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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과 같은 선택 장면에서 더욱 커진다. 특히 진로 미결

정자들은 진로선택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선택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많

이 호소한다. 따라서 관련 연구자들은 진로 미결정자들이 진로결정상황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적절하

게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과 이에 대한 개입 연구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진행된

연구들 역시 그 내용과 방법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진로상담 장면에서

미결정자들의 불확실성 경험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

구는 진로 미결정자들이 진로결정상황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반

응에 초점을 두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진로탐색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적

인 회피 반응이 진로탐색과정에 행동적・인지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반응이 회피의 부정적 영향

을 줄이고 진로결정과정을 돕는 기능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

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은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의 수용을 통해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위한 수용-기반 개입은 부정적 결과로부터

발생한 내적 경험에 대한 직면과 집중, 체험의 작업을 통해 조작하고자 하였

다.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진로결정상황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경험

하는 불확실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내포된 부정적인 결과 시나리오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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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다음으로 총 6개의 진로 대안을 가정하여, 정보 보드를 이용한 가상

의 진로탐색 과제를 개발하고, 정서스트룹 과제에 사용할 진로 상황 관련 위

협적 단어를 추출하였다. 개발된 과제들을 사용하여 총 82명의 진로 미결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1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을 수용-기반 집

단과 회피-기반 집단으로 무선할당 하였고, 사전 검사가 끝난 후 수용-기반

집단에게는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로부터 발생하는 경험에 대해 직면・집중・
체험을 하도록, 회피-기반 집단에게는 발생하는 경험에 대해 억제하거나 주의

전환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가상의 진로탐색 과제와 정서스트룹 과제, 탐

색한 진로 정보에 대한 자유 회상 과제를 실시하여 실험을 완료하였다.

실험참가자 중 진로결정정도와 조작체크를 통해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 8명을 제외한 총 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수용-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이 회피-기반 처치

를 제공한 집단에 비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정 정보를 탐색한 개수 당 긍정 정보를 탐색한 상대적인 비율의 차이를 분

석했을 때, 회피-기반 집단이 수용-기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비율로

긍정 정보를 탐색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용-기반 집단은 진로 관련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덜 보인 반면, 회피-기반 집단은 이에 더 많

은 주의편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기억량의 경우 수용-기반 집단이 회피-기

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기

반 개입이 불필요한 정서의 통제나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배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긍정 정보에 대한 기억 개수 당 부정 정보에 대한 기억의 상대적인 비율은 회

피-기반 개입 집단이 수용-기반 집단에 비해 높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불확실성 대처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

을 넘어 실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정에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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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조작된 수용-기반 처

치의 효과성을 증명함으로써, 결정과정에서 경험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개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진로결정상황을 실험장면에서

구현하여 진로상담 개입의 인과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과정추적법을 사

용하여 결정 과정에서의 개입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

용-기반 처치의 효과는 향후 진로 미결정자들을 돕는 진로상담의 개입에 유용

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 진로 미결정, 진로상담, 진로 불확실성, 진로탐색과정, 직면, 집

중, 체험, 수용-기반 처치

□ 학번 : 2010-30371





- v -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10

3. 용어의 정의 ········································································································11

Ⅱ. 이론적 배경 ·············································································13

1. 진로 미결정 ··········································································································13

1) 진로 미결정 관련 변인 ··················································································13

2) 진로 미결정과 불확실성 ················································································16

3) 진로 미결정과 정보처리 ················································································20

2. 불확실성 ················································································································23

1) 불확실성의 정의 ······························································································23

2)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24

3) 불확실성에서의 의사결정 ··············································································27

4)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과 진로탐색행동 ······················································29

5)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과 정보인지처리 ······················································31

3. 수용 및 회피 기반 처치 ····················································································34

1) 수용의 정의 ······································································································34

2) 수용-기반 개입의 내용과 방법 ·····································································35

3) 직면, 주의 집중 및 체험의 효과 ·································································39

4) 수용 및 회피-기반 개입과 진로탐색행동 ···················································40

5) 수용 및 회피-기반 개입과 정보인지처리 ···················································42



- vi -

Ⅲ. 연구방법 ···················································································45

1. 연구 대상자 ··········································································································45

2. 연구절차 ················································································································46

1) 실험 자극 개발 ······························································································47

2) 예비 연구 ········································································································56

3) 본 실험 ············································································································57

3. 연구도구 ················································································································63

4. 자료분석 ················································································································72

Ⅳ. 연구 결과 ·················································································73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73

2. 정서반응 ················································································································75

1) 호감도 ··············································································································75

2) 각성도 ··············································································································78

3) 통제감 ··············································································································80

3. 진로탐색행동 ········································································································83

1) 탐색내용 ··········································································································83

2) 탐색시간 ··········································································································85

4. 정보인지처리 ········································································································86

1) 주의편향 ··········································································································86

2) 기억량 ··············································································································88

3) 기억편향 ··········································································································89

Ⅴ. 논의 ···························································································90

1.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개입과 진로탐색 행동 ··· 90

2.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개입과 정보인지처리 ····· 96



- vii -

3. 상담에 대한 시사점 ························································································103

Ⅵ. 결론 및 제언 ·········································································107

1. 연구의 의의 ········································································································107

2.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09

참고문헌 ························································································111

<부 록> ··························································································131

<부록 1> 실험 참가자 모집 공고문 ··································································131

<부록 2> 웹상으로 구현된 진로탐색과제의 화면(예시) ································132

<부록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135

<부록 4> 진로 결정 척도 ····················································································136

<부록 5> 피험자용 설명 및 동의서 ··································································138

ABSTRACT ··················································································141



- viii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 분포······························································································45

<표 2>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과 짐재적으로 내포된 부정적 결과··························48

<표 3> 시나리오 평정 결과···························································································49

<표 4>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1·····················································································50

<표 5>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2·····················································································51

<표 6>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 정보의 내용(예시) ······················································54

<표 7> 정서 스트룹 과제 사용 단어의 사용 빈도 및 평정 결과····························56

<표 8> 예비 연구에서 제시된 피드백과 수정내용·····················································57

<표 9> 연구에 사용된 수용-기반/회피-기반 프로토콜··············································59

<표 10> 연구에 사용된 글쓰기 작업 프로토콜··························································60

<표 11> 사전 측정치에 대한 집단 차이 검증 결과···················································73

<표 12> 시점에 따른 호감도의 평균과 표준편차··················································76

<표 13> 호감도 변화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76

<표 14> 각 시점의 호감도 수준에 대한 t-test 결과·················································77

<표 15> 시점에 따른 각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78

<표 16> 각성도 변화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79

<표 17> 각 시점의 각성도 수준에 대한 t-test 결과·················································80

<표 18> 시점에 따른 통제감의 평균과 표준편차··················································80

<표 19> 통제감 변화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81

<표 20> 각 시점의 통제감 수준에 대한 t-test 결과·················································82

<표 21> 집단별 정보 탐색 비율···················································································84

<표 22> 탐색 비율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분석 결과···············································84

<표 23> 탐색 시간에 대한 t-test 결과 ······································································85

<표 24> 단어 당 발음시간에 따라 교정된 스트룹 반응시간····································87



- ix -

<표 25> 반응시간에 따른 ANCOVA결과······································································87

<표 26> 기억량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분석 결과················································88

<표 27> 기억편향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분석 결과·················································89



- x -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47

[그림 2]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 정보 보드 구성························································55

[그림 3] 실험 진행 절차·······························································································62

[그림 4] SAM 척도·········································································································69

[그림 5] 시점과 집단에 따른 호감도 변화 양상························································76

[그림 6] 시점과 집단에 따른 각성도 변화 양상························································78

[그림 7] 시점과 집단에 따른 통제감 변화 양상························································81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Dugas &

Ladouceur, 2000; Trevor-Roberts, 2006). 아무도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행동을 하는 매 순간에 그 결과의 불확실함도 함께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더욱 크게 경험된다

(Sully de Luque & Javidan, 2004; Trevor-Roberts, 2006). 집을 산다거나 배

우자를 선택하는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은 더 좋은 선

택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불확실성을 느끼고 이

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Sully de Luque & Javidan, 2004). 대학생들

에게 있어 진로선택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임을 고려해보면,

이들이 진로결정 상황에서 큰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상담 전문가들 역시 개인이 진로상황에서 경험하는 불확

실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점

차 강조하고 있다(Trevor-Roberts, 2006). 진로 미결정자들이 진로결정과정에

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거나, 진로 결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둔 연구자들은 특히 미결정자들이 불확실성에 어떻

게 반응하는지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대표적으로

Gelatt(1989)는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진로 결정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확

실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진로 미결정자가 불확실성에



- 2 -

대해 가지는 태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돕는 것이 진로상

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후 Germeijs와

DeBoeck(2003)는 결정과정에서의 미결정의 원인을 ‘정보의 부족’, ‘평가 어려

움’,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특히 미결정자들의

진로 결정을 돕는 개입이 진행될수록 불확실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

는지를 돕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Mitchell과 Levin 그

리고 Krumboltz(1999) 역시 우연학습이론을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진로 결정자

들이 확실하지 않고, 계획되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지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진로결정자들에게 호기심, 인내,

유연성, 낙관성, 그리고 위험감수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불확실성

과 진로장벽,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한 수용과 시각변화,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체

계화한 Saka와 Gati 그리고 Kelly(2008)도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불

확실함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미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진로관련 문제가 가정이나 사회, 문

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제언(손은령, 2006)에 기초해보면, 불확실

한 상황에 대한 위협적 평가가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높은 정도에 속하는

(Hofstede, 1991) 한국의 대학생들은 결정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위협적

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두려움이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지가 개인의 미래 진로상황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제언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Gelatt, 1989; Germeijs & DeBoeck, 2003; Trevor-Roberts, 2006).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반응이 개인의 진로에 구체적으로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역할에 관한 연구는 과소평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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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vor-Roberts, 2006). 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중심적인 개념이 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Lipshitz &

Strauss, 1997). 지금까지 진행된 불확실성에 대한 현상과 개입 연구는 걱정이

나 일반화된 불안 장애와 같은 정서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진로결정상황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정미나, 엄정혜, 성벼리, 양은주, 2011).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진로 미결정자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느끼는

정서와 반응을 다루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로상

담・교육장면에서 어떠한 개입이 무엇을 위해 이루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

을 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입의 필요성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개입의 내용은 부재하는 현상을 낳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미결정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

고, 이를 진로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점

을 찾고자 한다.

한편 불확실성이라는 경험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불편감을 유발하고, 스트레

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Humphreys & Berkeley, 1985).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유발되더라도 개인마다 이에 대한 반응과 대처는 다양할

수 있다(Luciano et al., 2010). 이와 관련하여 불확실성 하에서의 개인의 행동

에 관심을 가진 자연과학, 소비자학, 의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은 불확실함에 대처하는 개인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예로 Lipshitz와 Strauss(1997)는 행동결정이론(Behavioral

Decision Theory)에 입각하여, 개인이 결정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맞닥뜨렸을

때 불확실성을 감소하려 하거나,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인정하거나 혹은 불확

실성 자체를 억제하고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설

명에 따르면 특히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을

때와 결정의 직전 순간에는 여전히 잔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거나 혹은 회



- 4 -

피하는 두 가지의 반응이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반응 중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반응은 보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Curley와 Yatew 그리고 Abrams(1986)는

개인이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

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개인은 불확실성이 주는

불편감과 부정정서 때문에 이를 회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려 한

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불확실성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억제나 주

의 전환과 같은 회피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반응기제로 사용되며(Gutierrez,

Luciano, Odriguez, & Fink, 2004),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반응이 지속되었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과 스트레스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McCaul & Haugtvedt, 1982).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두려움이나 위험과

관련된 생각, 정서, 감각을 회피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기 때문

에 정작 필요한 문제해결이나 학습을 수행하는 것에 방해를 받아(김환, 이훈

진, 2007), 장기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될 수 있다(Roche,

Forsyth, & Maher, 2007). 또한 정서와 경험의 통제 노력이 인지적 수행의 질

을 낮추고(Yogo & Fujihara, 2008), 오히려 자극과 관련된 불안과 불편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Roemer & Borkovec, 1994) 역시 미결정자들의 지속적인

불확실성 회피 반응이 진로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진로 미결정자들이 가진 불확실성에 보다 긍정적

으로 대처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반응이 지속되지 않도록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불확

실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는 수용반응은(Lipshitz &

Strauss, 1997) 선택과 관련한 불안과 두려움을 낮추고, 결정상황에서 불필요

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하며(Klein & Boals, 2001),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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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언되고 있다(Gelatt, 1989). 따라서 진로 상담사들

은 진로 미결정 내담자로 하여금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으며(손은령, 2009), 이러한 도움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에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초

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진로결정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수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불확실성에 잠재적으로 내포된 부정적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중립적인 개념임에도 불

구하고(Mishel, 1988), 이것이 불편감을 유발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이

유가 불확실성에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제언(Krohne, 1989)에 기초하였다. 또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부정적 결과들을 직면하도록

한 치료 연구들(Hoyer et al., 2009; van der Heinder & Ten Broeke, 2009;

Borkovec, Wilkinson, Folensbee, & Lerman; 1983)에서도 유사한 가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포된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 뿐 아니라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 역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정하고, 특히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경험에 초

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 역시 불확실성에 잠재적으로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어 이로부터 오는 경험을 수용함으로써 불확

실성에 대한 수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를 수용하게 도울 것으

로 기대되는 수용-기반 처치의 일환으로 부정적 결과로부터 야기된 내적 경험

에 대한 ‘직면’, ‘집중’, 그리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의 방법을 사

용하고자 하였다. 수용(acceptance)은 많은 심리치료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심리 치료의 ‘공통 요소(common factor)’ 중 하나로 설명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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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Lerner, Wulfert, & Moses, 2009). 여러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들은 수

용에 대해 조금씩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에의

경험을 강조하고, 경험을 회피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Hayes, Bissett,

korn, Zettle, Rosenberg, Cooper, & Grundt, 1999). 이러한 수용은 여러 연구

들에서 '경험을 떠올리거나 상상하여 접촉하게 하는 것'(Kross & Mischel,

2011; Dalgleish, Yiend, Schweizer, & Dunn, 2009; Greenberg, Wortman &

Stone, 1996), '부정적인 자극이나 상황에 노출하여 직면하게 하는 것

'(Tabibnia, Lieberman & Craske, 2008), '내부에서 경험되는 정서나 감각을

들여다보고 자각하게 하는 것'(Eifert & Heppner, 2003), '경험되는 정서와 생

각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Greenberg & Stone, 1992; Stiles, Shuster &

Harrigan, 1992),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정서를 활성화 시키는 것

'(Niemiec et al., 2010), '경험되는 정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

도록 하는 것'(Low, Stanton & Bower, 2008; Farb et al., 2010), '경험되는 정

서, 생각,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Hayes, Strohsahl, &

Wilson, 1999; 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mann, 2006) 등의 맥락

으로 구현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맥락 중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를 증

진시키는 치료적 메커니즘을 사용한 연구(Dugas & Ladouceur, 2000)와 수용-

기반 개입의 효과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연구(Luciano et al., 2000; Hyyes et

al., 1999)에 관심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결과로부터 발

생하는 내적 경험에 대해 ‘직면하고’, ‘집중하여’,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

도록 하는’ 수용-기반 처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경험을 수

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개입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 중 특히 진로탐색행동과

정보의 인지적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내적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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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Hogan & Brashers, 2009), 행동을 지연하게 하거나(Lipshirz & Strauss,

1997), 인지적 정보처리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Frattaroli & Thomas,

2011)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Hugh, Simpson, & Reed,

2010)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초점화된 영역이다.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

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처치가 미결정자들의 진로탐색행동과 정보처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에서 개입으로 사용되는 ‘직면’과 ‘체험’의 효과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가 가지는 ‘위협가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 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한다. 이는 경험적 개입을 통해 인지적 자각과 의미변화를 추구하는 노출치

료의 기제(조용래, 2001)와도 맞닿아있다. 즉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경험에 직면하고 직면하는 과정은 자극의 위험성의 정도와 그 의미를 바꾸는

효과를 가진다(Dugas & Ladouceur, 2000). 이러한 위협가의 변화는 부정적

자극이나 관련한 위협 단서들에 부딪혔을 때 이에 훨씬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한다(Pratt, Tallis, & Eysenck, 1997). 따라서 부정적 결과로부터 유

발되는 경험의 직면과 체험을 통해 부정적 결과의 위협가가 감소된다면, 이는

위협적 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주의를 배분하여 인지적・행동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 자극에 대한 위협가의 재평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불안이

나 두려움이 감소되고, 이러한 두려움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결정과정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Chanel & Chichilnisky, 2009). 경험에의 접촉

과 체험 과정은 선택의 부정적 결과가 가져올 경험에 대해 과도하게 추정되었

던 정서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적 결과 즉 성공하지 못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을 연장하

게 하거나(Metzger et al., 1990), 선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고(Bettman, Luce,

& Payne, 1997), 인지적 과제와 목적 지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Baumeister et al., 1998) 결정시간과 인지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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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접촉과 체험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 감소된다면 혼란스러운 정보

가 제공되거나 확실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보다 지연하

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협가와 두려움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결정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불필요

한 곳에 과도하게 낭비하지 않게 함으로써(Klein, 2002; Richard & Gross,

1999) 진로결정과정에 필요한 기억, 정보의 통합, 정보의 대안평가 등의 인지

적 작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내적 경험과 결과에 대해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부정적 자극을 회피하거나 부정적 경

험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에 사용했던 자원들을 기능적인 과제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적・행동적 기능을 높여(Hamilton-West & Quine,

2007), 결정에서의 선택을 도울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대학생이 진로결정상황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 대학생

들의 진로탐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진로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과 대처가 중요하

게 제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진로결정과의 단순 관련

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불확실

성에 대한 반응이 개인의 인지적・행동적 진로탐색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진로 미결정자들이 적절하게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 결정과정에 더 효과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돕기 위

해 어떠한 개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

입으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를 산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경험에 직면하여, 자각된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

는 처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입이 실제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진로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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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진로상담에서 미결정자들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실험방법과 과정추적법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로

상담 장면에서 미결정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제언은

있었지만, 실제 실험장면에서 이러한 개입의 중요성을 인과적으로 확인해 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김봉환, 김계현, 1995). 또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에서 결정 내용 뿐 아니라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결정의 질(quality)을 명확하

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제언(Ford, Schmitt, Schechtman, Hults, & Doherty,

1989)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입이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력을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인 과정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잠재

적으로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직면, 집중, 체험하거나 억제와 주의전환을 통해

회피하는 것이 진로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적용 가능한 개입의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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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결정의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처

치 집단과 회피-기반 처치 집단은 진로탐색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1.1 수용-기반 처치 집단이 회피-기반 처치 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보 탐색

편향이 적을 것이다.

1.2 수용-기반 처치 집단이 회피-기반 처치 집단에 진로결정속도가 빠를

것이다.

연구문제 2. 진로결정의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처

치 집단과 회피-기반 처치 집단은 진로 정보의 인지적 처리에서 차이를 보

이는가?

2.1 수용-기반 처치 집단이 회피-기반 처치 집단에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

의 편향이 적을 것이다.

2.2 수용-기반 처치 집단이 회피-기반 처치 집단에 진로 정보 기억량이 많

을 것이다.

2.3 수용-기반 처치 집단이 회피-기반 처치 집단에 부정적 정보 기억 편향

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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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이란 ‘어떤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지 확신하지 못하

는 환경조건과 심리상태’로 정의한다. 또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가능

한 가장 부정적인 사건’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는 진로결정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사건으로 ‘진입실패’와 ‘적성

불일치’의 2가지 시나리오로 구현되었다.

2) 수용-기반 처치

수용의 개념은 여러 심리치료이론에서 다양한 개념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고 실험연구에서 유사한 맥락의 여러 가지 개입으로 구현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수용-기반 처치란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생

각・정서・감각의 내적 경험에 직면(confrontation)하고, 집중(focused

attention)하며,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도록(willingness to experience)’ 하

는 개입으로 정의된다.

3) 회피-기반 처치

회피의 개념 역시 심리치료 이론에서 수용의 개념만큼 다양한 개념으로 정

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회피-기반 처치는 앞서 정의했던 수용-기반 처치의

개념과 반대의 개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러한 정의는 회피의 개념을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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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수용과 통제시도에 초점을 둔 시각과(Gutierrez, Luciano, Odriguez, &

Fink,2004) 맥락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회피-기반 처치는 불

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생각・정서・감각을 ‘억제하고

(suppression)’, 다른 생각이나 정서로 ‘주의전환(distraction)’을 하는 개입으로

정의된다.

