카이제곱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지만 사례 수와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

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카이제곱검정 이외에 절대적합

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과 같은 모형 적합도지수를 고려하여 

구조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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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 Ⅲ-11>과 같은 모형적합지수들을 기준으로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

였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절대적합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0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 .05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TLI(Tucker & Lewis Index)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간명적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50

PNFI(Parsimony NFI) ≥ .50

PCFI(Parsimony CFI) ≥ .50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10

<표 Ⅲ-11> 모형적합지수 해석 기준

모형적합성을 확인한 이후에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

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

(direct effect)는 한 변인이 다른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

되는 것이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것을 총효과(total effect)라고 한다. 

라.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이 있는 다중매개모델(multiple mediator 

model)이다. AMOS에서는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이 있을 때 전체 매개효과

의 합만 산출되고 각각의 매개변인의 효과와 유의성은 검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매개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이 포함된 별도의 경로도형을 새로 만들어서 파악

해야 한다(허준, 2014). 팬텀변인을 활용한 다중매개효과 검증은 기존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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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모형에서 두 개 이상의 직접효과의 곱으로 구성된 간접효과를 팬텀

변인을 통해 하나의 경로계수로 구성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는 방식이다(배병렬, 2014). 

본 연구에서는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절차는 배병렬( 

2014)이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에 개별매개경로에 대한 

팬텀변인을 생성하고 각 경로별 직접효과의 곱의 형태로 된 간접효과를 하

나의 단일계수로 적용하여 개별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후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법을 통해서 재표본추출은 1,000번을 실시하고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은 BC(Bias-Corrected)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설정

하여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s)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hrout & Bol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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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자료 점검

가.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는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변인이 잠재변인으로, 각 1개에서 4개의 관찰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

한 관찰변인의 응답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평균의 개괄적인 기

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변인 응답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 
평균

진로준비행동 18-90 49.12 9.21 3.07

정보수집활동 6-30 18.27 3.18 3.66

도구구비활동 5-25 14.35 3.72 2.87

실천노력활동 7-35 16.50 4.12 2.75

정서지능 16-80 53.54 7.86 3.35

자기정서이해 4-20 11.41 1.87 3.85

타인정서이해 4-20 14.72 2.75 3.58

정서활용 4-20 13.88 2.97 3.56

정서조절 4-20 13.53 3.03 3.38

진로결정자율성 -64-64 14.66 13.14 -

진로적응력 24-120 90.37 10.95 3.77

관심 6-30 22.94 3.30 3.93

통제 6-30 23.39 3.58 4.02

호기심 6-30 22.15 3.42 3.77

자신감 6-30 21.89 3.33 3.65

주 1. n=488
주 2. 진로결정자율성은 (내재적 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 조절)에 공식에 의하여 
구해지기 때문에 5점 환산평균이 없음.

<표 Ⅳ-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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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의 관찰변인은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노력활동으

로 그 값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의 

평균을 5점 만점으로 한 환산평균은 3.07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

의 응답자들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

보수집활동 3.66, 도구구비활동 2.87, 실천노력활동 2.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진로결정을 하고 취업준비를 앞두고 있는 대학교 3, 4학

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보다 향상될 필요가 있다. 진

로준비행동수준의 하위요인들 살펴볼 때 정보수집활동은 보통 수준이지만 

도구구비활동과 실천노력활동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진로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들은 이

루어지고 있지만,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

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보다 진로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행동들이 일어나

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의 관찰변인은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활용, 정서조절

로 그 값이 증가할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의 평균을 5

점 만점으로 한 환산평균은 3.35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응답자

들의 정서지능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정서이해 3.85, 

타인정서이해 3.58, 정서활용 3.56, 정서조절 3.38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율성은 (내재적 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 조

절)공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5점 환산평균은 제시되지 않는다. 진로결정자

율성 지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적응력의 관찰변인은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그 값이 증가할

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의 평균을 5점 만점으로 한 

환산평균은 3.77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진로적응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심 3.93, 통제 4.02, 호기심 3.77, 

자신감 3.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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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결정률(C.R) 지수 결정률(C.R)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0.164 -1.475 -0.149 -0.670

도구구비활동 -0.154 -1.392 -0.217 -0.977

실천노력활동 -0.071 -0.641 -0.423 -1.906

정서지능

자기정서이해 -0.298 -2.692 0.298 1.342

타인정서이해 -0.319 -2.875 -0.065 -0.294

정서활용 -0.220 -1.981 -0.491 -2.216

정서조절 -0.271 -2.440 -0.009 -0.039

진로결정자율성 0.264 2.377 -0.482 -2.173

<표 Ⅳ-2>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분석

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점검

구조방정식에서는 관찰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며 이

러한 선형적 결합을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이 

가정된다.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의 변인들이 동시에 이루

는 결합분포가 모두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변량 정규성이 확

보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배병렬, 2014).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여 정

규성을 확인하였다. 정규성의 기준으로는 왜도지표 ┃3.0┃이하, 첨도지표 

┃8.0┃이하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Finch, 1996; 배병렬, 2014). 이 연구에서는 <표 Ⅳ-2>와 같이, 왜도의 

절대값은 0.071~0.319, 첨도의 절대값은 0.009~0.573으로 나타났다. 왜

도 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거나,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8.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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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결정률(C.R) 지수 결정률(C.R)

진로적응력

관심 -0.109 -0.987 -0.119 -0.535

통제 -0.157 -1.416 -0.573 -2.583

호기심 -0.108 -0.972 -0.383 -1.729

자신감 0.094 0.852 -0.328 -1.481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 15.313 9.227

다변량 정규성의 경우 다변량 첨도(multivariate kurtosis)의 값으로 판

단할 수 있는데 다변량 첨도의 검정통계량의 절대값이 1.96 이상(유의수준 

.05 기준) 혹은 2.58을 이상(유의수준 .01 기준)이면 분포가 비정규성을 

갖게 된다(배병렬, 2014). 이 연구에서 다변량 첨도 지수는 15.313이고 검

정통계량(C.R)은 9.227로 유의수준 .05에서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기각하

여 비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이 충

족되는 자료는 드물기 때문에 단변량 정규성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배병렬, 2014).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나는 경우 모수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게 되면 표준오차와 값이 정확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

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나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부트스

트래핑을 활용하였다.

다.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확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 분석을 위해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

였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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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는 것으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영향이 잘못 분석될 수 있다(김준우, 2007). 구조방정식 모형

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다중공선성 확인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공

차한계(>0.10, Tolerance)과 분산팽창요인(<10,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기준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Kline, 2010). 분석결과는 

<표 Ⅳ-3>과 같다.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IF)

정서지능

자기정서이해 .647 1.545

타인정서이해 .785 1.274

정서활용 .548 1.826

정서조절 .658 1.520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율성 .759 1.317

진로적응력

관심 .517 1.935

통제 .492 2.031

호기심 .550 1.819

자신감 .499 2.003

주) 종속변수: 진로준비행동

<표 Ⅳ-3>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공차한계의 경우 0.492~0.785, 분산팽창요인의 경우 1.274~2.031로 나

타나서 앞서 제시한 기준인 공차한계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 1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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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진로결정자율성의 경우 단일지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찰변인의 
오차분산을‘(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공식을 활용하여 지정함.           

주2) *p<.05, **p<.01, ***p<.001
주3) 계수는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로 표기함

[그림 Ⅳ-1]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결과

2.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것은 관찰변인을 통해 잠재변인이 얼마나 잘 측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고 관찰

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

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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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활용된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중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자

율성 측정도구를 통해서 산출된 모든 문항의 자율성 지수를 합산하여 얻어

진 총점지수를 단일지표로 사용하였다. 단일지표의 설정에서 측정오차는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으로 고정하였다(배병렬, 2014). 여기에서

‘1-신뢰도’는 관찰변인의 분산 중 오차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추정치가 

되고,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은 해당 관찰변인의 측정오차의 추정

량이 된다(문수백, 2013). 측정모형을 설정한 이후에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를 확인하여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

고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분석

하였다.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

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며, 관찰변인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한다는 가

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검정은 해석하지 않고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합도 지수는 크게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 기초모델(독립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모델의 간명도와 관련

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등으로 나눌 수 있다(배병렬, 

2014).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적합도 지수는 총 11개로 적합도 지수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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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절대적합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0.923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0 0.877 양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 .05 0.044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0.890 양호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0.910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90 0.878 양호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0.910 적합

간명적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50 0.742 적합

PNFI(Parsimony NFI) ≥ .50 0.661 적합
PCFI(Parsimony CFI) ≥ .50 0.675 적합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10 0.089 적합

<표 Ⅳ-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를 확인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값은 GFI .923, 

AGFI .877, SRMR .044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 값은 NFl .890, IFI 