4) 진로탐색행동

본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자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서 보여 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진로탐색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 선택적으로 탐색하게 되는 정보의 내용(contents of search)

과 진로탐색과제에서 탐색에 걸리는 총 소요시간(latency of search)으로 정의

하였다. 이는 기존의 의사결정에 대한 과정추적법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되는 의사결정과정의 대표적인 측정치이다(Ford et al., 1989).

5) 진로정보의 인지적 처리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정보 인지 처리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나 자극을 인지

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주의를 배분하고 정보를 도식화 하는 등의 인지적 작

업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진로정보의 인지적 처리는

주의 편향과 기억량, 기억편향의 세 가지 차원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의 편

향은 전주의단계(preattentive)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처리를 확인하기 위함이

고(Willams et al., 1988), 기억편향은 정교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후의 단계

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처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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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진로 미결

정 이론들과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들을 살펴보고, 관련 이론 중에서 불확실성

에 대한 대처를 강조한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처하는 반응,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을 정리하였다. 셋째, 심리적 수용의 개념과 효과를 살펴본 다음,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개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1. 진로 미결정

1) 진로 미결정 관련 변인

진로 미결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Hartman, Fuqua, & Jenkins, 1986). 진로 미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자들은 기

존의 진로결정 이론들이 합리적이고 환원적이며(Williams et al., 1998), 논리

적이고 이상적인 결정자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에 비판을 제기하며(Bubany et

al., 2008; Hartung & Blustein, 2002),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Gati, Krausz & Osipow, 1996).

진로 미결정에 초점을 맞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진로 미결정의 원인과 관

련 변인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정애경, 김계현, 김

동민, 2008). 진로 미결정의 개념을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기를 원함에도 불구

하고 결정내리기를 어려워하는 상태’로 본다면,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과 관련

된 변인들의 탐색은 그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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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된 많은 선행 연구자들은 결정 어려움과 관련된

변인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Salmone, 1982; Holland &

Holland, 1977), 대표적인 관련 변인으로는 불안(O'Hare & Tamburrim, 1986;

Fuqua, Newman, & Seaworth, 1988), 역기능적 진로사고(Brown et al., 2012;

Dodge, 2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z & Luzzo, 1996; Taylor & Popma,

1990; Luzzo, James, & Luna, 1996) 등이 있다.

또한 이상의 연구들과 더불어 제시된 관련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로 결정의 어려움의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

되었다. 몇 개의 예를 들면, Kelly와 Lee(2002)는 진로 미결정과 관련된 측정

도구들을 사용하여 결정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

다. 연구의 분석 결과 여섯 가지의 요인이 진로 결정 문제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보의 부족, 정보에 대한 욕구, 특성적 미결정,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선택 불안이 각 요인의 내용이다. 연구자들은 이

러한 미결정 어려움 요인에 따라 필요한 진로상담의 개입이 달라짐을 강조한

다. 예를 들어,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의 요인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반대가 있기 전의 진로 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

행되어야 하며, 정체성 혼란을 가진 내담자들에게는 보다 적합한 진로 정보를

얻기 위한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개입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진로 미결정이 정보에 의한 문제, 그리고 인지적

인 경험과 관련한 문제, 타인과 관련한 문제라는 큰 카테고리로 설명될 수 있

으며, 이 각각은 진로 결정 과정 전반에서 개인에게 경험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진로결정 과정과 정보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봉환과 김계현(1995)이 진로 미결정의 국내외 연구들을 개관

하며 주요 변인으로 등장하였던 능력, 불안, 흥미, 의사결정 양식, 성격변인 각

각과 진로 미결정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능력과 진로 미결정

의 관계, 그리고 의사결정 양식과 진로 미결정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의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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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주장으로 그 관계성의 유의미성을 결론내리기 어렵지만, 불안과 진로 미

결정은 대다수의 연구들로 인해 그 관계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흥미의 경우 미결정이 단지 흥미가 덜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pp26), 흥미의 발달 및 분화와 진로 미결정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정애경 등(2008)은 국내에서 진로미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100편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성, 학년, 가정형편,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자기

효능감, 진로의사결정자기효능감, 의사결정유형, 애착, 심리적 독립의 10가지

변인을 미결정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사용한

메타분석 결과 진로 미결정은 진로정체감과 자아정체감, 진로의사결정자기효

능감의 변인과는 높은 부적 상관을, 자기 효능감 변인과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미결정자에 대한 이해와 개별적 변인들에 초점을 맞춘

진로 상담 개입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일조한다(Savickas, 1989). 그러나 지금

까지의 진로미결정 관련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5). 사실 진로 미결

정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요인들 역시 진로미결정과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

는 연구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관계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진로 미결정의 원인에 대한 어떠한 개입이 진로 미결정을 줄이고 결정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개입 연구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Kelly & Lee, 2002),

차별적인 처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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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 미결정과 불확실성

진로 미결정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 중에서

미결정자들이 불확실성을 크게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상담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개인이 진로결정상황

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

하면서, 이러한 이해와 도움이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결정에 필요한 기술을 습

득하고 성공적인 진로를 갖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Trevor-Roberts, 2006).

우선 Germeijs와 DeBoeck(2003)은 의사결정 이론에 기초하여 결정과정에서

의 미결정의 원인을 ‘정보의 부족’, ‘평가 어려움’,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

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정보의 부족’은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없거나,

대안의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대안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없

는 경우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미결정의 두 번째 원인인 ‘평가 어려움’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가치 불명확성’, 목표의 일부분들이 서로 절충될 수 없

는 대안에 속해 있는 등의 ‘가치 갈등’, 가장 좋은 대안들이 동등하게 매력적

인 ‘평가의 동일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요인인 ‘결과에 대한 불확실

성’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대안을 성공시킬 능력의 한계 등과 관련이 되

며,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추정해야만 하는 어려움

및 이로 인한 불편감과 관련된다. 미결정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요인 중 정

보의 부족과 평가의 어려움은 현재에 초점이 두어진 문제이지만, 마지막 요인

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은 미래에 관련된 것이므로, 앞선 두 요인과 차

별화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진로결정과정에서 정보의 부족은 결정의 초

기 단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진로결정과정의 후기 단계로 갈수록 정보

부족 보다는 평가 어려움과 결과 불확실성에 관련된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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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된다. Germeijs와 DeBoeck(2003)은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이를 증명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 과정의 초기에는 대안들에 대한 정보 정

도가 결정을 설명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나, 실제 진로결정이 진행되는 후기 단

계에 이를수록 대안들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Barak과 Carney 그리고

Archibald(1975) 역시 진로 미결정자들에게 있어 단순히 정보를 탐색하고 얻

도록 개입을 하는 것이 진로 의사결정을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

러한 연구 결과들은 미결정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정보의 습득을 통해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는 전략 외에 효율적으로 불확실성을 다루는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Saka와 Gati 그리고 Kelly(2008)는 기존의 진로 미결정 관련 연

구들을 토대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주는 정서적, 성격적 요인들을 분류(The

taxonomy of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하였다. 이들은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자

료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주는 3가지 카테고리와 11가지 어려움을

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첫 번째 카테고리인 ‘비관적 관점’에는 과정에 대한

비관적 관점, 세계에 대한 비관적 관점, 통제감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 포함된

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자기와 정체감’ 요인에는 특성 불안, 자기 존중감, 확

고하지 않은 정체감, 혼란스러운 애착과 분리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이론의 마지막 카테고리는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데, 총 4개의 하위 요

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

와 불안 등을 의미하는 ‘과정에 대한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 미결정 상태에

대한 불안, 모호함에 대한 인내의 어려움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선

택에 대한 완벽주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불안 등과 관련된 ‘선택에 대

한 불안’, 그리고 선택한 대안 실현의 한계와 관련된 ‘결과에 대한 불안’이 그

내용이다. Saka와 그의 동료들(2008)은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적절한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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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을 하는 이상적인 진로결정자를 가정한다는

것을 언급하며(Gati, Krausz & Osipow, 1996),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불가능

하게 만드는 개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의 주요 요소에 미래의 불확실성과 진로결정 과정의

모호함이 가져다주는 불안이 포함됨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상담 장면에서 미결

정자들의 결정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에 대한 개입이 필

요함을 시사하였다.

진로 상담 장면에서 개인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조한 제언으로 Gelatt(1989)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과거

에 본인이 설명하였던 의사결정 이론을 포함한 전통적 진로이론들이 객관적으

로 명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일치시키는 구조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담자들은 의사결정에

서 중요한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불확실성을 수

용하고 모호함을 다루는 것에 대한 개입이 그 새로운 시각의 핵심이 됨을 강

조하였다. 또한 그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포함되는 불확실성의 내용을 정리하

고자 하였는데, 정보의 불확실성, 개인의 목표 및 욕구의 불확실성, 선택에서

의 불확실성을 그 정의에 포함하였다. Gelatt(1989)의 새로운 시각 모델에서

상담자와 진로 결정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태도는 불확실성의 수용을 넘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과 긍

정적 태도는 개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론의 하나인 Mitchell과 Levin 그리

고 Krumboltz(1999)의 우연학습이론에서도 진로결정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Mitchell 등

(1999)은 우연학습이론을 진로의사결정의 사회 학습이론의 확장판으로 소개하

며, 진로결정자로 하여금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을 학습의 기회로 만들 수 있



- 19 -

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진로 상담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

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다섯 가지 기술은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는 호기심, 장벽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인내, 태도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 새로운 기회를 가능

하고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낙관성,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에 직면했을

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위험감수 기술이다(pp. 77). 그리고 진로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이상적인 직업을 찾아주기를 원할 때, 이에

응답하기보다 내담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돕

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론에서는 불확실한 결과를 비롯한 불확실한 상황과 확정되지 않은 기

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장벽상황을 내담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를 위해 진로 상담자는 인지적인 재구조화 작업 등의 방법으로

내담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우연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사건의 역할과 강점을 인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상의 진로이론들은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이 개인의 진로 경험에 있어 중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Trevor-Robert, 2006).

또한 진로미결정자들이 불확실성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이

다시 미결정의 원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결정자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이들이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루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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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 미결정과 정보처리

개인에게 있어 진로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고, 보다 긍정적인 진로 발달을

위해서 어떠한 자극과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살펴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

어 특히 개인의 인지적・행동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성숙한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긍정

적이고 기능적인 태도와 합리적, 기능적 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한다(Dorn, 1990). 유사한 맥락에서, 진로 결정자들의 비합리적 신념이

나 역기능적 사고, 인지 왜곡 등의 신념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과 정보처리와

같은 기능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이 실제 진로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고자 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이형국, 2010).

이렇게 진로결정자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 중에서, 진로 결정

자가 진로결정 상황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함을 강조

한 연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Bihm과 Winer(1983)

는 진로결정에서 직업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업 정

보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모델이나 체계적인 연

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직업 정보가 개인에게 어떠한 내

용으로 얼마나 저장되고 기억되는지를 알고, 이러한 정보 처리에 무엇이 영향

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로 결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

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제언에 대답하는 연구로 직업의 이

름이나 직업의 인상,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테마 등에 따라 기억의 내용과

양,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itz와 Harren(1980) 역시 개인의 진로 정보처리 과정은 선택적으로 일어난

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보 처리의 선택은 진로 결정자의 해석이나 정

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상황에서는

단순히 진로 정보를 찾고 얻는 것보다 어떠한 정보의 성격을 어떻게 선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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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들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사용

하는 것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의 탐색 과정에는 개인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은 정보 처리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

하는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보나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

를 배분하게 된다(Norman & Bobrow, 1975). 즉 개인이 무한한 정보를 모두

탐색할 수 없을 때는 개인이 어떠한 인지적인 지각과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특정 정보의 확실성이나, 결과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과 해석 등도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Kahneman & Tversky, 1979).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관이나 초점에 따라, 합리적인 결

정을 돕거나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해진다. 다음

으로 개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과 일치되거나 유사한 정보들을 훨

씬 더 이해하기 쉬워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정보들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려고 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인지적인 도식과 관련이 되

는데, 한번 잘 형성된 정보처리 전략은 진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도

보다 쉽게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에 대한

도식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기억의 다음 과정은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되는 정보의 기억 차원에 관한 것이다. Pitz &

Harren(1980)는 정보가 기억되는 것에는 인코딩 되는 환경,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 무엇보다도 정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의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결

론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용가능성'

과 '대표성'이라는 휴리스틱(Heuristics)을 따른다.

이상의 연구들은 특히 복잡하고 모호한 결정상황에서 개인이 정보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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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의 내용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인 진로 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진로 정보가 편향되게 수집되거나 기억되고, 적절하게 사용할 정보

들을 방해하게 되면 매우 심각하게 진로 결정의 질이 손상될 수 있다(Kray &

Galinsky, 2003). 이러한 제언은 진로 정보의 탐색과 수집에서부터 결정까지

이르는 각 단계에서 충분하고, 적절하며 균형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선행연

구의 제언들(Clarke, Gelatt, & Levine, 1965; 조애리, 2012)과도 일치하는 맥락

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나아가 정보의 습득과 주의, 기억에서 발견되는 편향은

현실적인 대안사고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권석만, 유성진, 정지현, 2001),

이러한 편향이 자동화 되었을 때 전반적인 정보처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

킬 수 있다(최문기, 2005). 따라서 진로 결정의 문제에 있어 정보의 탐색과 주

의, 기억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균형 있고 긍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돕는 것

은 중요한 개입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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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성 (Uncertainty)

1) 불확실성의 정의

불확실성은 인간의 일생에서 핵심적인 경험이며(Trevor-Roberts, 2006), 모

든 개인의 일상에 퍼져있는 요소이다(Dugas & Ladouceur, 2000). 따라서 소

비자학, 커뮤니케이션학,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과학 뿐 아니라 의학 및 간호

학, 통계학, 자연과학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불확실성과 개인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오을임, 김구, 2002).

불확실성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확실하지 않은 성질이나 상태'을 의미하

는 개념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관련 학문 영

역과 학자, 그리고 불확실성을 느끼는 주체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르다. 그

러나 불확실성의 개념이 복잡하고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Hogan & Bracher, 2009), 대부분 모호함, 예측 불가능함, 복합성, 가능성, 명

확성의 부족, 알 수 없음 등의 개념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Babrow, Kasch & Ford, 1998).

구체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결정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요인을 포함하여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Lipshitz와 Strauss(1997)는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을 정보의 부족(완전한 정보 부족, 부분적 정보부족, 신뢰

할 수 없는 정보), 부적절한 이해(의심스러운 정보에 의한 부적절한 이해, 새

로운 상황으로 인한 부적절한 이해, 변화와 불안정한 상황에 의한 부적절한

이해), 그리고 대안간의 갈등(유사한 매력적 대안들간의 갈등, 서로 모순된 역

할로 인한 갈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오을임, 김구, 2002).

Anderson과 그의 동료들(1981)은 불확실성이란 ‘여러 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하였고(Lipshitz와 Strauss, 1997; p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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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phreys와 Berkeley(1985)는 불확실성을 사건-행동 관계, 사건-사건 관계,

결과의 가치,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 미래의 선호와 행동, 미래 사건에

영향을 주는 능력에 대한 확실성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다.

또한 Grenier와 Barrette 그리고 Ladouceur(2005)는 불확실성과 유사한 개념으

로 여겨지는 모호성(Ambiguity)과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설명함으로써 불확실

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모호성은 현재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요

소에 보다 초점이 주어진 개념인 반면 불확실성은 미래에 초점이 두어진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가장 중점이 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요소들이 포함되

어 정의되는지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결과에 대

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심리상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해

당 정의에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환경에서 유발되는 심

리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진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의 개념은 '진로결정 상황에서 발생 가능

한 사건과 결정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심리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

2)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불확실성 하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개인이 불확실성을 경험

하여 이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반응이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음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관심은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에는 어

떤 것들이 있는지, 둘째, 어떠한 반응이 보다 긍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가져왔다.

우선, 불확실성이란 확실함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심리적인 불편함과 스트

레스의 원인이 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직면했을 때 개인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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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Curley, Yatew, &

Abrams, 1986). 즉 불확실성 회피란 개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반응은 비단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불확실성의 개념을 경영 현장에 도입한 Cyert와 March(1963)는 대부

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 조직의 의사결정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가 핵심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조직은 불확실성을 만났

을 때 두 가지 전략으로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전략은 장기적인 불

확실한 사건에 참여하기보다 단기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전략은 환경을 협상하거나 조정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 Trevor-Roberts(2006)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반응과 전략들은

조직과 개인 모두에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개인 역시 불확실

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로결정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 보다 단기적인 안목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 있으므로 진로 상담에서 장단기 시각의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인의 불확실성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

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불확실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감수나 모호성

같은 변인들이 결정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며(Kahneman, Slovic, &

Tversky, 1982), 개인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예로, Lipshitz와 Strauss(1997)는 의사결정자가 불확

실성을 만나게 되면, 다음의 3가지 반응으로 이에 대처한다고 설명하였다. 불

확실성을 감소하고자 노력하는 것,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불확실

성을 억제하는 것이 그 반응 전략이다. 첫 번째 반응인 불확실성의 감소는 대

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전략은 실

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대안

들에 대해 불확실성을 모두 감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들을 모으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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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개인에

게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선택 가능하다.

먼저 불확실성을 억제하는 반응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 상황을 회피하는 반응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반응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Matlin & Stang, 1978; Lipshitz &

Strauss, 1997 재인용)처럼 자신의 결정 결과와 관련된 비합리적 생각과 관련

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반응 역시 가능하다.

이는 불확실성을 현재 존재하는 선택 평가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

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준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불확실

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직면하고자 하는 반응이 포

함되며(Allaire & Firsirotu, 1989; Lipshitz & Strauss, 1997 재인용), 이러한

수용 대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elatt, 1989) 회피 대처보다 의사결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제언

된다.

이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연구를 정리하면, 의사결정자가 불확실성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는 이에 회피하는 반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회피반응은 불확실성을 직면한 순간 혹은

추가적인 정보나 행동들로 불확실성을 감소하려고 노력한 후 더 이상 불확실

성을 감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유용한 전략이고,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스

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Gutierrez, Luciano, Odriguez, &

Fink, 2004). 또한 이러한 회피 반응은 불확실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Hofstede, 1991)

그러나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의 회피 반응이 지속되었을 때, 이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장기적인 시각을 놓칠 수 있게 하고(Trevor-Roberts,

2006),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심리적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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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McCaul & Haugtvedt, 1982).

또한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험을

회피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낭비하게 되면(Roche, Forsyth, & Maher,

2007) 정작 중요한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불확

실한 상황에서의 회피 반응의 지속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수용 반응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불확실성에서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는 전통적 이론들은 의사결정

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효용정도에 입각하여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사선택에

회의를 가지는 학자들은 이러한 합리적 이론이 너무 단순하며, 불확실한 상황

에 있는 개인들이 실제로는 이론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

적한다(정준표, 2003).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위험도의

평가에 따라 개인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감정이

유발되면 이는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Chanel & Chichilnisky,

2009). 이러한 두려움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예측

하는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일치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 Chanel과 Chichilnisky(2009)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사용한 실험 연구

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두

려움이 유발되지 않은 실험참가자들은 기대호용이론에 일치한 합리적 의사결

정을 하였으나, 두려움이 유발된 상황에서의 실험 참가자들은 절반 가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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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가 합리적 이론과는 다른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으로 이유 기반 선택(reason-based choice)이나 선택 포기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휴리스틱 역시 불확실함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

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휴리스틱으로 꼽히는 것이다(Bettman, Luce, & Payne,

1997).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낳

을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개인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가장

합리화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선택을 포기 혹은 지연하는 등의 특

성을 보일 수 있다(Bettman et al., 1997). 또한 이러한 선택의 포기나 지연은

선택의 대안들이 매우 뚜렷하게 우위에 있지 않거나, 가장 좋은 최선의 대안

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크게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

(Dhar, 1997; 원지성, 2010 재인용).

즉 개인의 의사결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많은 결정자들은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 선택의 이면에는 불확실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회

피하고자 하거나, 이러한 평가로 유발된 두려움이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합리적인 결정을 두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거나 선택을 포기하고 연기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진로결정의 질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게 한다. 여러 의사결

정 상황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상황은 예측 불가능의 정도가 크고 결

과가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며, 특히 초기 성인기에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영역과 관련이 되므로(Orndorff & Herr, 1996) 비합리적 휴리스

틱의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진로 결정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불확실성에 대

해 어떻게 지각하고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진로결정을 합

리적으로 돕는데 핵심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Trevor-Roberts, 2006).

만약 대학생들이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해 높은 위협가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두려움이 높다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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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필요가 있다.

4)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Gati, 1990), 진로결정

을 보다 합리적으로 돕기 위해 이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언된다면(Mitchell, et al., 1999; Gati et al., 2011; 김경욱, 2009),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 진로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

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 관련 연구들은 개인의 반응이 진

로선택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로결정과정을 보다 세

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임은미, 2011). 즉 의사결정에

서는 단지 결정이 이루어졌느냐 보다 문제 없는 선택(problem-free choosing)

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Phippips, 1992), 이를 위해

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에 결정의 결과 뿐 아니라 탐색행동과 같은 결정의

과정도 고려되어야 한다(Gelatt, 1989).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과 대처가 진로선택에 대

한 인식, 자신감,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Krumboltz, 2009),

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것, 정보를 다루는 것, 정보를 사용하는 것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Hogan & Brashers, 2009). 보다 구체적

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은 불확실한 상황에 내포된 결과 예상에 따라 정

보에 대한 접근유무를 달리 할 수 있다. 불확실함이 유발하는 불편함을 회피

하는 반응은 불확실함에 내포된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정보를 획득함으로써(Wilson,

Centerbar, Kermer, & Gilbert, 2005), 혹은 반대 방향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정보는 회피함으로써(Brachers 등, 2000)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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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포된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포함한 발생

가능한 결과를 암시하는 정보들을 찾기를 피하려고 할 수 있다(Afifi & Afifi,

2009). 즉 불확실한 상황에 회피하는 반응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에는 보다 접근하고, 두려운 결과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정보에는 접근을 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확실성의 성격을 주관적이고, 포괄적이며, 결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정의내린 Lipshitz와 Strauss(1997)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반응이 행동을 막거나 지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불확실성

에 대한 위협적인 평가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한 상황과 관련된 경험

에 대해 회피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한다. 이는 불안과 걱정이 지속될 경우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Metzger와 그의 동료들(1990), Pratt, Tallis, 그리고 Eysenck(1997)는 불안과

걱정이 의사결정 과제에 있어 훨씬 더 느린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정 속도는 실험 과제의 특성이 보다 애매

하고 복잡하며,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반응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느려졌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느린 결정속도의 원인을 의사결정의 결과

가 부정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틀릴 수도 있는 상

황'에서의 선택과 결정 시간을 연장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결

정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결정 속도를 늦추고 결

정을 어렵게 한다면, 반대로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작업을 통해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낮춤으로써(Dugas & Ladouceur, 2000) 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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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과 정보인지처리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반응에 따라 진로 정보의 인지적 처리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먼저 불안과 관련된 정보의 인지처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Methews와 MacLeod(1985)는 불안이 높은

임상 집단이 ‘암’과 같은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한 정서 스트룹(stroop) 과제에

서 일반 비임상 집단보다 더 오랜 반응시간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주의편향을 보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위협적인 자극

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할당한다는 것을 의미이며, 나아가 관련 위협 자극

을 볼 때 일시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각성되며, 과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Williams 등(1996)의 연구 역시 높은 불안이 불안과 관

련된 단어를 사용한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반응속도를 늦춤으로써, 위협적 단

어에 대한 간섭효과를 더 크게 받게 함을 증명하였다. 즉 개인의 불안 수준은

자신의 불안 내용과 일치하는 정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인지

적인 자원을 투입하게 한다. 한편 Mogg 등(1993)과 Bradley, Mogg, Millar,

그리고 White(1995)는 이러한 주의 편향이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 위협자극 제시를 역치하의 수준으로 제시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이러한 주의편향은 전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위협지각과 두려

움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고 또다시 이러한 회피 반응을 통해 부

정적 정서를 지속시키게 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위협적 자극에도 이에 집

중하게 되어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인지적인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Mogg & Bradley, 1998). 그리고 이러한 주의 배분과 자원의

처리는 전주의 수준과 같이 정보처리의 매우 초기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전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협자극에 대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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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편향은 매우 자동적인 과정이므로 훨씬 심각한 인지적 취약성으로 기능

할 수 있다(Willams et al., 1988). 전주의 과정의 편향은 환경에서 관련된 유

사한 자극에도 쉽게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임상적인 정서 장애를 유발

하기 쉽다(Mogg & Bradley, 1998).

이와 관련하여 주의에 대한 배분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Methews와

MacLeod(2002)이 제창한 위협평가 시스템(Threat Evaluation System)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이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

에게 어떠한 정보가 입력되면, 개인은 그것의 위협 정도를 아주 빠르게 자동

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때 판단된 위협 정도가 높을 경우 자극의 위협과

관련된 의미나 표상에 대한 활성화를 높이며, 이에 추가적인 주의 자원을 배

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 사소한 자극이라고 할지라도 입력된 자극이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면, 우리의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활성화

되고, 해당 자극을 처리하는데 주의 배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당시에 처리되는 다른 중요한 과제들로 배분되는 주의 자원들을 줄이

게 하여 보다 중요한 기능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불확실성과

부정적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유지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위협가와 불안을 감소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위협평가 시스템에 의해 작은

자극도 위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이에 자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전략

적・합리적 각성 기능을 손상시키고, 안전한 자극과 위험한 자극을 효과적으

로 통합시키는 것에 실패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Mogg & Bradley,

1998).

한편 이러한 인지적 처리는 주의 배분과 활성화 뿐 아니라, 정보의 파지와

기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제언되고 있다. 높은 불안이 위협적인 자극을

위협적이지 않은 자극보다 더 잘 파지하게 하고, 더 잘 기억하게 한다는 연구

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MacLeod, Mathews, & Tana, 1986; C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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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 & Heimberg, 2007; Mogg & Methews, 1990; Cloitre & Liebowitz,

1991; Frieman, Thayer, & Borkovec, 2000). 또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걱정

역시 정보의 입력과 인출에 영향을 주어 기억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Eysenck, 1984), Pratt 등(1997)은 걱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적, 부정적 관

련 정보를 장기기억에 더 잘 조직화하여 저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저장 특성이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더 빨리 활성화 되게 하는 등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기억 편향은 암묵적 기억 과제에서 훨

씬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오서진, 오경자, 2011), 이는 불안이나 걱정이 높은 사

람들이 기억의 측면에서도 주의 편향 처럼 의식 전 차원에서 위협적인 정보를

파지하고 기억하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위협적으로 인지하고 지속적

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이 위협적인 자극에 의해 부정적 정서를 더 빨리 활성화

시키고, 더 많은 주의를 배분하며, 부정적 자극을 더 빨리 그리고 조직적으로

파지하는 인지적 편향을 보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반면 불확실성

과 관련된 부정적 경험에 대한 수용 개입이 위협평가 시스템의 초기 단계, 즉

관련 경험에 대한 위협가의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제언(Klein & Boals,

2001; Yogo & Fujihama, 2008)은 회피반응이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에 변화를

줄 것을 시사한다. 즉 불확실성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위협 평가가 줄어들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주의 배분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정보를 처리하

는데 보다 효율적인 자원을 사용하능하도록 돕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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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 및 회피 기반 처치

1) 수용의 정의

심리적 수용이 대부분의 심리 치료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Arkowitz, 1997), 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방

법 또한 다양하다. Block-Lerner 등(2009)은 수용전념치료에서 제언하는 수용

의 개념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분석적 이론에서부터 수용전념치료에 이

르기까지 각 이론에서 사용되는 수용의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수용은 괴로운 기억 혹은 허용

되지 않는 욕구와 충동 등이 부인되거나 억압되지 않고 수용되어 자아로 통합

되도록 허용하는 것의 의미를 포함한다(Wolitsky & Eagle, 1997;

Block-Lerner et al., 2009 재인용). 또한 Greenberg(1994)는 경험적 치료에서

의 핵심을 수용으로 제언하면서, 개인이 정서적인 경험으로부터 오는 자연스

러운 반응을 허용하고 경험하는 대처를 정서적 수용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게스탈트 치료에서는 수용을 현재의 자각과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자각하여, 자신의 정서와 욕구에 접촉

하는 것’(Gressnberg & Rice, 1997)이 그 중심이 된다. 게스탈트 치료에서는

지금 여기의 경험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빈 의자 기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치료는 회피되었던 경험을 알아차

리고 직면하며, 현재의 순간에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진행된다. 한편 마음챙김

(mindfulness)에서의 수용은 ‘어떤 한 순간에 생겨나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Brown & Ryan, 2003)’으로 정의되며, 비판단적이

고 개방적으로 현재를 자각하고 생각과 감정,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설명된다(Jacobs & Blustein, 2008). 마지막으로 수용전념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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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수용은 ‘사적 사건을 접촉할 때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 신체적 감각 등을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도록 개방하는 것(Hayes, 1994;

문현미, 2006)’으로 정의된다.

Block-Lerner 등(2009)은 이러한 수용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수용의 맥락이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에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고, 그로부터 일

어나는 생각과 정서, 감각 등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등의 방

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제언(Hayes, Bissett, korn, Zettle,

Rosenberg, Cooper, & Grundt, 1999)에 동의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의 개념을 '부

정적 결과를 마주했을 때 발생되는 생각과 정서, 감각의 경험을 지금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수용-기반 개입의 내용과 방법

많은 선행연구자들은 수용의 과정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사한 개입을 사용하여 이를 실험장면에서 구현하고

자 하였다. 연구들은 대상자로 하여금 수용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입

방법으로 이를 촉진하고자 하였는데, 그 조작방법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내부

의 경험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상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것(Kross & Mischel,

2011; Greenberg, Wortman & Stone, 1996), 노출하고 직면하게 하는 것

(Tabibnia, Lieberman & Craske, 2008), 부정적 정서를 활성화 시키는 것

(Niemiec et al., 2010), 내부의 경험을 들여다보고 자각하게 하는 것(Eifert &

Heppner, 2003),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Luciano et al., 2010;

Dalgleish, Yiend, Schweiser & Dunn, 2009), 경험되는 정서와 생각을 개방하

도록 하는 것(Greenberg & Stone, 1992; Stiles, Shuster & Harrigan, 1992),

경험되는 정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Roche et



- 36 -

al., 2007; Low, Stanton & Bower, 2008; Farb et al., 2010), 경험되는 정서,

생각,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머무르는 것(Hayes, Strohsahl, & Wilson,

1999; 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mann, 2006)등의 개입이 대표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구에 따라서 하나의 개입을 중점적으로 촉진하는

경우도 있고, 둘 이상의 조작을 연결하여 개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의 수용-기반 개입의 개념은 이상의 유사 맥락 중에서 ‘직면

(confrontation): 내적 경험에 접촉하는 것’, ‘주의 집중(focused attention): 자

신 내부의 생각과 정서, 신체적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체험

(Willingness to Experience): 충분히 느끼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작적 개입이 실험 연구에서 어떠한 방법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많은

수용-기반 처치와 유사한 맥락의 연구들은 다음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절차는 a. 자극을 제시하고, b.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내적 경험에 대해 조작 개입을 하며, c. 개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실험 연구에 사용되는 자극들

은 대부분 부정적인 자극이 주를 이룬다. 이는 회피적 전략과 반응이 ‘원하지

않는 사고나 감정, 감각을 마주했을 때’ 생기는 대처전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을 전제했을 때(Hayes, 1994), 수용-기반 개입의 대상 역시 이러한 위협적인

자극으로부터 오는 경험에 더 초점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사한

맥락의 실험들은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유발하는 이미지나 사진, 혹은 동영상

(Erisman & Roemer, 2010; Richard & Gross, 1999; Tabibnia, Lieberman , &

Craske, 2008), 혐오적 소리나 혹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고통자극(Luciano

et al., 2010; Hayes, 1999; Paez-Blarrine et al., 2008; Masedo & Esteve,

2007; Gutierrez et al., 2004), 개인에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외상 경험이나 부

정적인 경험(Greenberg & Stone, 1992; Kellog, Mertz, & Morgan, 2010),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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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같은 실존적인 위협 주제(Niemiec et al., 2010; Wisman & Koole, 2003),

미래에 닥친 불안의 대상(Frattaroli & Thomas, 2011; Van der Heiden &

Ten Broeke, 2009)등의 자극을 사용하여 실험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생각・정
서・신체 감각에 접촉하게 한다.
관련 개입 연구들은 개입을 위한 수단으로 대부분 지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Erisman 와 Roemer(2010)는 자극과 접촉한 이후에 ‘느껴

지는 어떤 정서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를 지시한다. 비슷하게 Luciano 등(2010)에서도 혐오자극을 직면한

뒤, 이 때 생기는 신체 감각과 정서를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

고 ‘집중하기’를 요구한다. Dalgleish, Yiend, Schweizer 그리고 Dunn(2009)의

연구에서도 실험 참여자들은 ‘가능한 생생하고 자세하게 감각을 동원하여 느

껴지는 정서에 집중하도록’ 지시받는다. Paez-Blarrine(2008) 역시 수용-기반

집단에 배정된 그룹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본인의 생각과 정서를 알아차리고

느끼도록 권유된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수용-기반 개입의 조작적 개념들은

통제-기반 개입 혹은 회피-기반 개입과 비교되어 사용되는데, Luciano 등

(2010)의 연구에서처럼 ‘혐오적인 자극으로부터 오는 경험을 없애기 위해서 노

력하라’는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지시에서부터, ‘느껴지는 정서는 무엇이든지

억압하라’는 지시나(Dalgleish, Yiend, Schweizer & Dunn, 2009), ‘관련된 생각

을 하지 말고, 생각을 가능한 멀리 던져버리라’는 지시가 주어지기도 한다

(Paez-Blarrine et al., 2008). 혹은 회피의 또 다른 방법으로 ‘즐거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라(Gutierrez et al., 2004; Hayes et al., 1999)’는 지시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통제-기반 개입은 모두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회피-기반 개입으로 여겨지며, 생각・정서・감정
의 억제와 다른 생각・정서로의 주의전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지시 방법 외에 표현적인 글쓰기를 통해 조작적 개입의 체험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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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Greenberg와 Stone(1992), Niemiec 등(2010),

Wisman와 Koole(2003) 그리고 Frattaroli와 Thomas(2011)등의 연구들은 내적

인 경험을 통해 떠오르는 감정, 생각, 감각 들을 가능하면 생생하게 글로 표현

하도록 하는 개입을 진행하였다. 표현적인 글쓰기 작업은 이러한 내적 수용

작업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Kellogg et al., 2010), 정서와 생각 등의

경험을 분명하게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Niemiec et al., 2010). 또

한 글을 쓰는 시간 동안 충분히 내적 경험에 대한 자각과 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연구에 따라서는 이러한 개입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거나, 실험 참가자의 이

해와 정확한 개입을 돕기 위해 개입 이전에 짧은 예를 통한 연습 과정이 포함

되기도 한다(Paez-Blarrine et al., 2008; Gutierrez et al., 2004).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들은 종속측정치로 정서적 기분이나 정서적 불편감

(Greenberg & Stone, 1992; Luciano et al., 2010), 지각되는 걱정이나 스트레

스의 정도(Van der Heiden & Ten Broeke, 2009; Eifert et al., 2009)등과 같

은 자기 보고형 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면근육의 근전도

(Niedenthal, Winkielman, Mondillon, & Vermeulen, 2009), 피부전도율

(Tabibnia et al., 2008), 피부온도(Mendolia & Kleck, 1993)등 실험참가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기도 하며, 고통을 참고 있는 시간(Hayes et al., 1999;

Paez-Blarrine et al., 2008), 실제 수행성적(Frattaroli & Thomas, 2011), 기억

과제 수행(Kellogg et al., 2010)등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이

러한 다양한 측정 방법은 수용-기반 개입이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

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로부터 오는 내적 경험에 직면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있는 그대로 체험하도록

하는 개입을 진행하였다. 또한 처치의 절차적 방법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자

극제시-지시 및 글쓰기작업-종속변인의 측정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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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면, 주의 집중 및 체험의 효과

본 연구에서 조작한 처치인 직면과 주의 집중, 그리고 체험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개인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자극과 경험에의 직면을 통한 접촉은 정서적 둔감

화 기제를 통해서(Dugas & Ladouceur, 2000)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불안과 공

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 회피하

지 않고 접촉하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이후 유사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공포구

조를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노출치료의 기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효과는 경험의 직면과 접촉을 통해 같은 경

험에 대해서도 정서적 충격이 무뎌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고(Lopere,

1997), 극단적 자극에 대해 보다 덜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Dijksterhuis & Smith, 2002). 이러한 정서적 둔감화와 정서

가의 변화는 미래 발생가능한 자극과 감정을 예상할 때 이에 덜 불편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 고통 역시 더욱 인내하게 한다(Paez-Blarrine et al.,

2008). 즉 직면과 그로 인한 접촉은 그 자체로 정서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

여 예상되는 유사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고, 관련된 스트

레스를 줄임으로써(Coffey et al., 2006), 삶의 적응력과 안녕감을 향상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Dougher, 1994).

둘째, 내적인 감각과 생각,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머물도록 하는 체험은 부

정적 자극과 관련 경험에 대한 위협가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가능하도록 한다.

회피하고자 했던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체험하고 나면, 내적인 경

험이 두려워하는 만큼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위협가

에 대한 인지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또한 이는 자신의 다른 경험에도 모두 개

방적이 되고, 회피하려고 애쓰지 않음으로써 더 생생함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Greenberg, 1994; Dugas & Ladouceur, 2000). 이는 회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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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지각되던 경험에 대한 인지적인 변화가 실제 인지적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경험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제언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조용래, 2001). 이러한 인지적인 변화와 위협가의 감소는 두려운 경험을 회피

하느라 사용하였던 에너지와 노력을 줄여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자극에 더 많

이 접촉할 수 있게 하고,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Cordova & Kohlenberg, 1994).

셋째, 이상에서 설명된 정서적 처리와 위협가의 감소는 원하지 않는 경험을

회피하는 반응으로 인해 만들어졌던 접근-회피 갈등의 반응차원을 접근-접근

의 차원 혹은 갈등이 아닌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Forsyth et al.,

2006). 만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 대안에 대해 문제 해결적 소망과 동시

에 원하지 않는 경험이 공존한다면, 이 때의 선택대안은 접근과 회피의 갈등

을 일으키는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자극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선택하더라도 불만족스럽거나 부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러나 원하지 않는 경험에 직면하고 이를 충분히 체험한다면, 이는 더 이상 회

피하지 않아도 되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소망에 접근하는 것을 더 이

상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면과 체험의 경험은 혼란스러움과 방어 없이

문제 해결에 보다 중점을 두어 가치 추구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낳고(Kashdan et al., 2006), 부정적 정서와 감각을 유발하더라도 그것

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수용 및 회피-기반 개입과 진로탐색행동

본 연구는 특히 직면과 주의집중, 체험의 작업을 통해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수용-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과 회피-기반 처치를 제공

한 집단이 진로탐색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데 첫 번째 관

심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설명배경으로 Wegner(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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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통제(mental control)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Wegner(1994)는 이

이론을 통해 개인이 내적인 정서와 생각 등에 직면하고 체험하기보다 이를 통

제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

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내적인 정서와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조작(operation)단계로, 마음

을 통제하여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

서 개인은 원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원하는 상태와 일치하는 자극들

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고, 소속감이라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속감과 일치하는

자극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

은 연락처를 뒤지거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거나,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징표들을 찾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탐색은 개인이 원하

는 상태에 도달할 확률을 높이게 한다. 또한 이 단계는 특정한 정서를 회피하

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서와 불일치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도 설명된다. 즉 위의 예에서 외로움을 회피하고 싶은 개인은 외로움과는 불

일치되는 정서가(예를 들어 소속감 뿐 아니라 행복함이나 즐거움 등의 긍정정

서)를 가진 정보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통제 이론의 두 번째 단계는 감시(monitoring)단계로 설명되며, 이는 현

재 마음의 상태가 원하는 상태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감독하는 과정이

핵심이 된다. 이 단계에서의 개인은 원하는 마음의 상태와 불일치되는 정보가

발견되면 처음의 조작단계를 다시 작동시키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는 단계는 아니며, 첫 번째 단계만큼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불일치한 자극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마음통제 이론은 부정적인 정서나 생각 등의 경험을 통제하려는 시

도가 자극들에 대한 탐색과 민감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즉 부정적 정서와 생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제의 첫 번째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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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정보를 더 탐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부정적 정서 경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정서로의 주의전환을 원하는 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정보를

더 탐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인지적 회피가 위

협적이고 부정적인 관련 정보 자체에 대한 철회로 나타날 수 있다는

Krohne(1989)의 제언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개인은 부정적인 경험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내적인 부정

정서와 생각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통제 욕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편향된 정보 탐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직면하고 주의를 기울

여 체험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와 경험에 대한 위협가가 줄고

해당 정서가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그 마음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통제 욕구의 부재는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기 위한 편향된 정보의 탐색

을 할 필요를 없애고, 혼란감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기꺼이 접근하도록 한다. 주의 집중의 개입이 부정적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영향을 주고(Arch & Craske, 2006), 위협적인

정보들에도 방어 없이 기꺼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연구(Niemiec et al.,

2010)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고한다.