.910, TLI .878, CFI .910 으로 모두 적합 혹은 양호하였다. 간명적합지수 

PRATIO .742와 PNFI .661, PCFI .675으로 나타나 모두 적합도 판단기

준을 충족시켰으며, 기타지수인 RMSEA도 .089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에서는 다수의 관찰변인들이 하나의 잠재변인

을 측정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

성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신뢰성이 



- 111 -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E) C.R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0.775 0.753 0.054 14.319***

도구구비활동 0.831 0.691 0.062 13.421***

목표달성활동 1 0.749 - -

정서지능

자기정서이해 0.518 0.633 0.042 12.368***

타인정서이해 0.558 0.463 0.061 9.158***

정서활용 1 0.769 - -

정서조절 0.824 0.620 0.068 12.135***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율성 1 0.881 - -

<표 Ⅳ-5>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김대업, 2008), 보다 엄격한 타당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계수 및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수

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를 판단하였다. 

수렴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요인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agozzi & Yi(1991)에 따르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계수 

.50 이상, .95이하일 때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 검

증은 기각률(C.R)값이 1.96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요인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의 경우 타인정서이해를 제외하

고는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620~ .8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제

시된 기준에 부합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Ⅳ-5> 참고). 측정모형에서 모든 C.R. 값이 9.158~14.850로 2.58보

다 크게 나타나, 모든 요인적재량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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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E) C.R

진로적응력

관심 0.933 0.694 0.067 13.859***

통제 1.018 0.751 0.069 14.833***

호기심 1 0.718

자신감 1.011 0.746 0.068 14.796***

주) *p<.05, **p<.01, ***p<.001
주) 지표변인은 통계적 검증 불가

변별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변인과 적절하게 구

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이는 각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Rea & Parker(2005)에 따르면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가 .80에서 

1.00인 경우 강한 상관관계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별타당도를 지

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진로준비행동 ↔ 정서지능 0.672

진로준비행동 ↔ 진로결정자율성 0.442

진로준비행동 ↔ 진로적응력 0.682

정서지능 ↔ 진로결정자율성 0.340

정서지능 ↔ 진로적응력 0.762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적응력 0.465

<표 Ⅳ-6>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간의 추정된 상관계수는 

0.340-0.762로 나타나 각 잠재변수 간 변별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부 잠재변수 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독립변인 간의 상

관이 매우 강한 상관관계(0.8-1.0)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

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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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절대적합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0.923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0 0.877 양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 .05 0.044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0.890 양호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0.910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90 0.878 양호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0.910 적합

<표 Ⅳ-7>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3.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올바로 측정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

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여 가설 1을 검증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

하지만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사례 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

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우종필, 2013).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적합도 지수는 절대적합지수(GFI, AGFI, SRMR), 증분적합지수(NFI, IFI, 

TLI, CFI), 간명적합지수(PRATIO, PNFI, PCFI)와 기타지수(RMSEA)까

지 총 11개 지수이다. 본 연구의 구조(이론)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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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간명적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50 0.742 적합

PNFI(Parsimony NFI) ≥ .50 0.661 적합
PCFI(Parsimony CFI) ≥ .50 0.675 적합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10 0.089 적합

구조모형의 적합도지수를 확인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값은 GFI .923, 

AGFI .877, SRMR .044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 값은 NFl .890, IFI 

.910, TLI .878, CFI .910 으로 모두 적합 혹은 양호하였다. 간명적합지수 

PRATIO .742와 PNFI .661, PCFI .675으로 나타나 모두 적합도 판단기

준을 충족시켰으며, 기타지수인 RMSEA도 .089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 혹은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적 구조모형은 연구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

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

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확인하였다. 이 때 다중상관자승(SMC)은 회귀분석의 결정

계수( )와 같은 의미로서 설명량을 나타낸다(허준, 2014). 구조모형 내 

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은 다음 <표 Ⅳ-8>과 같다.

변인 다중상관자승

진로준비행동 0.542

진로적응력 0.629

진로결정자율성 0.116

정서지능 -

<표 Ⅳ-8>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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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분석결과,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에 의해 약 54.2%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진로적응력은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율성에 의해 약 62.9%, 진로결정자

율성은 정서지능에 의해 약 11.6%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외생잠재변인로서 다중상관자승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잠재변인으

로 설정한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독립변인임을 확인하였다. 