5) 수용 및 회피-기반 개입과 정보인지처리

Wegner(1994)의 마음 통제 이론에서 두 번째 단계인 감시 단계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와 불일치하는 정보, 혹은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상

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정보와 접촉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이 경험 통제 상황에서 위협 정

보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즉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 정보를 더욱 찾

지만, 부정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 되었을 때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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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훨씬 민감하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정적 자극에

대해 얼마나 주의와 자원을 할당하는지에 대한 주의 편향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경험적 회피를 사용하는 집단이 위협과 관련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편향이 있음을 발견한 연구들(MacLeod, Mathews &

Tata, 1986)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Wegner(1994)의 마음통제 이론에서 또 하나 강조되는 점은 통제의 각 단계

가 요구하는 자원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조작 단계는 인지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므로 이 단계가 일어나는 동안 주의와 기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작업은 방해를 받을 수 있다(Bargh, 1984, 1989; Hasher & Zacks, 1979;

Logan, 1979, 1988; Navon & Gopher, 1979; Posner & Syner, 1979; Shiffrin

& Schneider 1977; Wegner, 1994 재인용). 이는 내적 경험을 통제하려고 노력

하는 것이 내적 경험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것에 비해 작업기억용량을 낮게 한

다는 실험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Richard와 Gross(1999)는 실험 참가

자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자극을 제시하고 해당 자극을 행동적으로

회피하거나, 정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

해 재인과 회상 과제 모두에서 기억이 악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서의

억제 노력이 외부 정보 자극의 입력과 주의에 필요한 자원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성공적인 정서 억제는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요구하고,

원하지 않는 정서 자극이 생기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억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의 작업을 요구하느라(Pyszczynski &

Greenberg, 1987) 정작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처리하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

족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Kellogg 등(2010)은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적 경험을 자각

하고 표현하도록 한 개입이 작업기억 능력의 증진에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

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실험결과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

한 생각에 집중하고 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적도록 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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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보다 높은 작업기억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

정적 경험에 대해 집중하고 표현하는 개입이 침투적인 사고에 대해서 싸우거

나 회피하는데 드는 정서적인 자원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함으로써, 작업

기억에 쓸 수 있는 자원을 더 여유롭게 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Klein, 2002).

해당 실험에서 개입 집단은 실험 과정동안 침투적 사고가 줄어들고, 회피를

시도하려는 정도도 유의미하게 감소함으로써, 이러한 메커니즘 설명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Frattaroli와 Thomas(2011) 역시 미래의 불안의

대상이 되는 시험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여 이를 표현하도록 하는 개

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개입이 정서 뿐 아니라 실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억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정서에 대한 자각과

집중을 포함한 수용-기반 개입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춤으로서 수

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제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Klein과 Boals(2001),

Yogo와 Fujihara(2008) 역시 정서를 회피하기보다 이에 집중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개입이 기억용량을 촉진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 제언들은

생각과 정서・감각 등의 경험을 통제하고 회피하려는 시도가 주의와 집중에

필요한 자원을 줄이게 하고, 반대로 이에 직면하여 체험하고 표현하는 작업은

통제에 소요되는 자원을 보다 기능적인 과제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을 제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입이 건강과 웰빙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

지적・행동적 기능에도 유용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Frattaroli, 2006;

Hamilton-West & Quine, 2007) 예상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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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비율(%)

표본수 74 100

집단조건
수용-기반 집단 37 50

회피-기반 집단 37 50

성별
남 36 48.6

여 38 51.4

학년
3학년 39 52.7

4학년 35 47.3

전공

인문대학 8 10.8

사회/경제/경영/법과대학 26 35.1

자연대학 4 5.4

공과대학 10 13.5

사범대학 12 16.2

예술대학 4 5.4

의학/약학/간호대학 2 2.7

농업대학 5 6.8

기타 3 4.1

<표 1> 연구 대상자 분포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실험참가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 소재 S대학 게시판을 통

해 실험 공고를 하였다(부록1). 본 연구는 실험자극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진로결정을 앞둔 3학년과 4학년 진로 미결정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공고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82명의 대학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82명의 실험 참가 대학생 중 조작확인(manipulation check)을 통해 안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3명, 회피 혹은 수용-기반 집단에 따른 지시에 불

일치한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응답한 3명, 진로 결정 척도(8점 척도)에서 8점을

응답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진로결정 수준이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판단된 2명

을 제외한 총 74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총 74명의 평균 나이는 22세

(SD=1.68)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분포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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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상황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

적 결과에 대해 수용 혹은 회피-기반 처치가 제공되는지에 따라 진로탐색과정

이 달라지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내용과 이에 내포된 부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또한 처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가

상의 진로탐색 과제와 정서 스트룹(stroop) 과제에 사용될 자극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실험 자극은 대학생 및 상담 전공 석・박사들의 평정 작업과 설문 작

업을 통해 수정・보완 되었다. 최종 확정된 실험 자극을 사용하여 총 8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진로탐색시간 및 탐색 정보 내용은

프로그래밍으로 구현된 웹상에서 자동으로 측정되었고, 스트룹 과제에 걸린

수행시간은 프라트(pratt)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후 측정되었다.

기억량과 기억편향의 정도는 상담 전공 박사 수료 이상 3인의 평정을 통해 도

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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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자극 개발

.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 개발

. 진로 탐색 과제 개발

. 정서 스트룹 자극 개발

▽

예비 연구
. 예비 연구 실시 및 해석

. 최종 실험 설계 확정

▽

IRB 승인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

(승인번호 SNUIRB 1302/001-004, 유효기간 2014.2.14)

▽

본 실험
. 연구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대학생 3, 4학년 82명 대상으로 실험 진행

▽

자료분석
. 사전・후 검사 및 진로탐색과정에 대한 양적분석

. 기억량 측정을 위한 전문가 평정

▽

결과 해석 . 통계 분석 및 결과 해석

[그림1] 연구 진행 절차

1) 실험 자극 개발

(1)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 개발

대학생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로 결정 수준이 낮은 대학생 4명

과 진로상담 내담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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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 탐색과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의 내용 

   - 선택과 관련한 불확실성 : 

     . 제일 좋은(적성에 가장 잘 맞는) 선택이 아닐지도 모른다. 

     . 다른 좋은 대안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나랑 별로 안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 진입과 관련한 불확실성 : 

     . 취업이 안 될지도 모른다. 

       (백수가 될지도 모른다, 적이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 시험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 미래와 관련한 불확실성 :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 자신과 관련된 불확실성 : 

     .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 능력이 없어서 못할지 모른다.

     . 노력해도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지 모른다. 

                                 

(2)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부정적 결과 및 관련 정서 

    - 자신의 무능을 확인하는 것 (수치심)

    -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좌절감)

    - 중요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 (외로움) 

    - 타인으로부터의 비교, 무시, 평가절하 되는 것 (비참함)

<표 2>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과 잠재적으로 내포된 부정적 결과   

개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는데, 첫째는 ‘본인이 진로결정과정에서 느끼는 불확실

성의 내용이 무엇인지’였고, 둘째는 ‘불확실한 진로결정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무엇인지’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대상자에게 ‘불확실한

진로결정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만약 그렇게 된다면(what if)'질문(Burns, 1989)을 반복적으로 사

용하여 인터뷰 대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과 그 이유를 탐색하는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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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진입 실패 시나리오2: 적성 불일치

대학생(N=22)

이해도 4.5 4.63

몰입도 4.36 4.36

내용 적절성 4.36 4.41

상담전문가

(N=5)

이해도 4.8 5

몰입도 4.6 4.6

내용 적절성 4.8 4.2

공통
수정․

보완의견

. 감정을 일으키게 한 원인

(fact)을 포함

. 반복 내용의 삭제

. 정서경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설명 제시

. 구체적인 사례(episode) 포함

. 현실적인 정보(수입, 시간 ,

스트레스 내용과 강도 등) 포

함

. 정서경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설명 제시

<표 3> 시나리오 평정 결과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시나리오는 2개의 상황으로 ‘진입 실패

상황’과 ‘적성 불일치 상황’으로 구성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부정적 결

과와 관련된 장면과 관련된 생각, 정서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시나리오가 실제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에서 경험하는 불

확실성과 그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생 22명과 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① 시나리오의 내용이 이해가 쉬운

지, ② 시나리오 내용에 몰입이 잘 되는지, ③ 시나리오 내용이 진로결정상황

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를 각각 5점 척도로 확인하였고, 낮은 점수를 준 경우 시나리오에서 추가・삭
제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들과 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평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생들과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나리오가 수정․보완 되었고,

이를 통해 최종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최종 시나리오의 내용은 상담 교수 1

인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되었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표 4>, <표 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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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취업 결과가 나왔다. 불합격이었다. 서류 심사만 벌써 7번째 탈락이다. 

이것이 상반기 마지막 발표라 이번 시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자소서도 오랜 시간 공들여서 썼고 내 

기준에는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이라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다.

  나도 한 때는 친구들이 다들 준비하는 고시공부를 했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능력이 없었는지 몇 번을 떨어지고 결국 다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지

금 나에게 남은 것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많은 나이와 텅 빈 이력서 뿐인 것 같다. 

이 부끄러움과 답답함은 부모님을 볼 때 마다 더 크게 느껴진다. 

  친구들은 하나 둘씩 취업 소식이 들리고, 가끔씩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문도 들린

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사이에는 취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은연중에 무리가 나뉜다. 

  취업을 한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자랑을 하려는 건지 나를 볼 때면 

취업 결과는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나의 속은 비참해진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서 할말이 없어 

더 초라하다. 내 뒤에서‘잘난 척 하더니 별거 아니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면 더 작아지고 위축되는 내 모습에, 아마도 앞으로 취업이 

되지 않으면 나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 것 같다. 

  나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도 목표가 있었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의 실

패를 겪고 나니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남들처럼 취업을 

하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나는 지금 남들보다 한참 뒤쳐졌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초

라하게 허우적대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더 막막하고, 

앞으로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없다. 매일 느껴지는 나의 무능력과 사람

들의 비웃음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표 4>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1 (진입 실패 상황) 



- 51 -

  오늘 회의도 악몽이었다. 새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에서 며칠을 걸려 겨우 만든 

나의 아이디어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내 의견을 내는 동안 상사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내 말을 자르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숨을 쉰다.

  동기 중에서 유일하게 승진을 못하고, 고가도 바닥이며 하루 종일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 바로 5년 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어느 정도 

나랑 맞겠지’하고 선택한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단 한번도 이 직장과 내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하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재미있는 게 없는지 모르겠

다. 그저 내게 주어진 반복된 일들만 꾸역꾸역 겨우 해내며 하루 시간을 견디고 있

다. 가끔은 그마저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업무들이라 일을 해놓고

도 비난 받기 일쑤다. 그렇다고 수입이나 복지가 높은 것도 아니다 보니 일을 하려

고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고 숨통이 막힌다. 

  대학생 시절만 해도 나도 잘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많은 활동도 했다. 나와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도 많이 했다. 그

러나 한 번의 잘못된 진로선택으로 인해 나는 이곳에서 학교 이름값도 못하는 적

응 실패자가 되었다. 상사들은 나를 보면‘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없다’고 대놓고 비

아냥거린다.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인정은커녕 상사

들의 한심하다는 눈초리와 동기들의 무시만 받고 있다. 오늘처럼 공개적으로 망신

을 당할 때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자존

심이 상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쩌면.. 어쩌면.. 내가 다른 일을 하기를 선택했다면, 지금쯤 나는 인정받는 사

람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만 하면 정신이 아찔해지고 후회가 가득하다. 왜 

예전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예전의 내 선택을 후회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

기에, 지금의 나는 늪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하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지금 와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만한 용기조차 없다. 잘못된 진로선택으로 인해 많은 기회가 

이미 사라졌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라는 결과만 남았을 뿐이다. 

<표 5>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2 (적성 불일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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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 탐색 과제 개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혹은 회피-기반 처치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정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상의 진로탐색

과제를 개발하였다. 진로의사결정을 무엇으로 했는지의 최종 선택 뿐 아니라

구체적인 결정과정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과정추적법(Process-tracing

methods)을 사용하였다. 과정추정법에서 제시되는 두 가지 요소(Ford et al.,

1989)-언어적 프로토콜(verbal protocol), 정보 보드(information board)- 중에

서 본 연구는 정보 보드 요소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

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자가

어떠한 정보를 얼마나 오래 탐색하는지 등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진로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할 직업의 대안과 직

업의 정보 자극을 개발하였다. 직업의 경우 특정 직업 영역군에 편향되지 않

도록, Holland 6개 코드에 해당되는 직업을 하나씩 선정하였다: R-기계관련기

술자, I-교수, A-방송연출가, S-상담전문가, E-경영컨설턴트, C-총무사무원.

각 직업에 대한 정보는 총 4가지의 카테고리에 따라 나누어 제시되었다. 직업

정보에서 제시되는 카테고리가 선행연구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예- Gilliland

& Schmitt, 1993; Haase, Reed, & Winer, 1979),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직업 관련 웹싸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를 기준

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카테고리는 교육/자격/훈련, 임금/직업만족도/전망, 능

력/지식/환경, 성격/흥미/가치관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정에서 탐색하는 정보의 성격과 탐색이후 기억하

는 정보의 성격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직업 정보 역시 긍정・부정・중립적인 정보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또한 각각

의 직업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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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직업에 대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직업 정

보는 기본적으로 워크넷 싸이트에서 해당 직업정보로 제공되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되, 긍정・부정・중립 정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

구자가 임의로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자의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의 요소를 가능한 통제하기 위해, 가상의 진로 결정자의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각각의 직업명은 정해져 있었지만, 참가자

들이 기존에 각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기 위해 참가자들에

게 직업명은 제공하지 않았다.

워크넷 직업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각각의 직업정보가 실제

진로결정상황에서 긍정, 부정 혹은 중립적으로 판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전공 박사 수료 이상 상담전문가 4인과 진로상담센터 진로 상담사 4인의

평정을 받았다. 각 직업의 정보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느껴지는지(매우 부정:1),

혹은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껴지는지(매우 긍정:9)를 평정하도록 하였고, 평균

1～3점의 정보는 부정적 정보로, 4～6점의 정보는 중립적 정보로, 7～9점의 정

보는 긍정적 정보로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정보의 특성과

평정자들의 평가 정도가 불일치했을 경우, 연구자에 의해 다시 성격에 맞도록

수정되었다. 최종으로 수정된 정보는 상담전문가 3인의 추가 평정을 통해 수

정의 적절성 정도가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 정보의 정보 보드(information board) 구성과 이에

포함되어 실제 제시된 정보의 예시는 <표6>, [그림2]와 같다. 이렇게 완성된

최종 진로 정보를 이용한 직업탐색과제는 프로그래밍 전공 프로그래머에 의해

웹상에서 구현되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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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카테고리 정보성격 내용

직업D

교육/자격/

훈련,

부정
이 일을 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비용이 매우 많

이 든다. 장학금 등의 혜택이 거의 없다.

부정
이 일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집중적인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중립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이 유리하다.

긍정
이 일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으면 자격증과 교직을 동

시에 취득할 수 있다.

긍정
이 일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대상과 현장에

서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

임금/직업

만족도/전

망,

부정
이 직업의 임금은 다른 직업에 비해 평균연봉이 1000만원

이상 낮다.

부정
이 일은 같은 분야 내에서도 취업환경에 따라 임금이나 복

지가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립
이 일의 전반적인 근무조건은 다른 직업과 비슷한 수준이

다.

긍정
이 일과 관련된 전망은 매우 밝으며, 일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 이 일의 해당 종사자의 직업만족도는 98%로 매우 높다.

능력/지식/

환경,

부정
이 일은 논리적인 분석과 판단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능력이 별로 없다.

부정
이 일의 업무는 정신적인 집중력과 노력을 매우 높은 수준

으로 필요로 한다.

중립
이직을 원할 때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가능성은 보통정도

이다.

긍정
이 일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환경에 있다. 나는 이런 상

황에서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긍정
나의 전공과 복수전공, 기타 훈련의 경험은 이 직업을 하

는데 필요한 지식들과 상당히 연결되어있다.

성격/흥미/

가치관

부정
이 일은 스트레스 감내성이 큰 성격의 사람에게 어울린다.

나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힘이 든다.

부정
이 일에서 하는 일부분인 조사나 연구 같은 일들은 나의

흥미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중립
이 일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는 리더십이

특별히 더 많거나, 더 적지는 않은 것 같다.

긍정
나는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일은 큰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긍정
이 일은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어 있다. 나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6>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 정보의 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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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 정보 보드 구성 

(3) 정서 스트룹 과제 자극 개발

본 연구에서는 주의 편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정서 스트룹 과제

를 사용하였다. 정서 스트룹 과제는 색깔로 적혀진 단어를 보고, 단어의 의미

가 아닌 색깔을 명명하도록 하는 과제로써, 단어의 의미에 주의를 얼마나 기

울이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사용

될 단어 선정을 위해 진로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자극을 대표하는

단어를 추출할 필요가 있었다. 정서 스트룹 과제에 사용할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우선, 진로 미결정자 및 진로상담 내담자 6인(부정적 결과 시나리오 자

극 인터뷰 대상과 동일)의 인터뷰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된 부정적 단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이 진로 결정자들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사용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국어연구원의 현대국어사용빈도를 확인하여 사용 빈도

수가 현저하게 낮은 단어는 제외하였다.

제외되지 않은 단어를 대상으로, 상담 전문가 5인에게 ① 해당 단어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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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단어사용빈도 관련성 정서방향 친숙도 

실패(하다) 63(71) 6.2 1.6 6.6

좌절(하다) 42(12) 6 1.6 6.4

무능(하다) 9(9) 6.4 1.8 5.8

무시(하다) 7(106) 5.8 1.6 6.2

비참(하다) (20) 5.8 1.4 6.2

비난(하다) 79(54) 4.8 1.6 6.4

탈락(하다) (17) 6.8 1.4 6.6

초라(하다) (25) 5.4 1.8 5.8

<표 7> 정서 스트룹 과제 사용 단어의 사용빈도 및 평정 결과

로’ 상황과 관련이 되는지 (전혀 관련 없음1～매우 관련됨7), ② 단어의 정서

가가 어떤 방향인지 (매우 부정적1～매우 긍정적7), ③ 단어의 친숙도가 어떠

한지 (전혀 친숙하지 않음1～매우 친숙함7)의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작업을 통해 진로 상황과 관련성이 가장 높고, 친숙도가 높은 순으로 총 8

개의 부정적 단어가 정서 스트룹 대상 단어로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단어

와 평정 정도는 <표 7>과 같다.

Note1: 괄호안의 빈도는 각 단어의 동사형 사용빈도를 의미함

Note2: 관련성, 정서방향, 친숙도는 총 7점 척도이며 관련성의 경우 7에 가까울 수록 진로 상황과 높은 관

련성을, 1에 가까울수록 낮은 관련성을 의미함. 정서방향은 7에 가까울 수록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됨

을, 1에 가까울 수록 부정적 정서와 관련됨을 의미함. 친숙도의 경우 7에 가까울수록 친숙함이 높음을,

1에 가까울 수록 단어의 친숙함이 낮음을 의미함

2) 예비 연구

본 실험 절차 진행에 앞서 총 6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

비 연구 대상은 상담 전공 박사 2인, 석사 2인, 그리고 대학생 2인 이었다. 예

비 실험은 실제 실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실험 설

계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잘 구현되었는지, 실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실험

진행의 어려움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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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내용 수정 내용 

. 작업용량 과제의 수가 너무 많고, 이에 따라 

실험 동기가 약해짐 

. Turner와 Engle (1989)이 사용한 60문

장을 다 사용하지 않고, 선행연구(박희경 

등, 2001)에 기초하여 단축하여 사용함

. 몰입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안내 멘트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각 과제의 실험 전 안내 멘트를 구체화

. 읽기 쉽도록 여러 화면으로 나누어 제시 

. 수용-기반 개입과 회피-기반 개입에 대해 보

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 
. 개입 제시문에 구체적인 예와 설명 포함

. 작업기억과제, 스트룹 과제, 개입과제에 대한 

짧은 연습이 포함되면 좋겠음 
. 각 과제에 대한 연습 제시 

. 회피-기반 개입에서 사용하는 글쓰기의 양이 

너무 많음 
. 글쓰기의 양을 줄임

. 정보 성격 제시 방법 변경 
. 매우 부정, 약간 부정 -> 부정/ 매우 긍

정, 약간 긍정 -> 긍정정보로 합하여 제시 

. 전체 실험 시간이 긴 것으로 느껴짐

. 글쓰기 과제의 양을 줄이고, 작업기억검

사를 줄임으로써 시간 단축 

.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검사 삭제 

<표 8> 예비 연구에서 제시된 피드백과 수정내용

험에 걸린 시간은 실험안내에서 실험이 끝난 후 디브리핑 작업까지 총 50분,

피드백 시간 20분을 포함하여 70분 가량 진행되었다.

예비 연구를 통해 제시된 피드백의 내용들은 <표 8>과 같다. 이러한 피드

백들을 토대로 최종 실험 방법과 절차를 수정하였다.

3) 본 실험

예비 연구를 통해 수정・확정된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실험은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가 1:1로 대학 연구

실 혹은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



- 58 -

험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것이며, 자발적인 참여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제공하였다. 연구 동의서를 읽은 후 내용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수용-기반 처치 집단과 회피-

기반 처치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다.

먼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들이 사전에 집단 간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Profile),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특성

불안(Trait Anxiety Inventory), SAM(Self-Assessment Manikin)을 실시하였

다. 또한 두 집단 간 작업기억 용량의 정도가 사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기억용량 검사의 일종인 조작단어폭검사(Operation-word span

task)를 축소판으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작업기억용량 검사의 실시에는 평

균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배정된 집단에 따라 수용 혹은 회피-기반 개입을

실시하였다. 개입의 구체적인 프로토콜 내용은 수용-기반 개입과 회피-기반

개입을 반대적 성격으로 파악한 선행연구들(Luciano et al., 2010;

Paez-Blarrine et al., 2008; Gutierrez et al., 2004)의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제

작되었다. 수용-기반 개입 집단의 경우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경험을 ‘직면’하고, ‘집중’하며, 이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

하도록 하였다. 회피-기반 개입의 경우 불확실성이 내포하는 부정적 결과로부

터 발생하는 내적 경험을 ‘억제’하고, 다른 생각이나 정서로 ‘주의를 전환’하도

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프로토골의 내용은 <표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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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반 집단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집중하는 것은 

앞으로 하는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앞으로 주어지는 시나

리오를 내가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몰입해서 읽되, 글을 읽으면

서 어떠한 느낌, 생각, 몸의 감각이 생기는지 최대한 집중하여 그 느낌과 감각을 

계속 느껴 보십시오.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는지 집중하고, 몸의 머리, 손, 발, 

목, 등, 얼굴에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드는지 느끼고 충분히 머물러보십시오.

회피-기반 집단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몰입하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수행을 방해하는 역

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앞으로 주어지는 시나리오를 내가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몰입해서 읽되,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

면, 그 느낌과 생각,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느낌과 감각, 생각

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표 9> 연구에 사용된 수용-기반/회피-기반 프로토콜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된 지시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

나리오와 상관없는 짧은 예시(비오는 날의 상황)를 통해 연습하도록 하고, 연

습한 내용을 실험 진행자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연습 내용을 파악하여,

실험 참가자가 개입의 지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개입에 따른 연습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입 지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적절하게 개입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시 이전

의 지시문을 읽고 정확히 숙지하도록 안내하였다.

연습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표4>에서 제시된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1(진입

실패 상황)을 읽었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자신이 배정

된 집단에 따라 <표10>과 같은 글쓰기 작업을 하였다. 글쓰기 작업은 연구에

서 실시한 수용-기반 처치(직면, 집중, 체험)와 회피-기반 처치(억제, 주의전

환)를 돕기 위한 개입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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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반 집단 

  이제 앞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몸에 경험된 신체

감각을 연구자가 제공하는 빈 종이에 있는 그대로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회피-기반 집단 

  이제 연구자가 제공하는 빈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을 가능하면 그대로 따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자극: 노래가사 ‘메뚜기 월드/강남멋쟁이’) 

<표 10> 연구에 사용된 글쓰기 작업 프로토콜 

글쓰기 작업이 끝나면 <표 5>에서 제시된 시나리오2(적성 불일치 상황)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를 읽기 전과 후에 시나리오1과 동일한 지시문을 제공하였

다. 시나리오와 글쓰기 작업은 수용-기반 집단의 경우 평균 15분, 회피-개입

집단의 경우 평균 13분 정도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들이 수용 혹은 회피-기반 개입 후 어떠한 정서의 변

화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SAM 척도를 다시 실시하였다. 또한 본 실험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노력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확인

(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1. 이해도: 당신은 앞에

서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제시된 안내를 잘 이해했습니까?", "2. 노력도: 당

신은 앞에서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제시된 안내에 따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

니까?", "3. 내적 경험에 대한 통제정도: 당신은 앞에서 제시된 부정적 시나리

오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억제하고, 가능한 느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으로 이루어졌다. 1번과 2번 문항의 경우 집단과 상관없이 높

은 점수에 응답할수록 이해도와 충실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3번 문항

의 경우 수용-기반 개입 집단은 낮은 점수에 응답할수록, 회피-기반 개입 집

단은 높은 점수에 응답할수록 실험의 이해도와 노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

다.

다음으로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웹상에서 구현된 진로탐색 과제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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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들은 가상의 진로결정자가 되어, 6개의 직업 중 진로결정자에게 가

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안내되었다. 진로탐색 과제의 시간제한은 없고,

진로정보는 총 120개 중 최대 60개의 정보까지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필요한 경우 종이와 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결정 과제가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의 주의편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색깔로 적혀진 단어(예를 들

어 빨간색으로 적혀진 ‘실패’, 파란색으로 적혀진 ‘탈락’)를 보고, 단어의 의미

가 아닌 색깔을 가능한 빨리 말하도록 하였고, 그 응답 내용을 컴퓨터 wav음

성파일로 저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진로탐색 과제에서 탐색했던 정보 중 기억나는

정보를 자유롭게 적도록 하는 자유회상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정서 변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SAM이 실시되었다.

이상의 모든 실험 절차가 끝난 후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의 목적,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불편한 것

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 답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

은 총 실험 시간은 평균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상의 실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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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안내 및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

사전검사 실시

(진로결정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특성불안, SAM)

▽

작업기억용량 측정 (Operation word span task)

▽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에 대한 수용/회피-기반 개입 및 글쓰기 작업

▽

SAM, 조작 확인(manipulation check)

▽

진로탐색과제 실시

▽

 정서 스트룹 과제 실시

▽

 사후검사 실시 (자유회상과제, SAM)

[그림3] 실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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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특성 불

안 척도, 진로미결정 척도, SAM(Self-Assessment Manukin), 그리고 조작 단

어 폭 과제가 사용되었다. 회피-기반 집단과 수용-기반 집단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 자극이 사용되었다. 또한 제시된 처치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억량과 기억편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유 회상 기억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주의 편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서 스

트룹 과제를 사용하였다.

1) 시나리오 자극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되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가장 부정적인

결과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 6명의 인터뷰를 통해 시나리오를 구성하

고, 이에 대한 대학생 22명과 상담 전문가 5인의 평정, 상담 교수 1인의 검토

를 받아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시나리오는 ‘원하는 진로 대안에 진입하

는 것을 실패한 상황’과 ‘선택한 직업이 본인의 적성과 불일치한 상황’의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두 개의 시나리오는 파워포인트(PPT)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3페이지에 나누어 연구 대상자들에게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본인

이 읽는 속도에 맞추어 클릭하면서 시나리오 자극을 읽었다. 두 집단에 제시

된 시나리오 내용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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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탐색 과제

연구 대상자들의 진로탐색 행동을 과정추적법(Process-tracing methods)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위해서 가상의 진로탐색 과제를 사용하였다. 진로탐색 과

제 자극의 개발의 큰 틀은 Gilliland와 Schmitt(1993)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였

다. Gilliland와 Schmitt(1993)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로결정 과제를 사용하였는데, 연구 대상자는 제공되는 10

개의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도록 안내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컴퓨

터로 과제를 진행하였고, 연구자는 이러한 탐색과 결정 행동의 과정을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연구 대상자들로 하여금 1) 자신이 가상

의 진로결정자가 되도록 생각하도록 독려하고, 2) 제시되는 6개의 직업 대안

중에서 진로 결정자에게 가장 좋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진로탐색 과제는 그 탐색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에 의해 웹

상에서 구현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진로결정 과제에 대한 안내를 받고, 관련

정보를 탐색한 후 직업을 선택하도록 안내되었다. 직업정보 탐색 화면은 6개

의 직업 목록 화면 → 4개의 카테고리화면 → 긍정 정보/ 중립 정보/ 부정 정

보 화면의 순으로 제시되며, 이 중에서 탐색하기를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부록 2]참조).

본 연구 자극에서 긍정적 정보는 ‘진로결정자(나)의 성격・흥미・가치관 등

의 정보와 일치되는 직업 정보’,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긍정적 정보라고

추천되는 정보’로, 부정적 정보는 ‘진로결정자(나)의 성격・흥미・가치관 등의

정보와 불일치되는 직업 정보’,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 정보라고 비

추천되는 정보’로 안내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총 120개(각 직업당 4개의 카

테고리* 5개(긍정2+중립1+부정2)의 진로정보) * 총 6개의 직업)의 정보 중에

서 최대 60개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진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진로결

정 버튼을 눌러 6개의 직업 중 하나의 선택을 클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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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진로탐색 과제는 그 탐색 과정이 웹상에서 처리되어, 시작 버튼을 누르

는 순간부터 최종 진로결정을 할 때 까지 연구대상자가 탐색한 정보의 내용

(긍정・부정・중립 정보 중 무엇을 탐색하였는지), 탐색 정보의 개수, 진로 결

정까지의 소요시간, 최종 결정 직업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3) 정서 스트룹 과제

정서 스트룹 과제(emotional stroop task)는 정서장애와 관련된 정보 처리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실험과제로, 주의편향 효과를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Wells & Matthews, 1994; 최문기, 2005 재인용). 정서 스

트룹 과제는 제시된 단어의 의미가 아닌 단어의 색깔을 명명하라고 요구되며,

그 단어의 내용은 피험자의 정서 장애나 문제의 상황과 관련된 단어로 구성된

다. 정서 스트룹 과제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자율적인 처리가 단어의 색깔을 명명하는 처리를 방해하는 색채 명명 간섭효

과를 가진다는 것을 가정한다(이훈진, 2000).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해당 과제

에서 색깔을 명명하는 반응시간은 이러한 간섭효과를 얼마나 받는지를 의미하

게 되므로 곧 선택적 주의 편향으로 해석되게 되는데, 색깔 반응의 속도가 느

리다는 것은 불수의적으로 더 많은 양의 주의 자원이 배분되고 처리된다는 것

으로 이해된다(최문기, 200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 스트룹 과제는 진로 상황과 관련되는 위협적 단어

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개발 과정을 걸쳐 선정된 8가지의 단어(실패, 탈

락, 무시, 비참, 무능, 비난, 초라, 좌절)가 사용되었고, 단어는 총 5가지 색깔

(빨강, 파랑, 보라, 초록, 검정)로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단어가 제시되기 전

실험 참가자들은 ‘색깔로 적혀진 단어들을 보고 단어의 의미가 아닌, 단어의

색깔을 가능하면 빨리 소리 내어 말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단어는 컴퓨터 화

면상에서 파워포인트(PPT)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었고, 각 단어가 각각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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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제시되어 실험 참가는 총 40회 응답하게 되었다. 스트룹 단어의 제시 방법

은 하승연(2010)이 제시했던 방법에 기초하여 한 줄에 8개의 단어씩 총 5줄에

걸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응답은 마이크를 통해 컴퓨터에 녹음되었고,

녹음된 음성 파일은 음성분석기 프라트(praat)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는

Freeston과 그의 동료들(1994)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척도는 프랑스어

버전으로 개발되었고, 이후 Buhr & Dugas(2002)에 의해 영어버전으로 번안되

었다. 해당 척도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수준에

있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eston 등(1994)이 보고한 검사의 적합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을 때, 내적 타당도 .91,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 이었다. 또한 공인타당

도 확보를 위해 사용한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범불안장애 질문지(Questionnaire o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걱정 영역에 대한 설문(Worry Domains Questionnaire)’ 과의 상관

은 .52에서 .64로 나타났다. 원척도는 요인분석 결과 총 5요인이 적합한 것으

로 개발되었다. 5요인은 구체적으로 1) 불확실한 것은 수용되지 못하고 피해

야 한다는 신념, 2) 불확실한 것은 개인에게 나쁘다는 신념, 3) 불확실한 것과

관련된 좌절, 4) 불확실한 것이 가져오는 스트레스, 5) 불확실성이 막는 행동

적 반응이다.

Buhr와 Dugas(2002)는 이를 영문판으로 번역하고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

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 내적 타당도가 .94, 검사-재검사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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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4로 원척도와 유사한 정도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

문판의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와는 다르게 4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

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1) 불확실한 것이 행동을 저해하는 것, 2) 불확실한

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 3) 예상하지 못한 사건은 부정적이고 피해야 한다

는 신념, 4) 불확실한 것은 불공평하다는 신념으로 정의된다.

국내에서는 이를 최혜경(1998)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

서의 번안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척도 문항의 번안’ 절차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척도를 다른 언어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

력에는 개념적 동등성 뿐 아니라 측정적 동등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Bracken & Barona, 1991). 따라서 원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번안

척도가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타당화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추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uhr와 Dugas(2002)가 타당화한

영문판 버전을 이용하여 번안과 역번안, 전문가 평정을 통해서 개념적 동일성

확보를, 총 225명의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내적 신뢰도, 준거타당도, 요

인분석 작업을 통해 측정적 동일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본 검사의 내적일치도는 .92이었고, 문항-총점간 상관은 .29(11번문항: 최상

으로 준비를 해놓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소한 일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에서 .77(17번 문항 : 나는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취약해지고, 불행해지고, 슬

퍼진다)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 AAQ; Hayes, 2004)와

의 상관은 .54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와 같이 5요인이 가장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본 작업을 통해서 타당화된 검사 문항은 [부록3]에 제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번안된 척도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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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 결정 척도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Profile)는 Jones(1989)가 직업결정척도

(Vocational Decision Scale; Jones, 1977)를 수정하여 만든 척도로 총 28개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3가지 차원은 진로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결정성 차원(2문항), 진로 결정 상태의 편안함을 측정하는 편안함 차원(2문항),

그리고 진로 미결정의 이유를 확인하는 이유 차원(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유 차원은 다시 세부적으로 자기 명확성의 부족(Lack of Self-Clarity),

직업-교육 정보의 부족(Lack of Occupational-Educational Information), 결단

성(Indecisiveness), 직업선택의 중요성(Career-Work Salience)로 나뉘어진다.

결정성 차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6, 편안함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는 .76, 내적 일치도는 .82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유 차원의 내적 일치도는 .69

였다.

국내에서는 탁진국(1996)이 이유 차원을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5문항이 제외된 19개의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들은 ‘자기명확성 요인’,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직업 선택

에 대한 무관심’, ‘우유부단함’,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의 5개 요인으로 구성

되며, 이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Jones(1989)의 결정성

척도(2문항), 편안함척도(2문항), 탁진국(1996)이 타당화 한 이유 척도 19문항

을 포함한 총 23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결정수준 정도를 측정하고

자 하였다(부록4).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결정성 차

원의 경우 .65, 편안함 차원의 경우 .60, 이유 차원의 경우 .81이었다.

6) SAM

SAM(Self-Assessment Manikin)척도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그림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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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AM(Self-Assessment Manikin; 김민우 등, 2011에서 사용)척도 

본 연구에서는 Lang(1980)이 개발한 SAM 원척도와 Suk(2006)이 이를 일부

변형한 버전을 활용하여 김민우, 최준식, 조양석(2011)이 만든 7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SAM을 통해서 자극의 긍정성 혹은 부정성을 파악하는 호감도

(pleasure), 자극이 유발하는 신체 활성도를 측정하는 각성도(arousal), 그리고

자극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영향력이나 주도감을 측정하는 통제감

(dominance)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4]에서 가)는 정서의 호감도를,

나)는 정서의 각성도를, 다)는 정서의 통제감을 측정한다.

7) 조작 단어 폭 과제

두 집단의 직업 정보 기억량을 측정하기 이전에, 두 집단의 작업기억 용량

이 사전에 동질한지 확인하고자 조작 단어 폭 과제(Operation-word span

task)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는 Turner와 Engle(1989)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9÷3)+2=6? 기다리다”와 같이 수식과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 참가자는

수식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 부분에서 수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yes, no로

대답해야 한 후, 단어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문장이 반

복되어 제시된 다음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단어들을 기억해서 답하도록 요구된

다. Turner와 Engle(1989)의 조작 단어 폭 과제에서는 시행수가 2회에서 6회

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총 60개의 단어를 기억하도록 하고, 기억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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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를 작업기억 용량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의 정도를 측

정하되 실험 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간단한 조작 단어 폭 과제를 자극으로 사

용하였다. 박희경과 박미자, 이정모(2001)가 연구에서 대상자의 작업기억 용량

을 구분하기 위해 7개의 문장을 사용하여 이를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도 7개의 문장을 사용하여 작업기억 용량을 측정하였고, 수식의 맞고

틀림이 정확하고 단어 역시 정확하게 회상한 갯수를 폭 점수로 계산하였다.

수식 옆에 제시된 단어는 정서가가 들어가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 하승연(2010)이 개발하여 조작 단어 폭 과제의 중립단어로 사용

한 단어 중 7개의 단어(계산하다, 거행하다, 기억하다, 수출하다, 논의하다, 지

급하다. 배정하다)를 사용하였다.

8) 특성 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진로탐색과정의 측정치, 즉 탐색시간 및 탐색

내용, 기억량과 기억편향, 그리고 주의편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

불안 수준이 사전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성 불안 척도

(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특성불안이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을 위험하다고 지각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높은 강도로 반응하는 경

향성의 개인차(Sielberger, 1983; 한덕웅 등, 1996 재인용)’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특성 불안 척도는 Spielberger(1983)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I X형)을 개정한 STAI Y

형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한덕웅 등(1996)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하였다. 본 연구는 원 척도에서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준화 과정에서

보고된 특성불안 검사의 신뢰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계산된 내적 일치

도는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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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억 관련 질문지(자유 회상 검사)

본 연구에서 기억량과 기억편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탐색과제가 끝난

후에 본인이 찾아보았던 진로정보에 대한 자유 회상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억을 측정하는 방법 중 자유회상(free recall) 방법을 사용하여 외현적 기억

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진로 정보가 문장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정보의 개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기억나는 정보를

문장으로 가능하면 정확하게 적도록 안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에 대한

자유회상 질문지를 이용하여 기억량의 경우 정확히 기억한 개수의 차이를, 기

억편향의 경우 긍정 정보 기억에 비해 부정 정보 기억의 상대적 비율의 차이

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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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진로결정,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정

서반응, 작업기억용량과 관련한 측정치는 t-test를 이용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였다.