4.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  

적응력의 직접효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여 연구가설 1을 검증한 이후에,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

응력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서 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서 구조모형의 비표준화경로계수(B), 표준화경로계수(β), S.E(표준오차), 

C.R 값을 산출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표<Ⅳ-9>와 같이 모

든 경로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표준오차)

C. R

(Critical

Ratio)

정서지능 → 진로준비행동 0.387 0.369 0.100 3.854***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준비행동 0.030 0.166 0.009 3.418***

진로적응력 → 진로준비행동 0.316 0.324 0.095 3.308***

정서지능 → 진로결정자율성 1.944 0.340 0.302 6.441***

정서지능 → 진로적응력 0.735 0.683 0.070 10.471***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적응력 0.044 0.232 0.008 5.226***

주) ***p<.001

<표 Ⅳ-9>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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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

모형의 검증결과는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주1) 지표변인으로 통계적 검정 불가
주2) 유의도 *p< .05, **p< .01, ***p< .001 
주3)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로 표기함

[그림 Ⅳ-2]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구조모형 검증결과

구조모형에서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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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지능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및 표준오차

(S.E), C.R.(critical ratio)를 산출하였다(<표 Ⅳ-10> 참조).

구분 B β S.E C. R

정서지능 → 진로준비행동 0.387 0.369 0.100 3.854***

주) ***p<.001

<표 Ⅳ-10> 정서지능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분석결과

가설 2-1.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369로 유의수

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

고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2-1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준

비행동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진로결정자율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

하여 최종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및 표준

오차(S.E), C.R.(critical ratio)를 산출하였다(<표 Ⅳ-11> 참조).

구분 B β S.E C. R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준비행동 0.030 0.166 0.009 3.418***

주) ***p<.001

<표 Ⅳ-11> 진로결정자율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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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166으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

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를 채택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

율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진로적응력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및 표준오차

(S.E), C.R.(critical ratio)를 산출하였다(<표 Ⅳ-12> 참조).

구분 B β S.E C. R

진로적응력 → 진로준비행동 0.316 0.324 0.095 3.308***

주) ***p<.001

<표 Ⅳ-12> 진로적응력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분석결과

가설 2-3.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진로준비행동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324로 유

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이 높을수

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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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구조모

형 분석을 통해서 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후, 본 연구의 가설 3을 검

증하기 위해서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

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

성과 진로적응력의 각각의 매개효과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이중

매개효과가 포함된 매개변수가 여러 개 있는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이다. 하지만 AMOS에서는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이 있을 

때 전체 매개효과의 합만 산출되고 각각의 매개변인의 효과와 유의성은 검

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팬텀변인이 

포함된 별도의 경로도형을 새로 만들어서 파악해야 한다(허준, 2014). 팬텀

변인은 가상의 변인으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으

로 팬텀변인을 활용한 다중매개효과 검증은 기존 가설적 구조모형에서 두 

개 이상의 직접효과의 곱으로 구성된 간접효과를 팬텀변인을 통해 하나의 

경로계수로 구성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배병렬, 2014).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을 매개

한 정서지능의 개별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을 매개한 정서지능의 개별간접효과 분석을 위해 팬텀변인을 사

용한 매개효과 분석모형은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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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개별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모형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 모형에서는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를 제

한한 후, 다중매개경로에 대한 경로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표현된 팬텀변인

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표시하였다.‘정서지능→진로결정자율성→진로준비행

동’경로는 p2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고,‘정서지능→진로적응력→진로준비

행동’경로는 p4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였다. 또한‘정서지능→진로결정자

율성→진로적응력→진로준비행동’경로는 p7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였다. 

이후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단일계수로 표시된 간접효과의 계수추정치

(p2, p4, p7)와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  

효과 검증결과는 다음 <표 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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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간접효과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LB UB

정서지능→진로적응력→진로준비행동 0.232*** 0.040 0.129 0.286

주1) *p< .05, **p< .01, ***p<.001
주2)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B)임.
주3) LB: Lower Bound, UB: Upper Bound

<표 Ⅳ-14>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구분
간접효과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LB UB

정서지능→진로결정자율성→진로준비행동 0.058*** 0.090 0.033 0.099

주1) *p< .05, **p< .01, ***p<.001
주2)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B)임.
주3) LB: Lower Bound, UB: Upper Bound

<표 Ⅳ-13>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설 3-1.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

접효과는 .058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을 채택하

였다. 즉,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

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정서

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 <표 Ⅳ-14>와 같다.



- 122 -

가설 3-2.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

과는 .232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

동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

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

의 이중매개효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

응력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 <표 Ⅳ-15>와 같다.