연구문제인 진로결정과정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실험 진행동안 참가자

들의 정서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요인반복측정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정서 변

화 양상이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진로탐색과제 프로그램의 결과를 통해 탐색

시간과 탐색내용을 수집하였다. 탐색시간은 t-test방법을, 탐색내용의 경우 부

정적 정보에 비해 긍정적 정보를 탐색하는 상대적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일반화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

의 편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 스트룹 과제에 걸린 시간을 프라트(praat)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000초 까지 측정하였다. 측정된 시간은 단어

당 발음속도를 통제하여 ANCOV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유회상 검사의 결과 측정치는 정확하게 회상한 단어의 수로 파악한다(Coles

et al. 2007)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기억량과 기억편향 측정치

역시 연구 참여자들이 정확하게 회상한 정보의 수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포함 상담 전공 박사 1인과 박사수료자 2인의

평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얻어진 기억량과 기억편향의 측정치는 일반화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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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M SD df t (유의확률)

진로

결정

수준

결정

수준

수용-기반 집단 37 8.51 2.34 72
1.069 (.288)

회피-기반 집단 37 7.95 2.22

결정

편안함

수용-기반 집단 37 5.14 2.14 72
.656 (.514)

회피-기반 집단 37 4.81 2.12

미결정

이유

수용-기반 집단 37 56.59 6.24 72
-.868(.388)

회피-기반 집단 37 58.08 8.34

특성불안
수용-기반 집단 37 47.30 9.10 72

-1.617(.110)
회피-기반 집단 37 50.51 7.9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수용-기반 집단 37 81.43 17.78 72
.351(.726)

회피-기반 집단 37 80.05 15.90

정서

반응

호감도
수용-기반 집단 37 4.22 1.23 72

1.728(.088)
회피-기반 집단 37 3.73 1.19

각성도
수용-기반 집단 37 3.89 1.20 72

-.461(.646)
회피-기반 집단 37 4.03 1.32

통제감
수용-기반 집단 37 4.05 1.29 72

-.313(.755)
회피-기반 집단 37 4.16 1.66

작업기억용량
수용-기반 집단 37 2.78 1.23 72

.000(1.00)
회피-기반 집단 37 2.78 1.08

<표 11> 사전 측정치에 대한 집단 차이 검증 결과 

Ⅳ. 연구 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회피 기반 처치 여부에 따른

진로탐색과정을 비교하기 이전에, 두 집단이 사전에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진로결정

수준(결정 수준, 결정 편안함, 미결정 이유), 특성불안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수준, 정서반응(호감도, 각성도, 통제감), 작업기억용량 정도에 있

어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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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과 같이 두 집단의 진로결정수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특

성불안, 정서반응, 작업기억용량은 모두 사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p>.05). 따라서 두 집단은 사전에 이상의 변인들에 있어서 동질한 집단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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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반응

연구의 가설인 진로결정 과정의 차이를 분석함에 앞서, 연구의 진행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의 정서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가 참가자의 정서에 어떠한 변화

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용-기반 개입 직후에 나타나는 정서

변화를 보고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적절한 개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목

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SAM 얼굴자극을 사용하여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 수준을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SAM은 3번 측정되었는데, 첫 번째는 두 집단 간 사전

정서 반응 내용이 동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측정되었

고, 두 번째는 수용-기반 혹은 회피-기반 개입 이후에 측정되었으며, 마지막

은 진로탐색과제가 마무리 된 이후에 측정되었다. 세 시점에 대한 두 집단의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호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SAM 얼굴자극에서 호감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정

서를,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전검사, 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후, 사후검사 각각에서의 두 집단의 호감도는 <표 12>

와 같다. 수용-기반 처치 집단의 경우 실험 전 호감도는 평균 4.21이었고, 수

용-기반 처치 이후의 호감도는 평균 2.38로 실험 전 보다 부정적인 정서반응

을 나타냈다. 그리고 진로탐색과제 이후 호감도는 평균 4.41로 다시 상승하였

다. 반면 회피-기반 처치 집단의 경우 실험 전 호감도는 평균 3.73이었고, 회

피-기반 처치 이후에는 평균 4.65로 실험 전 보다 약간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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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차 2차 3차

M SD M SD M SD

호감도
수용-기반 집단 4.21 1.23 2.38 1.28 4.41 .98

회피-기반 집단 3.73 1.19 4.65 .92 4.57 1.04

<표 12> 시점에 따른 호감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집단 간 206.648 73

집단 23.351 1 23.351 9.173 .003*

오차 183.297 72 2.546

집단 내 197.333 148

시간 35.063 2 17.939 29.559 .000**

시간*집단 76.865 2 39.325 64.800 .000**

오차 85.405 144 .607

합계 403.981 221

<표 13> 호감도 변화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그림 5] 시점과 집단에 따른 호감도 변화 양상 

냈으며, 진로탐색과제 이후에는 평균 4.57의 호감도로 소폭 하락한 긍정정서를

나타냈다.

Note: 1차- 사전/ 2차-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후/ 3차- 진로탐색과제 후

* p< .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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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호감도의 변화 양상이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서 다요인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우선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Mauchly의 구형성 검증 결과 p값(.434)이 충

분히 크므로 자료가 구형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결과 F통계값은 9.173, 유의확률 .003으로 호감도가 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에서의 호감도 역시 F값 29.559,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과 각 시점에서의 호감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F값은 64.800, 유의확률 .000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감도의 차이가 각 시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는 <표 14>와 같다. 즉 수용/회피 기반 처치 직후 수용-기반 집단은 회피-기

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

집단 N M SD df
t 

(유의확률)

1차
수용-기반 집단 37 4.22 1.23 72 1.728

(.088)회피-기반 집단 37 3.73 1.19

2차
수용-기반 집단 37 2.38 1.28 72 -8.776**

(.000)회피-기반 집단 37 4.65 .92

3차
수용-기반 집단 37 4.41 .98 72 -.688

(.494)회피-기반 집단 37 4.57 1.04

<표 14> 각 시점의 호감도 수준에 대한 t-test 결과 

Note: 1차- 사전/ 2차-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후/ 3차- 진로탐색과제 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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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차 2차 3차

M SD M SD M SD

각성도
수용-기반 집단 3.89 1.20 4.95 1.49 3.22 1.18

회피-기반 집단 4.03 1.32 3.46 1.17 3.24 1.36

<표 15> 시점에 따른 각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림 6] 시점과 집단에 따른 각성도 변화 양상  

2) 각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SAM 얼굴자극에서 각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하

는 정서의 각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검사, 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이후, 사후검사 각각에서의 두 집단의 각성도는 <표 15>와 같다.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의 경우 실험 전 각성도는 평균 3.89이었고, 수용-기반 처치 이

후의 각성도는 평균 4.95로 실험 전보다 높은 각성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진로

탐색과제 이후 각성도는 평균 3.22로 각성도가 다시 낮아졌다. 회피-기반 개입

집단의 경우 실험 전 각성도는 평균 4.03이었고, 회피-기반 처치 이후에는 평

균 3.46으로 실험 전 보다 약간 낮아진 각성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로탐색

과제 이후에는 평균 3.24의 각성도를 나타냈다.

Note: 1차- 사전/ 2차-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후/ 3차- 진로탐색과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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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집단 간 231.211 73

       집단 10.815 1 10.815 3.533 .064

       오차 220.396 72 3.061   
집단 내 208.666 148

시간 37.946 2 19.583 19.472 .000**

시간*집단 30.414 2 15.696 15.608 .000**

오차 140.306 144 1.006

합계 439.877 221

<표 16> 각성도 변화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이러한 각성도의 변화 양상이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

증하기 위해서 다요인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p<.01

우선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Mauchly의 구형성검증 결과 p값(.314)이 충

분히 크므로 구형성 가정이 만족된다고 판단하였다(p>.05).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결과 F통계값은 10.815, 유의확률 .064으로 각성도가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에서 각성도는 F값 19.472, 유

의확률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과 각 시점에서의 각성도의 상

호작용 효과에 대한 F값은 15.608, 유의확률 .000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성도의 차이가 각 시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는 <표 17>과 같다. 즉 수용/회피 기반 처치 직후 수용-기반 집단은 회피-기

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각성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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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차 2차 3차

M SD M SD M SD

통제감
수용-기반 집단 4.05 1.29 2.73 1.59 4.24 1.01

회피-기반 집단 4.16 1.66 4.35 1.40 4.35 1.30

<표 18> 시점에 따른 통제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N M SD df
t 

(유의확률)

1차
수용-기반 집단 37 3.89 1.20 72 -.461

(.646)회피-기반 집단 37 4.03 1.32

2차
수용-기반 집단 37 4.95 1.49 72 4.775**

(.000)회피-기반 집단 37 3.46 1.17

3차
수용-기반 집단 37 3.22 1.18 72 -.091

(.928)회피-기반 집단 37 3.24 1.36

<표 17> 각 시점의 각성도 수준에 대한 t-test 결과 

Note: 1차- 사전/ 2차-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후/ 3차- 진로탐색과제 후

**p<.01

3) 통제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SAM 얼굴자극에서 통제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

는 통제감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검사, 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이후, 사후검사 각각에서의 두 집단의 통제감은 <표 18>과 같다.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의 경우 실험 전 통제감은 평균 4.05이었고, 수용-기반 처치 이

후의 통제감은 평균 2.73으로 실험전보다 낮은 통제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진

로탐색과제 이후 통제감은 평균 4.24로 다시 상승한 점수를 보였다. 회피-기반

개입 집단의 경우 실험 전 통제감은 평균 4.16이었고, 회피-기반 처치 이후에

는 평균 4.35으로 실험 전 보다 높아진 통제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로탐색

과제 이후에는 평균 4.35의 통제감을 나타냈다.

Note: 1차- 사전/ 2차-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후/ 3차- 진로탐색과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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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집단 간 313.928 73

       집단 20.829 1 20.829 5.117 .027*

       오차 293.099 72 4.071   

집단 내 176.00 136.144

시간 22.955 1.840 12.477 13.244 .000**

시간*집단 28.252 1.840 15.356 16.300 .000**

오차 124.793 132.464 .942

합계 489.928 203.144

<표 19> 통제감 변화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그림 7] 시점과 집단에 따른 통제감 변화 양상 

이러한 통제감의 변화 양상이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

증하기 위해서 다요인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1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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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형성 검

증 결과 구형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p<.05),

Greenhouse-Geisser 방식으로 자유도를 수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차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결과 F통계값은 5.117, 유의확률 .027로 통제감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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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에서 통제감은 F값

13.244,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과 각 시점에서의 통

제감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F값은 16.300, 유의확률 .000으로 상호작용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제감의 차이가 각 시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는 <표 20>과 같다. 즉 수용/회피 기반 처치 직후 수용-기반 집단은 회피-기

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통제감을 보고하였다.

집단 N M SD df
t 

(유의확률)

1차
수용-기반 집단 37 4.05 1.29 72 -.313

(.755)회피-기반 집단 37 4.16 1.66

2차
수용-기반 집단 37 2.73 1.59 72 -4.654**

(.000)회피-기반 집단 37 4.35 1.40

3차
수용-기반 집단 37 4.24 1.01 72 -.400

(.690)회피-기반 집단 37 4.35 1.30

<표 20> 각 시점의 통제감 수준에 대한 t-test 결과 

Note: 1차- 사전/ 2차-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 후/ 3차- 진로탐색과제 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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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탐색행동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

치에 따라 진로탐색 과제에서 보이는 탐색행동이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진로 탐색행동은 탐색내용(content of search)및 탐색시간

(latency of search)을 뜻한다. 이는 기존의 의사결정에 대한 과정추적법 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결정과정의 대표적인 내용이다(Ford et al. ,1989).

본 연구에서 측정치로 사용된 탐색 내용과 탐색 시간의 자료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탐색내용 (content of search)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에 따라

진로탐색과제에서 탐색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탐색을 할 때 긍정정보, 부정정보, 중립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더 많이 탐색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관심사인 긍정 정보와 부정 정보 탐색의 상대적인 비율이 집단에 따라 달라지

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최대 60개까지 진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었지만, 60개를

다 탐색하지 않아도 진로결정을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탐색한 정보의 전

체 개수가 동일하지 않다. 탐색한 정보의 전체 개수에 비해 긍정적 정보, 부정

적 정보, 중립적 정보를 탐색한 비율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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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탐색 비율

M SD

탐색

내용

긍정

정보

수용-기반 집단 37 .43 .07

회피-기반 집단 37 .47 .04

부정

정보

수용-기반 집단 37 .46 .08

회피-기반 집단 37 .44 .04

중립

정보

수용-기반 집단 37 .10 .07

회피-기반 집단 37 .09 .07

<표 21> 집단별 정보 탐색 비율 

이러한 탐색내용을 바탕으로, 긍정 정보와 부정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상

대적인 비율이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결함수로 로그(ln)를, 모형으로는 포아송분포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기반 집단이 수용-기반 집단에 비해 더 긍정

정보를 많이 탐색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로는 긍정적인 정보탐

색 횟수를, 변위(offset)변수로는 부정적인 정보탐색 횟수를, 그리고 설명변수

로는 집단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

다. 검증결과 회피-기반 집단의 부정 정보 탐색 1회당 긍정 정보탐색 횟수에

대한 평균적인 비율(1.07)이 수용-기반 집단의 평균적인 비율(.93)에 비해 약

1.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이는 진

로 정보 탐색 시 회피-기반 집단이 수용-기반 집단에 비해 부정 정보에 비해

긍정 정보를 더 많이 탐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수 추정치 ASE Wald 교정 ASE 교정 Wald

b0 .06 .03 1.72 .04 1.43

b1 -.13 .05 -2.62** .06 -2.17*

<표 22> 탐색 비율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분석 결과  

Note1: 집단 비교는 회피-기반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음.
Note2: b0은 상수항 모수 추정치/ b1은 기울기 모수 추정치를 의미함

Note3:교정 ASE는 ×  를 통해 계산됨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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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시간 (latency of search)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에 따라

진로탐색과제에서 소요된 탐색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수용-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

은 진로탐색과제에서 소요된 탐색시간이 평균 11.83분(표준편차 4.39)이었고,

회피-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의 경우 탐색시간이 평균 14.56분(표준편차

5.73)이었다. 이는 t값 -2.299, 유의확룔 .024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즉 부정적 결과에 대해 회피-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에

비해 수용-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이 진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게 소요

되었다.

집단 N M SD df
t 

(유의확률)

탐색시간 

(분)

수용-기반 집단 37 11.83 4.39 72 -2.299*

(.024)회피-기반 집단 37 14.56 5.73

<표 23> 탐색시간에 대한 t-test 결과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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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인지처리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혹은 회피-기반 처

치에 따라 진로탐색 과제 후 인지적인 정보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

다. 본 연구에서 인지 편향은 주의편향과 기억량, 그리고 기억편향으로 측정되

었다. 이에 따라 집단에 따라 위협 자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정보를

기억하는 양, 기억하는 정보의 상대적인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각각 분석

하였다.

1) 주의편향

주의편향은 특정한 자극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배분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위협적 자극을 사용하여 정서 스트

룹 과제를 제시하고, 반응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은 색깔로 적혀진 단어를 보고, 단어의 의미가 아닌 색깔을 말하

도록 요구 받았다. 참여자들의 반응은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음성 파일은 프라

트(praat)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반응시간으로 재측정되었다. 시간

은 초단위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혹은

회피 처치에 따라 색깔을 명명하는 반응시간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개

인에 따라 색깔을 명명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단어당 발

음 속도를 통제하여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단어당 발음속도를 통제한 후의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위협적 단어에 대한 색깔 명명 속도는 수용-기반

집단의 경우 평균 .629초(표준편차 .020), 회피-기반 집단의 경우 .717초(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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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ig.

공분산 

(단어당발음속도)

.331 1 .331

 9.534** .003 

그룹 .132 1 .132

오차 .957 69 .014

합계 34.098 72

<표 25> 반응시간에 따른 ANCOVA 결과 

편차 .020)로 나타났다.

수용-기반 집단 회피-기반 집단 합계

반응시간

(초)

평균 .646 .701 .675

표준편차 .113 .154 .137

교정값
평균 .629 .717 .673

표준편차 .020 .020 .014

N 35 37 72

<표 24> 단어당 발음시간에 따라 교정된 스트룹 반응시간

교정된 반응시간이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ANCOVA 결과는 <표

25>와 같다.

** p< .01

위협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F 통계값이 9.534, 유의확률이 .003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기반 처치 집단에 비해 회피-기반 처치 집단이 정서 스트룹과제에 반응시간이

길었으며, 이는 회피-기반 집단이 위협적 단어에 대해 더 많은 주의 편향을,

수용-기반 집단이 더 적은 주의 편향을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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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량

본 연구에서 기억량은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탐색과제를 끝내고 난 후, 자유

회상을 통해 기억한 정보 중에서 정확하게 회상한 정보의 수로 측정하였다.

기억의 정확성은 상담 전공 박사 수료 이상 3인의 평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기억량 평정과정에서는 제시된 직업 정보(120개)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자유

회상 기억설문지에 적힌 각각의 정보가 정확히 기억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모든 평정자가 동의한 개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평정과정에서 5개의

사례가 결측치(missing data)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연구자의 설명을 잘못 이

해하여 정보의 내용이 아닌 정보의 성격을 적은 경우였다. 제외된 사례를 제

외한 분석 사례는 수용-기반 집단의 경우 36명, 회피-기반 집단의 경우 33명

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혹은 회피 처치

에 따라 기억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일반화 선형

모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결함수로 로그(ln)를, 모형으로는 포아송분포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모수 추정치 ASE Wald 교정 ASE 교정 Wald

b0 1.61 .08 20.13** .12 13.97**

b1 .31 .10 3.10** .14 2.15*

<표 26> 기억량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분석 결과 

Note1: 집단 비교는 회피-기반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음.

Note2: 교정 ASE는 ×  를 통해 계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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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각 집단의 기억량을 계산한 결과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

정적 결과에 대해 수용-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의 추정평균은 6.83(개)으로

회피-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의 추정평균의 5.00(개)에 비하여 약 1.36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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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즉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수용-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은 회피-기반 처치 집단보다 기

억량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3) 기억편향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 혹은 회피 기반 처치에 따라

기억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긍정

정보와 부정 정보를 기억하는 상대적인 비율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일반화

선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결함수를 로그(ln)로, 모형을 포아송분포로 설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기반 집단이 수용-기반 집단에 비해 부정 정보

기억 비율이 높을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부정 정보 기억 횟수

를, 변위변수는 긍정 정보 기억 횟수를 부여 하였다. 또한 각 정보에 대한 탐

색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변인으로 긍정 정보 탐색 횟수에 대한 부정 정보

탐색 횟수 비율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는데,

수용-기반 집단(2.99)의 긍정 정보 기억 횟수 1회당 부정 정보 기억 비율이 회

피-기반 집단(3.74)에 비해 평균적으로 .80배 낮았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모수 추정치 ASE Wald 교정 ASE 교정 Wald

b0 .14 .12 1.21 .14 1.07

b1 -.22 .16 -1.40 .18 -1.24

탐색비율

(공변인)
1.18 .30 4.00** .34 3.55**

<표 27> 기억편향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분석 결과  

Note1: 집단 비교는 회피-기반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음.

Note2: 교정 ASE는 ×  를 통해 계산됨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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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진로결정상황에서 경험되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인 결과로

부터 오는 경험에 직면하고 집중하며 체험하는 것과 경험을 억제하고 주의전

환을 하는 것이 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결정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

진 부정적 결과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지시와 글쓰기를 통해 각 처치를 조작

하였다. 이후 가상의 진로탐색 과제와 정서 스트룹 과제를 실시하여, 진로 탐

색 행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관련 진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상담적 시사점을 논

의하고자 한다.

1.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개입

과 진로탐색행동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진로탐색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보여지는 두 가지 지표, 즉 탐색내용(content of search)과 탐색시간(latency

of search)으로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하고 체험하는

처치를 제공하는지 혹은 회피하는 처치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진로결정을 위해

탐색하는 진로 정보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 정

보 탐색과 부정 정보 탐색의 상대적인 비율을 고려했을 때 회피-기반 집단의

경우 긍정 정보를 탐색하는 비율이 높고 수용-기반 집단의 경우 부정 정보를

탐색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러한 상대적인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정 정보의 탐색 개수에 비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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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탐색하는 비율이 수용-기반 집단(.93)에 비해 회피-기반 집단(1.07)이

높았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방식들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 Wegner(1994)의 마음

통제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과 긍

정적인 정서를 원하는 과정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의 정보를 탐색하게 만든다.

마음 통제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서(부정정서)가 있는

경우에 그것과 반대되는 정보(긍정정보)를 찾으려 하고, 원하는 정서(긍정정

서)가 있는 경우에 역시 그것과 일치되는 정보(긍정정보)를 찾으려 한다. 궁극

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가져오는 부정적 경험을 억제하고, 즐거운 정서로 주의

전환을 하도록 한 회피-기반 개입은 모두 긍정 정보를 찾도록 하는 결과를 낳

는다. 둘째,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경험을 회피하려는 반응은 경험에

직면하고 체험하려는 반응 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을 더욱 요구하고, 따라서

행동 역시 확신의 근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Laugusen et al.,

2003).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을 것이라는 근거와 확신을 찾으

려는 경향성이 클수록 자신의 선택이 결정자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긍정 정보

에는 보다 접근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동시에 선택에 대한 모호

함이나 불안함을 높이게 되는 부정 정보는 상대적으로 보다 피하려고 하는 행

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Krohne, 1989).

한편,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경험에 직면하고 집중하며 체험하는

처치는 그 경험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경

험적으로 허용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정서와 일치되는 정보

를 탐색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부정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접근하지 않으려는 행동 역시

줄일 수 있다. 오히려 부정 경험의 직면과 체험의 경험으로 인해 위협적 자극

을 덜 두려워하게 됨으로써, 부정적 정보를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처리하고자 할 수 있다. 부정적 자극에 대한 노출과 직면 개입이 위협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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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에도 방어 없이 기꺼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실험연구 결과(Niemiec

et al., 2010)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수용-

기반 개입이 부정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확신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고 혼란

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어 없는 탐색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

을 시사한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한 연구 결과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 경험에 대

해 수용-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M=11.83, SD=4.39)이 회피-기반 처치를 제

공한 집단(M=14.56, SD=5.73)에 비해 진로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었다.