구분
간접효과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LB UB

정서지능→진로결정자율성→진로적응력
→진로준비행동

0.027*** 0.040 0.017 0.053

주1) *p< .05, **p< .01, ***p<.001
주2)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B)임.
주3) LB: Lower Bound, UB: Upper Bound

<표Ⅳ-15>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이중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설 3-3.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

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7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정서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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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

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3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준비

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최종구조모형에서 대학생의 진

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

응력의 구조모형 내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서 본 연구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4년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

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와 관련하

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

응력의 구조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적 구조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내에서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은 진로

준비행동을 5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결정자

율성,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

성, 진로적응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변인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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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

과 진로적응력의 매개변인 역할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

에도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충분히 높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를 인식. 조절하고 활용하는 정서지능

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 지각을 높이고, 이

는 진로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준비도

를 높임으로써 성공적 진로전환을 위한 적응적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의 수준

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

응력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행동이 여러 동기적, 심리적 변인의 영향을 통해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등과 같

은 인지적인 변인들이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과 같은 환경맥락적 변인들과

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로 인해 전로전환을 앞두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불안, 갈등, 심리적 부적응 

등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과 최근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서 강조되고 있는 직업 환경의 변화에 요구되는 적응기제인 진로적응력과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진로준비행동과 개인의 인지적 요

인, 환경맥락적 요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온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주요이론인 사회인지진로이론, 진로구성주의이론, 자

기결정성이론을 바탕으로 구조모형 내에서 이들 이론의 핵심변인들 간의 영

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과 정서, 동기, 심리사회적 변

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개입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위한 주요변인인 진

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행동을 지속시키는 정서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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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동기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된다. 또한 진로적응력

이라는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진로준비행동과의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

다.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주요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그리고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은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있어 실천적 방향성과 성공적 진로전환을 위한 개입요소를 제시

하여 대학생 진로상담 및 교육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의 직접

효과

가) 정서지능의�진로준비행동에�대한�직접효과

연구결과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양수진, 송영수, 2015; 정승헌, 김금미, 2010, 

Brown & Hirschi, 2013; Brown & Smith, 2003; Di Fabio et al, 

2012)를 지지하였다.

정서지능이 높은 대학생들은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긍

정적인 정서로 전환을 잘 하고,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타인에 대하여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게 된다. 좋은 대인관

계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 기술 또한 높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진로정보수집 등의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및 진로목표 성취와 관련한 

과제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진

현정, 2010). 이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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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보다 긍정적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자신감을 가져서 진로준비

행동의 수준을 높이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정서와 인지과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람직

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내기에(박용두, 이기학, 2007), 진로준비과정

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에도 긍정적인 정서를 유

지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서

지능은 구조모형 내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보다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의 촉진을 위해서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진로결정자율성의�진로준비행동에�대한�직접효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소영, 정영숙, 2011; 김지

근, 이기학, 2016; Hirschi et al, 2013; Deci & Ryan, 2002; Guay, 

2005;  Flum & Blustein, 2000)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과 진

로결정자율성의 4가지 동기유형 각각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지만, 진로준비

행동과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박고운, 이

기학(20007)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3, 4학년인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성별에 따른 층화군집표집

을 하였으나 박고운, 이기학(2007)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대부분 1, 2학

년인 저학년이었고, 특정학교의 특정학과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과 진로준비의 중요성을 지각하면서 자율적인 동기 수준이 높아지

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적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 뿐 아니라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내면화 

시킨 확인된 조절 또한 포함이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흥미에 기반한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재적일 수 있는 진로목표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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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중요한 가치로 내재화 할 수 있는 확인된 조절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율적 동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진로준

비와 진로결정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게 하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임을 인

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느끼는 

사람은 진로준비와 결정이 자신의 목표, 흥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자신

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결정할 가능

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동기를 통해서 진로결정을 위한 탐색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의 준비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촉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진로적응력의�진로준비행동에�대한�직접효과

연구결과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적응력이 진로준비행동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지연, 이기학, 

2014; 장이슬, 송병국, 2015, Guan et al., 2015; Hirschi et al., 2015; 

Creed, Muller, & Patton, 2003; Taber & Blankemeyer, 2015; Hirschi 

et al., 2013)를 지지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진로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적응적 태도이자 능력인 진로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 개인은 적극적

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로행동을 이끌고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

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는 진로구성주의에서 적응자원으로서 진로적응력은 

개인의 직업적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전략으로 기능하며, 적응결과인 적

응적 진로행동을 촉진(Savickas, 2005)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진로전환에 필수적인 진로준비행동의 증진

을 위해서 대학생의 진로상담과 교육에 있어서 진로적응력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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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의 매개효과

가) 정서지능과�진로준비행동의�관계에서�진로결정자율성의�매개효과

연구결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

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

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

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공윤정, 2014; 정승헌, 김금미, 2010; 

Brown, George-Curran & Smith, 2003; Frijda, 1988)의 결과를 지지하

였다. 이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과 준비에 있어서 자율적인 동기

가 촉진하여 적응적 진로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높더라도 자신의 진로결정과 진로

준비과정에 자율적인 동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실

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지각하는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대학생의 진로개입에 있어서 유용한 경로로 고려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된 3가지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

과 친밀한 정서적 결속과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이며 이는 정

서적으로 연결되거나 상호간에 관여되는 욕구를 반영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자기결정성의 중요한 요소인 관계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

스로부터의 회복력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지지할 때 

심리적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된다(Ryan, Stiller, & Lynch, 1994). 다른 사

람들과의 관계성(internalization)은 내면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

한다(Ryan & Powelson, 1991).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고 

상호관련이 있다고 느낄 때, 관계성은 깊어지고 내면화가 일어나게 된다. 반

면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멀고 무시되고 있다고 느낄 때, 관계성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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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

인으로 이는 진로결정자율성의 기저이론인 자기결정성에서 제시한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한 변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진로발달과정에서 실제적인 

목표지향행동에 대한 동기로 작용하며(Hackett & Betz, 1981), 선행변인

인 개인 심리 및 환경 변인과 결과변인인 진로행동, 진로만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Hackett & Lent, 1992).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 자기효능감과 같이 동기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자율적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 뿐 아니라 중요하

다고 인식해서 하는 동기인 확인된 조절 또한 자율적인 동기에 포함이 된

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율적 동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진로

준비와 진로결정과정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거나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서지능은 개인이 자율적 동기를 가지는데 기여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 활용하는 능력

인 정서지능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진로상황에서 개인의 만족과 흥미,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율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정서지능과�진로준비행동의�관계에서�진로적응력의�매개효과

연구결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유

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

동에 간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손은령, 이순희, 2012; 유기은, 이기학, 2015; 

Niforooshan & Salimi, 2016)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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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진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인 진로적응

력을 촉진하여 적응적 진로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적응력을 모두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변인인 진로적응력을 매개한 경로에서 가장 큰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

서 진로교육 및 상담현장에서는‘정서지능→진로적응력→진로준비행동’의 

경로에서 진로준비행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적 대인관계와 진로정보 획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서지능은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하는지와 연관이 되는 

진로적응력(Sharf, 2016)을 통해 적응적 진로행동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진로환경의 변화

에 적응하며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지

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적응력은 진로구성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이는 내담

자의 주관적인 지각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심리

사회적 변인인 진로적응력의 증진을 위해서 내러티브 접근을 통해서 대학생

들이 스스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행동을 촉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서지능을 통해서 부모, 친구, 지인들과

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충분한 진로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이중�

매개효과

연구결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

과 진로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과정에 자율적



- 131 -

인 동기와 진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인 진로적

응력을 촉진하여 적응적 진로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진로

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

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을 각각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지능은 교육을 통해서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용한 변인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서지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이

중매개효과 검증을 통해서 정서지능은 긍정적 대인관계, 진로정보 획득과 

관련이 있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지만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가 낮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

력이 부족하다면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는 유용한 개입경로를 제

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서지능 향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

동을 촉진할 수 있으나 정서지능이 낮을 경우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활용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의 어떤 영역에 대한 사전 지식은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

로 어떤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수록 흥미를 보다 많이 가지게 된다

(Alexander, Jetton, & Kulikowich, 1995; Reeve, 2011). 이를 통해 볼 

때 대학생의 흥미와 만족과 관련된 자율적 동기 수준인 진로결정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진로상담 시 충분한 진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가지

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중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진로준비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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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취업환경으로 인해서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흥미를 느

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진로준비에 흥미를 못 느끼는 개인을 동기화시키

기 위해서는 이 일에 노력을 쏟는 것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eve, Jang, Hardre & Omura, 2002). 외부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개인이 진로준비를 위해 행동하는 이유를 

가치화, 내면화 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동기적 전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진로준비

와 진로결정 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향상과 중요성을 지각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율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 진로와 관련된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변인인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 수행에 유용

한 개입요소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자신과 미래의 

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감을 키워나가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Amundson, Harris-Bowlsbey, & Niles, 2013).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 

동기 및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

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

에서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인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환경의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적응력을 함께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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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