이러한 결정 속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이로 인해 두 번째

연구가설도 지지되었다. 이는 진로결정상황에서 불확실함에 내포된 부정적 결

과로부터 오는 경험에 대해 정서적・인지적으로 억제하고 주의환산을 시킨 집

단이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하여 진로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반면 불확실성

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로부터의 경험에 직면하고 체험하도록 실시한 집단은

결정을 보다 빨리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의 수용-기반 개입이 선택 지연의 원인 중 핵심적인

요소로 제언되는(Garety et al., 1991; Metzger et al., 1990) ‘선택이 틀릴 가능

성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결정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Laugusen et al., 2003) 느리게 결정을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결정을 느리게 하

고 이러한 관련성이 정답이 없거나 틀릴 가능성이 커질 때 더욱 커진다는 것

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Metzger et al., 1990; Pratt et al., 1997) 역시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결정속도가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증가시키고(Greenberg & Paivio, 2008), 진로 미

결정자들은 결정자들에 비해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이 훨씬 크

다는 연구들은(Orndorff & Herr, 1996), 진로미결정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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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두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주의전환과 같은 회

피개입은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만(Kamphuis & Telch, 2000), 주의집중과 체험의 개입은 경험을 통해 결

과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부정적인 자극으로부터 발

생하는 경험에 직면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개입이 잠재적인 '위험한 결과'에

대한 위협적 평가를 줄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낮춘다는 선

행연구(Foa & Kozak, 1986; Coffy et al., 2006; Dugas & Ladouceur, 2000)의

결과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부정적 결과로부터의 경험에 대한 직면과 체험 개

입이 대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선택 지연을 줄여 의사결정

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Payne, Bettman, & Johnson, 1988).

긍정 정보와 부정 정보를 동시에 가진 대안들은 선택에 있어 접근-회피 갈등

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갈등은 선택 결정을 지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이

준택, 2000). 이러한 선택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쇄할 수 있는

정보를 변화 시키거나 접근의 속성을 높이는 방법 혹은 회피의 속성을 낮추는

방법이 제시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입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위협가의 변화와 관련 부정 정서의 정서가 감소를 통해 대안의 부정 정보에

대한 회피속성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

로 이러한 회피 속성의 감소는 대안 간 갈등을 줄이고, 선택 지연을 해결할

수 있게 기능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 미결정 대학생들이 보이는 지연 결정행동

과 정보탐색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로 미결정

자들은 결정자들에 비해서 진로 불확실성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Orndorff &

Herr, 1996),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장선철, 2003)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반응을 함으로써 이러한 불

확실성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접촉하지 않으려 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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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이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회피는 실패나 좌절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높은 두려움을 유지시키고 부정적 정보들이 존재하는 대안에 대

해서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잘못된 선택과 같

은 부정적인 결과와 만나지 않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담자나

진로검사의 결과로부터 자신의 진로 선택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과 일치한

다는 확신을 요구하는 등의 탐색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진로 결정

에 있어 ‘반드시 확실한 예측’은 없으므로(Kumboltz, 2009), 끊임없이 확신을

위한 정보를 찾으면서도 계속해서 결정을 지연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진로결정 상황에서 미결정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들이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을 확인하고 부정적 결과에 대해 경험하는 두려움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

다. 불확실한 진로 결정 상황에서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진입실패나 적성불일

치 선택과 같은 선택의 부정적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경험에 회피하는 반응이

지속되면 이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기회를 잃는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긍정적인 정보를 계속 탐색한다고 해서 줄어들기보다, 부정

적 결과로부터 발생되는 경험에 직면하고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미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도움에 있어 그

들의 정보탐색을 강화하기 이전에, 직면과 집중, 체험의 개입을 통해 선택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미결정 대학생들이 정보를 탐색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를 떠나 어떠

한 정보를 탐색하고 있고, 그러한 정보의 탐색 내용이 이들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사결정에서 정보를 얼마나

얻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보다 어떻게 정보를 얻고, 기억하고, 사용하느냐에 대

한 판단과 확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제언(Bihm & Winer, 1983; Pitz &

Harren, 1980)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진로 정보를 탐색함에 있어 긍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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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획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 정보 탐색의 이유가 실패

없는 완벽한 선택을 위한 확신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 정보가 존재할 때 발생

하는 정서경험을 회피하려는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결

정을 지연시키는 방해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피-기반 개입

집단이 긍정 정보를 더 많은 비율로 탐색했으나 결정은 더욱 늦게 했다는 것

은 긍정 정보 탐색이 결정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하

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로 미결정자들이 탐색하는 정보의 내

용과 탐색 정보의 역할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명히하고, 회피반응에 기

초하지 않은 정보의 균형있는 탐색을 통해 의사결정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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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개입

과 정보인지처리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

과 경험을 직면하고 체험하는지 혹은 회피하는지에 따라 진로관련 정보에 대

한 인지적 처리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의 인지처리는 주

의와 기억으로 구분하였고, 진로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극들에 얼마나 많

은 주의를 배분하는지, 탐색했던 정보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 기억한 정보

의 특성이 어떠한지의 내용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수용-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M=.629, SD=.020)은 회피-기반 처치를 제공한 집단(M=.717,

SD=.020)에 비해 진로관련 위협적 자극을 사용한 정서 스트룹 과제에 반응하

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짧았다. 이는 수용-기반 집단에는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이 덜 일어났지만, 회피-기반 집단은 주의 편향이 더 많이 일어났음

을 의미한다. 이는 두 번째 연구 문제의 첫 번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

다.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은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과 처리를 위한 자원

의 투입을 의미한다. 높은 주의 편향은 위협적인 자극을 만났을 때 이에 과도

한 주의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활동에 대한 자원 분배를

멈추게 하고(Methews & MacLeod, 1985), 자극에 의해 쉽게 각성되게 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처리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일으킨

다(Williams et al., 1996). 특히 주의 편향이 위험도식(danger schema)에 의해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매우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Mogg et

al., 1993; Willams et al., 1988), 이러한 주의자원 배분과 일련의 영향력이 개

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진행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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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진로 결정상황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적 결과로부터

오는 경험을 억제하거나 주의전환 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진로와

관련된 위협적인 자극을 보았을 때 자동적으로 이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집

중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많이 배분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이러한 위협적 자극에 대한 집중과 자원배분은 진로상황에서 매우 부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위협적 자극에 대한 자동적 주의 편

향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 및 자신감을 줄이고(Davey et al.,

1992),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오는 혼란감을 높이며(Butler & Booth, 1991),

진로 과제 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사고들을 연이어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관련

된 수행의 질을 떨어뜨린다(Sarason, Sarason, Keefe, Hayes, & Sherin,

1986). 이들은 예를 들어, 시험의 불합격율이나 시험에 실패한 사람의 소식을

듣는다던지, 진로 대안과 관련된 일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는다던지, 타인

의 부정적 평가를 듣는다던지, 진로 대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위협 자극을 만나면 이에 지나치게 경계하게 되고, 더 큰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관련된 부정적 사고들을 계속 생각하느라 중요한 진로결정행동이나

수행을 방해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위협적 자극은 일상생활과 진로결정상황에 무수히 많이 잠재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위협자극으로 인해 낭비되는 자원의 양이 매우 클

수 있다(Mogg, Methews, Weinman, 1987).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개인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위협적 자극이 존재하는 환경 자체, 즉 해당 진로대안이나

결정상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수행의 질과 일상생활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할 가능성도 있다(Ehlers, Margraf, Davies, & Roth, 1988). 진로결정 상황에

서는 긍정적 자극과 정보 뿐 아니라 부정적 자극과 정보가 무수히 존재하며,

어떠한 진로대안도 부정적 정보나 피드백 같은 위협적 자극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때로는 진로 결정과 준비 행동을 위해서 실패하거나 좌절할 가능성에

도 불구하고 진로몰입(career commitment)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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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위협적 자극을 만날 때마다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자원을 배분

한다면, 이는 주의몰입, 진로결정과정의 지연, 진로 정보의 인지적 수행에 악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Mathew& MacLeod, 1985; Eysenck, 1977).

한편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로부터 오는 경험들에 직면하고 주의를

기울여 이를 체험하는 개입은 다음의 기제로 이러한 주의편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이상의 결과는 접촉과 체험의 효과로 여겨지는

위협적 자극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협평가 모델

(Threat Evaluation System)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 이전의 주의는 ‘위협적인

자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자동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Methews, & MacLeod, 2002). 즉 위협적인 자극을 ‘위험’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더 이상 주의를 끌지 않게 된다.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지적 재

평가 작업이 이후의 인지적 작업에 긍정적인 기능을 준다는 연구들(Lopere,

Greenberg, Bruno, & Smyth, 2002; Klein & Boals, 2001; Yogo & Fujihara,

2008)은 위협적 자극의 재평가를 유도하는 개입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Lopere(1997)는 이러한 위협적 자극에 대한 인지적 변

화가 위협정보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협 자극이더라도 그로

부터 받는 정서적인 충격에 무디게 되기 때문임을 역설하였다. 즉 부정적 경

험에 대한 직면과 체험의 과정은 위협적인 정서나 감각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무디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포 반응이 감소되는 회기내 습관화 기제

(Foa & Kozak, 1986)와 유사한 맥락으로, 경험 과정 자체가 부정 정서 반응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 정서의 둔감화는 유사한 충격

을 예고하는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한다.

요약하면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직면과 체험 개입은 위협

자극으로부터 오는 정서로부터의 충격을 감소시키고, 위협자극을 덜 위험한

것으로 재평가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주의를 불필요한 곳에 쏟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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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의 효과는 미래의 진로상황

이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우며, 관련된 위협 자극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을 할 때,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과 관련되는 진로 탄력성(유

현실, 2013)을 높이는 것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의 인지처리의 두 번째 지표로, 진로탐색과제를 수행한 이후 기억하는

정확한 정보의 양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불확실

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수용-기반 개입을 제공한 집단의 기억량

(M=6.83)이 회피-기반 개입을 제공한 집단의 기억량(M=5.00)에 비해 1.36배

높은 기억량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의 두 번째 연구가설도 지지되었다.

즉 같은 조건하에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직면과 체험 개입은 비교집단에 비

해 더 많은 진로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영향을 주었다. 이는 수용

-기반 개입이 작업 기억 용량을 높이고, 기억능력을 촉진시킨다는 선행연구

(Kellog et al., 2010; Klein, 2002; Frarraroli & Thomas, 2011; Yogo &

Fujihara, 2008)와 경험의 통제와 회피가 인지적 기억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제

언(Wegner, 1994; Richard & Gross, 1999; Wegner, Quillian, & Houston,

1996)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와 같이 부정적 경험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이에 기꺼이 직면하고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러한 경

험들을 회피하느라 중요한 인지적 자원을 소비하지 않게 됨을 강조한다(Klein

& Boals, 2001; Greenberg, 1994). 회피-기반 집단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통제

하느라 인지적・정서적 자원을 배분하고(Wegner, 1994), 위협적인 자극을 만

났을 때 이에 집중하느라 주의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외부 정보

의 기억을 낮추게 한다(Richard & Gross, 1999). 이에 반해 직면과 체험 개입

은 자신의 경험을 억제하느라 자원을 몰두하거나 위협적 자극에 민감하게 주

의를 기울이느라 사용하는 자원의 낭비를 없앨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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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한 정보나 위협적 자극이 되는 부정적 정보에도 상관없이 이를 입력하

고, 처리하고, 인출하는 과정에 간섭을 덜 받고, 인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

게 해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정보의 의식적인 처리, 조절,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기억량은(Baddeley

& Hitch, 1974; 하승연, 2010 재인용) 그 자체로 인지적 능력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나아가 과제 수행과 목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량

이다(Graf & Mandler, 1984). 또한 진로의사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정보 처리의 능력에 기초함을 감안했을 때(Hackett & Watkins, 1995), 기억량

과 같은 인지 정보 처리 능력은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목표관련행동

을 하는 진로 과정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진로결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지 정보 처리 능력이 단순히 지능 같은 지적인 능력 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과 정서적 조절에 의해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Klein & Boals, 2001)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준다.

마지막으로, 진로탐색 과제를 수행한 이후 기억한 정보의 내용이 집단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집단 간 긍정 정보를

기억한 양과 부정 정보를 기억한 상대적인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긍정 정보에 비해 부정 정보를 기억한 비율이 수용-기반

집단(2.99)에 비해 회피-기반 집단(3.74)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 따라서 마지막 연구 가설은 지지

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협적인

자극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더 잘 파지하고, 더 잘 조직화하여 저장한다

는 제언과(Pratt et al., 1997) 유사한 방향성은 보이나, 선행연구에서처럼 유의

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단정 짓기

어렵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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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억편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불일치한 결과들이 존재하는 이유에서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Bar-Haim과 그의 동료들(2007)은 특정 개입이

기억에 주는 영향력이 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입의 영향력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억과제의 종류, 그

리고 어떠한 기억의 과정 단계를 측정하는지에 따라 불일치하게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이다(오서진, 오경자, 2011).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억과제

는 회상(recall) 과제로, 이는 암묵적 기억의 내용을 측정하기 보다 외현적 기

억을 측정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직면과 체험 개입이 해당

과제의 외현적 기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암묵적 기억의 편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위협적인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의식적인 정교화 처리에서는 위협적

인 정보에 대한 기억을 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오서진, 오경자, 2011) 역

시 외현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서의 기억편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개입에 따라 어떠한 정보가 더 많이 기억되고 인출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로정보 처리 단계와 기억과제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과정에서 진로 정보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억되어야 하

고, 정보의 습득과 주의 배분, 기억 모두에서 편향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불충분성이나 편향과 같은 불균형적인 처리는 진로 결정의 질을 해치

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Kray & Galinsky, 2003). 만약 이러한 인지적인

처리가 자동적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정보

처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최문기, 20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회피-기반 집단의 결과처럼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이

고, 사용가능한 정보를 적게 기억하는 것은 진로 대안을 충분히 넓히거나, 타

협과정에서 대안을 축소시키는 양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부정적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경험에 대한 직면과 체험 처치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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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결정자들로 하여금 위협적 자극이나 부정적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보다

활용가능한 기억을 인출하고, 인지적 자원과 노력을 필요한 곳에 배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는 충분하고 편향되지 않

는 정보의 습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전반적 정보 처리 능력을 보

호하고,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다(Dor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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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상담 장면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 진로이론들은 자신의 특성과 직업정보를 아는

개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illiams et al., 1998).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로는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얻

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긍정적 정보를 계속 탐색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정

보나 위협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작 적절한 진로결정을 내리

지 못하는 내담자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진로 이론들은 합

리적으로 결정하는 인간을 가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제언하며(Bubany et

al., 2008; Hartung & Blustein, 2002), 위험을 부담하는 불확실한 선택에서의

미결정자들이 가지는 어려움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도울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Gati, Krausz & Osipow, 1996).

본 연구는 이러한 제언에 답하는 일환으로, 진로 미결정자들이 진로결정상

황에서 크게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Gelatt, 1989;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Savickas, 2011, Trevor-Roberts, 2006)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상담사가 미결정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진로

상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미결정자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무엇을’ 다룰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Mitchell과 동료들(1999), Savickas(2011),

Trevor-Roberts(2006)등의 진로이론가들은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의 핵심에 있

고, 개인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아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 상담자들에게도 진로 미결정자

들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확인하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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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의 직업생활을 돕는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제언되었다(Trevor-Roberts,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언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진

로 상담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진로 미결정자들은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이

로 인해 선택의 결과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Orndorff & Herr, 1996).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미결정자들은 불확실성을 위협적으로 평가하

고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 쉽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위협 인식 정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욱 높은 한국(Hofstede, 1991)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불

확실성을 회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불확실성

에 대한 위협적 지각과 회피 추구 행동이 높은 이들은 다양한 활동들과 정보

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

어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정보나 위협적인 자극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로부터 오는 정서를 처리하느라 정작 문제 해결과 선택은 지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진로상담사는 기존 진로이론과 개입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였던

진로 탐색 방법, 자기 이해,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교육 외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개입의 하나로 진로 미결정자들이 불확실

성에 내포되어 있는 부정적 결과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처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

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미결정자들에게 있어 진로결정에서 경험하

게 되는 불확실성의 내용이 어떻게 지각되는지, 선택의 실패나 탈락, 무능한

자기(self)를 만나는 등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내용이 어떠한

지에 대한 탐색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미결정 내담자에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과 이에 대한 수용적 대

처가 중요하다면,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반

응을 유도하는 개입에 두 가지 초점을 두었다. 우선,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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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킴에 있어 불확실성에 내포된 발생 가능한 최악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

을 두었고, 이러한 부정 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개입의 일환으로 직면, 주의

집중, 체험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불확실성 속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으

로부터 오는 생각, 정서, 감각을 직면하며, 충분히 느끼고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 결과와 관련 경험에 대한 위협가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충격의

둔감화의 기제를 통해 개인의 진로정보처리, 결정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되었다.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는 이러한 방법 외에도 개인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반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입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결과 경험에 대한 직면과 체험 개입 역시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가능한 구체적인 개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결과의 시나리오를 미결정자 인터뷰를 통해 가

상으로 제공하고 이에 몰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진로 상담 장면에서는 각 개

인이 지각하는 가장 두려운 장면을 실제 떠올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험에

직면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경험에 집중하여 이를 충분히 느끼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두어진 회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때 진로상담자는 본

연구의 결과처럼 부정 경험의 직면과 체험이 당장의 부정적인 정서와 높은 각

성, 낮은 통제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입의 과정에서 내

담자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정서 변화를 피하려고 할 때에도, 진로 상담사

는 이러한 과정이 장기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내적 경험을 내담자가 직면하고 체험하는 동안 내담자 경험

과정에 충분히 머무르며 함께 견디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직면과 집중, 체험의 수용-기반 개입들이 대부분 심리적 조절과

정서장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맥락에서 증명되어 왔었다면, 이러한 처치

가 진로 미결정 대학생들의 정보인지처리와 탐색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개입이 진로상담장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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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진로상담 장면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개입

의 내용과 방법을 프로토콜(protocol)로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직면과 체험

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써,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기반 개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제공된 처치는 정보를 탐색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고, 위

협적 자극과 부정적 정보에 대해 불필요한 주의와 자원을 배분하지 않게 함으

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입은 개인으로 하

여금 위협적 정보에도 정서적 충격을 덜 받고, 실패를 덜 두려워하면서, 불일

치한 정보를 통합하게 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진로결정과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인지적 작업을 돕고,

위협자극이나 불일치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결정하도

록 돕기 위해서 개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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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상황이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revor-Roberts, 2006), 개인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내하는

지가 결정 과정에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Saka et al., 2007; Mitchell et al.,

1999). 그러나 개인이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로결정과정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기반 반응이 미결정자들의 탐색행동과 인지처리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구체적 수준에서 확인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이론적 제언과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접촉해야 할 자극을 개발하고, 직면과 체험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수

용-기반 처치를 사용하여 이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

한 처치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진로상담 장면에 어떤 개입이 필요하

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진로 상담에서

만나게 되는 내담자 중에서 어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성향을 보이는 내담

자들에게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기반 처치가 필요한지를 진단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구체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로 하여금 어떠한 개입을 활용

할 수 있는지 예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 개입으로 인해 추구하는 변화의

목표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 방법을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가진

다. 다양한 연구 방법 중에서 실험적 조작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하고,

문제의 시작과 유지에 대한 다양한 과정의 역할의 이해를 돕는다(Gar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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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on, 1991). 진로 미결정 관련 선행연구들은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에 대해 꾸준한 탐색을 했지만,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김봉환, 김계현, 1995). 특히 프로그램

효과성이나 특정 활동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유사실험 형태로 진행된 연구 외

에, 진로결정과정 자체를 실험상황에서 구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개

입의 효과성을 인과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상담 장면에서의 실험 연구는 가외 변인들의 오염을 줄이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담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김은

하,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역시 진로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의 효

과성을 보다 명확하게 증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입의 영향력을 확인함에 있어 실제 나타나는

인지적, 행동적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자기 보고식 질문의 편파적 반응이나 왜

곡 가능성(김나래, 이기학, 2012)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의 구현과 이를 통한 행동적 지표의 측정은 개입의 인과적 영향

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정추정법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결

정의 유무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Ford et al., 1989). 이

러한 진로상담의 과정연구는 진로 미결정과 관련된 개입을 하는 동안에 내담

자들에게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김봉환,

김계현, 1995). 이렇게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방법은 판단을 해야 하는 의사결

정 상황에서 인지적인 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정에 사용

하는 전략,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결정의 질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는 장점이 있다(Payne,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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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대상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 대학교에서 모집된

자발적인 실험 참여자를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비율을

유사하게 하고 전공을 다양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하였으나, 이러한 표집이 전

체 대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증명된 연구결과가 다른 집단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표집을

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직업에 대한 정보수준 및 특

정 직업에 대한 경험이나 호감도를 통제하기 위해 가상의 진로탐색과제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에서 사용한 수용-기반 처치가 가상의 진로

탐색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가상의 진로

탐색과제는 실제 정보탐색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

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실제 진로

탐색 행동 및 정보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추가된 경험적 연구

들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억편향은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

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기억

과제의 성격 때문일 수 있다. 불안과 같은 정서장애와 기억편향을 연구한 선

행연구들은 기억의 단계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관련된 기억과제가 다르고

(Bar-Haim et al., 2007), 같은 단계에서도 보다 민감하게 기억편향을 측정하

는 과제가 있음을 제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유회상 과제보다 기억

편향에 보다 민감하다고 제언되는 재인과제나(오서진, 오경자, 2011), 기억의

이전 단계인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이러한 기억편향의 정



- 110 -

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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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실험 참가자 모집 공고문

실험참가자 모집

실험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실험은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탐색 과정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모의진로탐색 과제를 비롯한 다수의 인지적인 과제와 설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참가 자격: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대학생 3~4학년 (휴학생 포함)

• 제외기준: 선정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외

• 소요 시간: 약 40~50분 소요

• 실험 장소: 서울대학교 교내 상담실/ 혹은 연구실

• 실험 날짜 : 2013년 2월 25일 – 3월 20일 중 연구자와 사전약속 후 가능한 시간 방문

• 실험내용: 모의 진로탐색 과제를 포함한 인지적 과제 및 설문지 작성

• 실험방법: 컴퓨터로 제시되는 과제 수행 및 오프라인 설문 작성

• 실험 신청 방법: <실험참가 신청_이름> 제목으로 e-mail: OOOOO@OOO.OO.OO로

① 이름 ② 학년 ③ 전공 ④ 전화번호 ⑤ 이메일 ⑥ 원하는 참여 요일 및 시간을

보내주시면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실험 참여 후 소정의 참여비용(1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

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사과정 이아라

e-mail: 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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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웹상으로 구현된 진로탐색과제의 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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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확고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 1 2 3 4 5

2.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1 2 3 4 5

3. 나는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견딜 수 없다. 1 2 3 4 5

4. 나는 삶에서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내 마음은 안정될 수 없다. 1 2 3 4 5

6. 나는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불편하거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7. 예측되지 않는 사건은 나를 매우 화나게 한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9. 나는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 1 2 3 4 5

10. 사람은 당황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앞을 내다 보아야 한다. 1 2 3 4 5

11. 최상으로 준비를 해놓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소한 일이 모든 것을 망

칠 수 있다.