적응력의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2015

년 조사된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는 1,520,850명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의 수를 고려하고 모집단을 대

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성별을 고려

하여 층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 3개 대학 

210명, 비수도권 5개 대학 350명으로 총 56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준비행동,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일

반적 특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각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 본 조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

보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김봉환, 김계현(1997)이 개발한 도구

를 임은미, 이명숙(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

구는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총 18문항으로 내적일치도 계수는  .689~.762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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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서지능 도구는 Wong & Law(2002)가 개발한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탁진국(200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활용, 정서조

절 4가지 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788~.867으

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진로결정자율성 도구는 Guay(2001)가 개

발한 CDMAS(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를 한주옥

(2004)이 번안하고 김태환(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 4가지 

요인 총 32문항으로 구성되고 내적일치도 계수는 816~.940으로 높은 신

뢰도가 확인되었다. 진로적응력 도구는 Savickas　& Porfeli(2012)가 개

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이 번안하고 

노윤신(2016)이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도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4문항으로 내적 일치도 계수는 .797~.824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560부 중 54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6.8%). 이 중 불성실 응답, 

이상치를 제외한 488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 자료율 

87.1%). SPSS 22.0 for Windows와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 영향관계 구명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

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 

간의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구

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대적합지수(GFI 

.923, AGFI .877, SRMR .044), 증분적합지수(NFl .890, IFI .910, TLI 

.878, CFI .910), 간명적합지수(PRATIO .742, PNFI .661, PCFI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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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수(RMSEA .089) 11개 적합도 지수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에서 지

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정서지능(β=.369), 진로결정자율성(β=.166), 진로적응

력(β=.324)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B=.058)과 진로적응력

(B=.232)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이중매개(B=.027)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결론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 간의 인과적 구조모형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구조모형 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 수행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

인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고

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

를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진다. 정

서지능은 구조모형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인지적 개입 뿐 아니라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촉진하는 진로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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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올바른 진

로결정을 내리기 위한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된 진로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높아

진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 각각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

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진로결

정을 내리기 위한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자신의 직업적 역할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과제, 전환, 심리적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구인

으로, 진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학생의 정서지능

은 진로결정과 준비과정의 자율성 수준을 높이고 이는 진로환경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을 높임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준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

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험이 

많아지고, 이는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능력과 적응적 진로행동인 진로

준비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지능만으로는 높은 수준

의 진로준비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상담 및 교육에서 대학생의 

정서지능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진로결정과 준비에 대한 자율성을 

느끼도록 돕고, 진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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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연구대상 설정에 있어서 연구대상을 보다 다양화, 세분화하고 진로

준비행동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명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년제 대학교 

3, 4학년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4년제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

로 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생 뿐 아니라 전문대학생 등 다양한 맥락에서 학업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횡단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정서지능이 자율적 동기와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과

정은 단일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곡이나 오류가 포함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종단연구를 통해서 각 변인들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학생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

졌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편파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

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개인이 

지각된 정서관련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정서적 능력을 측정하

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수행능력 기반의 

방식의 검사로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을 위해서 대학생의 다양한 동기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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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자율적인 동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자율적 동기 뿐 아니라 

통제적 동기 유형은 진로준비행동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변인들은 진로준비행동을 54.2%를 예측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발현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대

한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와 

심리내적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준비행동의 발현과정을 살펴보았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인지적 요인과 함께 환경·맥락적 요인인 지지와 

장벽 요인 모두 개인의 진로선택, 진로목표,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

시하고 있다(Lent et al., 2003).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

용된 변인 뿐 아니라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맥락적인 변인들

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과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한다면 진로준비행

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변인으로 진로만족, 성

공적인 진로전환 등 진로변인들과의 관계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행복 

등 개인의 삶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전환에 핵심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진로준비행동의 효과성을 보

다 실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진로만족이나 진로전환 등과 같은 진로변

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 등 개인 삶과는 어떠한 연관

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진로만족과 주관적 안녕감 등과 같은 결과

변인과의 관계까지 확장하여 구명한다면, 진로영역과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보다 통합된 모형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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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론적 모형 구축과 대학생들의 원

활한 진로전환을 돕기 위한 진로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결

과를 토대로 대학에서는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본 연구의 유의미한 

변인과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진로교육 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서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지능은 교육

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발달될 수 있는 변인으로 진로발달의 관점에

서 개입 요소가 크다. 현재 대학의 진로 및 취업 준비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인지와 행동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학에서는 진로준비에 있어서 인지나 행동과 더불어 정서지능과 같은 정서

적 요인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선행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활용 및 조절하는 정서지능을 키

우며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집단상담 혹은 관련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진로준비과정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하며 자율적 동기와 심리

사회적 자원인 진로적응력을 촉진시켜서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위한 진로준

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상담 장면에서 진로상담사는 대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동

기부여방식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자

신의 진로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자율성

은 진로결정과 진로준비에 대한 자율적인 동기로 흥미와 만족에 기반을 둔 

내재적 동기 뿐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확인된 조절

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율적 동기를 촉진하

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도록 하

거나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임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이 자신

에게 외재적일 수 있는 진로목표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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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자신의 삶과 미래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

지시킴으로써 이를 가치화, 내면화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진로를 스스

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자기결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만족감과 성

취감 그리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는 진로적응력을 높이고 진로준

비행동을 촉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진로개입에 있어서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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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국내 대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설문응답에는 약 10분 가량 소요됩니다. 

 설문지의 응답요령은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는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

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개인의 자료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

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허 강 석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전화: 02)880-4842 / email: chrishu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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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소책자)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소책자)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전시회, 설명회 

등에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

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

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행동의 정도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1 -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행복한지 아닌 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친구의 행동을 보면 그 친구의 정서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타인의 정서를 잘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민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주변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언제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항상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내 자신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기분을 통제하고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화가 날 때 흥분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

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혹은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등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 혹은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입직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   

하였거나 수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

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여러분의 정서와 관련된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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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구한다. 

※진로와 관련된 정보:　전문가와 상담, 지인들과의 대화, 직업인과의 접촉, 인터넷 검색 등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　　

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 진로관련 프로그램: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　　

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관련 프로그램 중에, 나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아본다.

※ 진로관련 프로그램: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　　

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　　

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선택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동 목록 아래에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 4가지   
(A, B, C, D)가 각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는 
각각의 이유에 대한 정도와 일치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3 -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5 진로와 관련 있는 직업들을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　　

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들을 알아본다.

※ 진로관련 프로그램: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　　

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진로선택에 있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　　

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흥미, 성격과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　　

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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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를 준비하는데 활용되는 장점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선택해야 하는 교육 및 직업적 선택에 대해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진로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신념을 따른다.

 ※ 신념: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11. 나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 적합한 일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선택을 하기 전에 다른 선택 사항들을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6.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방법들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주어진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 과업: 내게 주어진 일체의 문제, 목표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목표달성, 문제해결 등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22. 주어진 문제의 해결,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목표추진, 과제해결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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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전공계열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기타 

* 귀하의 세부 전공(학과)명은?

4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이상

5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는?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② 비수도권

Ⅴ.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 혹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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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By Gangseok Hur

Thesis for the 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7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s.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were as follows: first, identify the fit indices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s; second, identify the direct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third, identify the indirect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ediating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1,520,850 current university students listed 
on the 2015 record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560 
students from 8 universities were sampled with a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region, major,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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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s.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variables of this 
study.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ail and online surveys from October 5th to 
14th 2016 with a target sample population of 560 people from 7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542 people (return rate of 96.7%) of which 488 data 
were retained for the final analysis (data validity of 87.1%) after excluding 
insincere response, non-response, outlier. Windows SPSS 22.0 and AMOS 18.0 
statistics program were used to identify descriptive statistics of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mong other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research model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ferential statistics result concluded the standard for statistical significance at 
0.05.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oodness-of-fit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s was satisfactory which confirm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β=.369),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β=.166) and career adaptability(β=.324) of undergraduat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Third, Emotional intellige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with the singl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B=.058), career 
adaptability(B=.232) and with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B=.027).

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 the structural 
model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s set up in 
this study was suitable for analyzing empirical data subjecting for 
undergraduates, and it predict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asonably. Consequently, the structural model of this study can be developed 
to a theory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s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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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itive 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Third,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ith the singl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adapt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also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ith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As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acceleration and 
revelatio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oreover, career adaptability takes a 
crucial role as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intervention could be made utilizing career 
adaptability to facilit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or future research. First, 
more diverse sampling is needed for future research that seeks to undertake 
similar study. Second, longitudinal study may be recommended to identify 
variables in depth effect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motivation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n be 
studi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various motiv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Fourth, other factors, including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factors that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n be 
investigated with the recognized factors in this research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emergent proces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fth, 
addition to identification of the relationships with dependant variables on one’s 
career, the identification of relationships with variables such as lif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n be done to develop an extended and integrated model.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Adaptability, Undergraduate Students

Student Number : 2015-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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