1 2 3 4 5

12.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길 때, 불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은 나를 꼼짝 못

하게 한다.

1 2 3 4 5

13.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14. 나는 확신이 없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1 2 3 4 5

15. 나는 확신이 없을 때, 활동을 잘할 수 없다. 1 2 3 4 5

16. 나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1 2 3 4 5

17. 나는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취약해지고, 불행해지고, 슬퍼진다. 1 2 3 4 5

18. 나는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알고 싶다. 1 2 3 4 5

19. 나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당황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1 2 3 4 5

20. 나는 일말의 의심만 들어도, 행동하기 어렵다. 1 2 3 4 5

21. 나는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22.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2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4. 나는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1 2 3 4 5

25. 나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1 2 3 4 5

26. 삶에서의 모호함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1 2 3 4 5

27. 나는 내 미래에 대하여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다. 1 2 3 4 5

[부록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척도 – 한글 버전

◆ 다음 항목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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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하고 싶은 직업 분야를 생각해 둔 것이 있다.

(예: 의학, 농경, 경영, 또는 예능 분야)
1 2 3 4 5 6 7 8

2. 나는 앞으로 일하고 싶은 직종을 결정하였다.

(예: 엔지니어, 간호사, 또는 요리사)
1 2 3 4 5 6 7 8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진로결정 상태를 매우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7 8

2. 나는 장래의 진로 선택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완전히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에 관해 잘 모른다. 1 2 3 4 5

2.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 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면 안도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결정을 쉽게 못 내린다: 그래서 결정을 연기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5.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직업을 잘못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1 2 3 4 5

7.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

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8. 내 흥미가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과 맞

을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9. 내 흥미가 무엇인지 좀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1 2 3 4 5

10. 내 능력, 장점 및 단점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1 2 3 4 5

11. 현재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나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직업 1 2 3 4 5

[부록4] 진로 결정 척도

◆ 당신은 장래 직업을 결정하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

십시오.

◆ 지금 당신은 장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어느 정도 확신이 섰는지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현재의 직업 결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

십니까?

◆ 다음 항목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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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12. 이 시점에서 직업 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13. 미래의 나의 경력은 현재 나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14. 현재로서는 어떤 직업 분야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 1 2 3 4 5

15.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내 흥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와 맞는 직업을 어떻게 하면 찾

을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7. 나의 욕구 및 능력에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을 배울 필요

가 있다.
1 2 3 4 5

18. 직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 맞는 직업을 고르기가 힘들다. 1 2 3 4 5

19. 어떤 직업이 내 성격과 가장 잘 맞는지 알고 싶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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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피험자용 설명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진로결정에서 경험하는 상황인식이 대학생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가제)

연구 책임자명 : 이아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진로결정상황에서의 인식이 대학생들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

니다. 귀하는 진로 결정 과정 중에 있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

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소속의 연구원 (이아라,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

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

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

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결정상황에서의 인식이 대학생들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대학생 약 130명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연구에 앞서 간단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검사는 진로 결정과 관

련된 것입니다. 

2) 검사 실시 후 귀하는 컴퓨터를 통해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

는 진로선택과 취업 진입 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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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 귀하는 안내되는 제시문에 따라 짧은 글을 쓰게 됩니

다. 

3) 이후 귀하는 가상의 진로결정자가 되어 진로탐색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컴퓨터

에 제시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진로를 탐색해 나가면 됩니다. 진로 탐색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되게 됩니다. 

4) 진로탐색 과제가 끝나면 관련된 과제와 설문이 실시됩니다. 과제와 설문 내용을 

응답하는 것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대학교 상담실(혹은 연구실)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약 5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

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읽는 도중 약간의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언제든지 실험을 멈출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

하는 정보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돕고, 효과적인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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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계현 교수(***-****)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

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

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

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교통비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15,000원(문화상품권)이 지급될 것

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

십시오.

이름:  이아라        전화번호: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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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Possible Negative Outcom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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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college students with their indecisio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dealt with in career counseling. However, previous career theories were

criticized for not giving adequate attention to the uncertainty experienced

by decision makers (Gelatt, 1989). Accordingly, recently developed career

theories cam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elping undecided individuals

cope with the uncertainty naturally experienced during their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revor-Roberts, 2006). Germeijs and DeBoeck

(2003) stressed uncertainty about outcome 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indecision, and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implied the import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barriers in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Moreover, Saka, Gati and Kelly (2008)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college stud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making career decisions te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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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fear and anxiety about uncertain career outcome, and suggested that

such fear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indecision. Likewise, many

studies have asserted that the perception of and responses to uncertainty

are critical in determining the future careers of undecided individuals

(Gelatt, 1989; Germeijs & DeBoeck, 2003; Trevor-Roberts, 2006). Although

uncertainty is a clear problem that career counselors need to tackle, studies

that have directly investigated the specific role of uncertainty on

individuals’ career have been rare (Lipshitz & Strauss, 1997). Therefore,

literature has yet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s to why and how the

experience of uncertainty should be dealt with in counseling college

students with undecided career paths.

Experience of uncertainty tends to trigger psychological discomfort and

stress (Humphreys & Berkeley, 1985). However, individuals respond

differently to the discomfort of uncertainty (Luciano et al., 2010). Theories

have sought to classify the different responses to uncertainty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sponse. In particular, avoidance response is

considered as a more natural response than others (Curley, Yatew,

Abrams, 1986), but may have negative consequences for problem solving

and stress reduction in the long run (McCaul & Haugtvedt, 1982). Efforts

to control one’s inner experiences tend to deteriorate the quality of

cognitive performance (Yogo & Fujihara, 2008), and increase anxiety and

discomfort related to the stimulus (Roemer & Borkovec, 1994). These

findings also imply that continuous avoidance of uncertainty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undecided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acceptance of uncertainty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in two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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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ducing the negative effect of avoidance responses and by bringing in

the positive effect of acceptance-based interventions. Thus, career

counselors are in need of interventions that help individuals undecided on a

career accept uncertainty and ambiguity (Sohn, 2009).

According to Krohne (1989), the discomfort of uncertainty stems from

the possibility of a negative outcome. Thus, many interventions that seek

to increase tolerance for uncertainty utilize the cognitive exposure method

to have individuals confront and experience the worst possible outcomes of

uncertainty. (Hoyer et al., 2009; van der Heinder & Ten Broeke, 2009;

Borkovec, Wilkinson, Folensbee, & Lerman; 1983). In other words,

accepting uncertainty implies accepting the potential negative outcomes.

Confronting the possible negative outcomes inherent in uncertainty and

fully experiencing subsequent thoughts, emotions, and senses can change

individuals’ perceived risk and meaning of the stimulus (Dugas &

Ladouceur, 2000). Such change in perception of the threat can help

individuals react less sensitively to negative stimulus or related threat cues

(Pratt, Tallis, & Eysenck, 1997). Consequently, individuals are less likely to

waste resources on unnecessary efforts in decision-making situations

(Klein, 2002; Richard & Gross, 1999) and are able to better perform

cognitive tasks important for career decision-making such as remembering,

integrating information, and assessing alternatives. When the resources that

were used to repress or avoid negative experiences are used to perform

essential tasks instead, individuals’ cognitive and behavioral functions are

enhanced (Hamilton-West & Quine, 2007) and they are more likely to

make career decisions.

Therefore, the current study sought to explore the differential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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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and avoidance based interventions toward uncertainty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in their career decision process. For this,

the study had participants either avoid or accept the potential negative

outcomes of uncertainty via experimental manipulation. In particular, the

effect of interventions that deal with uncertainty experienced during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was causally examined, to shed light on the

underlying mechanisms and provide direction for specific career counseling

interventions.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between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and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regarding potential negative outcomes

of uncertainty in career decision?

1.1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will have less bias toward

exploring positive information than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1.2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will decide on a career

more quickly than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Research Question 2: Is there a difference in cognitive processing of

career information between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and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regarding potential negative

outcomes of uncertainty in career decision?

2.1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will have less attention bias

toward threatening cues than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2.2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will have greater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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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for career information than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2.3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will have less bias toward

remembering negative information than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Method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sample consist of 82 college students who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rough bulletin advertisement at S University

based in Seoul. Data from 74 of the participants were used for analysis. In

order to increase the immersion into the experimental stimulus and to

reduce individual differences, participants were limited to college juniors

and seniors who were undecided on their career.

Measures

Potential negative outcome of uncertainty scenario

To develop the scenario for potential negative outcome of uncertainty,

in-depth interviews of four college students with low levels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two career counseling clients were conducted. Specific

contents of the uncertainty experienced during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were identified. Using ‘what if’ questions(Burns, 1989),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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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actors of the most negative outcomes that uncertainty may denote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mmon factors identified through these

interviews, the researcher developed two negative outcome scenarios for

the study. These scenarios were then shown to 22 college students and 5

counseling experts to see if they all felt the scenario to be negative. Their

feedbacks were reflected in the final versions of the scenarios, portraying a

‘career entry failure’ situation and a ‘job-aptitude discrepancy’ situation

each.

Career Exploration Task

This task involved selecting one best-fit job for a hypothetical person

who is about to make a career decision. A total of six occupations were

presented, representing each of the six Holland codes (machine-related

technician, professor, TV director, counselor, management consultant,

general affairs clerk). Information on the jobs was first gathered from the

information 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Labor website

(http://www.work.go.kr). Then, additional information was included by the

researcher to balance the negative and positive sides of each job. Each job

description was inspected by four counseling specialists (Ph.D. candidate or

above in Counseling) and four career counseling center counselors to see if

any of them posed to be overly positive or negative. Final versions were

uploaded as a part of the Career Exploration Task by a professional

computer programmer.

Emotional Stroop Task

Words to be included in this task were negative words comm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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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from the aforementioned interviews with people of undecided

careers. Familiarity of these words was checked by utilizing the word

usage frequency repor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National Linguistics,

and those with low frequency were eliminated from the list. Also, the

word list was assessed by 5 counseling specialists who checked to see if

the included words were related to career situations, whether they have

negative characteristics, and whether they were familiar enough. Through

this process, a total of 8 words (failure, ignorance, frustration,

incompetence, rejection, shabby, criticism, misery) were selected.

SAM (Self-Assessment Manikin)

This picture scale is designed to assess emotions. For the current study,

7-point revised scale created by Kim, Choi, Cho (2011) based on the

original SAM scale developed by Lang (1980) and revised version by Suk

(2006) was used. Through SAM, levels of pleasure (the positivity or

negativity of stimulus), arousal (physical activation aroused by stimulus),

and dominance (sense of influence or lea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timulus) can be confirmed.

Free Recall Task

After all the career exploration tasks were completed,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call all the career information explored during the process and

write the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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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The experiment was done 1:1 with each participant at a counseling room

or at a room at a research center.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or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Contents of the stimuli and experiment process presented to two

groups were all identical, except for the instructions given prior to

presenting the scenarios.

Specific procedures were as follows. ① Upon consent, four pre-experiment

tests (Career Decision Profil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Trait

Anxiety, SAM) were given to test for homogeneity of the two groups.

Also, to see if there is any group difference in the size of operational

memory capacity, a portion of the Operation-word Span Task was

conducted. ② Experiment began with exposing the participants with the

“potential negative outcome of uncertainty scenarios” developed for the

study one after another. Here, the method of manipulation in providing

either the acceptance- or avoidance-based condition was based on the

experimental studies of Blarrina et al.,(2008) and Luciano et al.,(2010).

Specifically,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was asked to focus

on the thoughts, emotions, and bodily senses that occurred when exposed

to the negative scenarios, experience them as is, and write about them. In

contrast,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was asked to suppress

the thoughts and emotions that occurred when exposed to the negative

scenarios, try to transform those thoughts into other happy thoughts, and

copy the lyrics of a funny song on paper. ③ Next, participants were asked

to think themselves as the hypothetical person making a care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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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asked to explore the given job information and to select the

best-fit career. Number of job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totaled 120,

and maximum of 60 descriptions could be explored per participant. They

were able to choose among positive information (information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 maker, information that were

assessed as positive by others), negative information (information

in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 maker, information that

were assessed as negative by others), and neutral information. ④ Once the

Career Exploration Task was completed, participant’s attention bias was

checked using the Emotion Stroop Task. Participants were shown words

written in different colors, and were asked to say the name of the color,

not words. ⑤ Lastly, participants were asked to write down all the

information that can be recalled from the Career Exploration Task, and

then complete a post-experiment test (SAM).

Data collected through the experiment were analyzed through t-test,

ANCOVA, repeated measures of ANOVA, generalized linear model

methods.

Results

The initial values (levels of career undecidedness, intolerance for

uncertainty, trait anxiety, pleasure, arousal, dominance, and operational

memory capacity) for two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t the .05

significance level. Thus, two groups were considered as homogeneous in

terms of the measur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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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in emotional response

To see how emotional responses of the participants change as the

experiment progresses, SAM was used to measure levels of pleasure,

arousal, and dominance three times throughout the study. First point of

measurement was done prior to the experiment, second point was after the

experimental acceptance/avoidance-based tasks and writing tasks, and last

point was at the completion of the experiment.

Results revealed group differences in all three domains. The levels of

pleasure (F=64.800), arousal (F=15.608), dominance (F=16.300) changed

depending upon which group (acceptance or avoidance) the participant

belonged to. More specifically, participants in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reported lower levels of pleasure, higher levels of

arousal, and lower levels of dominance after completing the task of

accepting the negative outcome scenario when compared with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Then when the experiment was

finished, the initial levels were recovered to the point wher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career exploration time taken by the two groups for deciding on a

career was explored. Results revealed that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M=11.83, SD=4.39) made the career decision more

quickly than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M=14.56, SD=5.73).

In other words, participants who were manipulated to avoid the potential

negative outcomes that can be experienced dur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ook longer time exploring different careers and



- 151 -

deciding on one career. Table 1 presents the result of comparing mean

between two groups.

group N M SD df
t 

(sig)

latency 

of 

search

acceptance-based group 37 11.83 4.39 72 -2.299*

(.024)avoidance-based group 37 14.56 5.73

<Table1> The result of t-test on latency of search

* p< .05

Next, the study looked to se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exploration for

career decision differed between groups. For this, the ratio between

positive information and negative information explored was checked fo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Results showed that the

ratio of negative information explored for every positive information

explored was 1.14 times greater for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1.07) than for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94),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sought to explor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information

than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Parameter Estimate ASE Wald
Corrected

ASE

Corrected

Wald

b0 .06 .03 -1.72 .04 -1.43

b1 -.13 .05 -2.62** .06 -2.17*

<Table2> The result of Poission regression analysis on contents of search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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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Pronounced speed) .331 1 .331

9.534* .003group .132 1 .132

error .957 69 .014

total 34.098 72

<Table 3> The result of ANCOVA on response time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Difference in the attention bias for negative career-related words was

investigated between the two groups. For this, the time spent labeling

colors in the Emotional Stroop Task was assessed. As a result,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M=.629, SD=.020) was slower in

response rate than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M=.701,

SD=.020);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higher attention bias in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 p< .05

Also, the difference in the memory capacity between groups was

examined.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M=6.83) tended to recall more career information than the

avoidance-based intervention group (M=5.00).

Parameter Estimate ASE Wald
Corrected

ASE

Corrected

Wald

b0 1.61 .08 20.13** .12 13.97**

b1 .31 .10 3.10** .14 2.15*

<Table 4> The result of Poission regression analysis on memory capacity

* p< .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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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the study explored the type of information recalled more by each

group. For this, the ratio of negative information recalled for every positive

information remembered was assessed.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for

this was not significant.

Parameter Estimate ASE Wald
Corrected

ASE

Corrected

Wald

b0 .14 .12 1.21 .14 1.07

b1 -.22 .16 -1.40 .18 -1.24
(ratio of

search)
1.18 .30 4.00** .34 3.55**

<Table 5> The result of Poission regression analysis on memory bias 

** p< .01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regarding potential negative outcomes of uncertainty affects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college students. First, the

avoidance-based group explored less negative information and more

positive information than the acceptance-based group. Because the ratio of

negative information explored for every positive information explored was

significantly greater for the acceptance-based group, the research

hypothesis was supported. This finding is aligned with the mental control

theory of Wegner (1994), which posits that in the process of trying to

control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people primarily seek positive cues.

However, the cognitive resources required during the process are immense,

and once that stage is passed, people may become more sensiti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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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cues. In the acceptance-based group, individuals no longer need to

suppress or avoid negative cues because they have already gone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possible negative outcomes that a career choice may

bring. When people are less afraid of threatening information, they are

more willing to thoroughly process career information in a balanced

manner (Niemiec et al., 2010).

Next,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time taken to decide on a career

was significantly longer for the avoidance-based group than the

acceptance-based group. This may be because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had an effect on the ‘fear about the possibility of a wrong

choice,’ one of the core causes of selection delay (Metzger et al., 1990;

Garety et al., 1991). Whereas avoidance responses such as diversion

behaviors tend to hinder the process of diminishing fear and dread

(Kamphuis & Telch, 2000), acceptance responses such as confrontation and

experience tend to decrease the threatening evaluation about negative

consequences and lower the levels of anxiety and fear (Coffy et al.,

2006;Dugas & Ladouceur, 2000). Reduced fear of failure helps individuals to

take risks and make decisions without delay.

The above findings of the study lead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career counselors should help the undecided individuals understand the

anxiety they feel due to uncertainty and realize that they may be fearful of

possible negative outcomes. When avoidance responses to possible negative

outcomes continue, the opportunity for fear reduction is lost. Fear is not

reduced through exploring positive information, but through being in touch

with and fully engaging in experiences and thoughts that are triggered

when the possible negative outcomes are confronted. Also, it se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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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to go beyond checking whether undecided college students

explore career information, and find out how the information they find in

their exploration influences their decision-making. This is in line with the

suggestion that specifically assessing the contents of information acquired,

remembered, and used is more important than check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Bihm & Winer, 1983; Pitz & Harren, 1980) when helping

students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As fo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findings revealed that the

interference effect of career-related threat words in the Emotion Stroop

Task appeared smaller in the acceptance-based group than in the

avoidance-based group. This implies that participants who believe they

need to shut out any experience that may result in a negative outcome

become all the more sensitive when related threat cues exist and consume

more processing resources (Bradley et al., 1995), as compared to those who

experientially accept the possible negative outcomes that may result in

career situations. Automatic attention bias that occurs in the face of

threatening cues stops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to other activities going

on simultaneously (Methews & MacLeod, 1985). In the end, such attention

bias is easily aroused by negative cues and trigger a vicious cycle that

may bring negative effects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es

(Williams et al., 1996). On the other hand,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buffers against the emotional distress caused by threat cues (Lopere, 1997)

by removing the need to engage in cognitive re-evaluation and reducing

the attention bias.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information

recalled after the career exploration task between groups. This find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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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reported acceptance-based

interventions tend to increase working memory capacities and facilitate

memory (Kellog et al., 2010; Klein, 2002; Frarraroli & Thomas, 2011; Yogo

& Fujihara, 2008) as well as the studies that suggested experiential

avoidance decreases cognitive memory abilities (Wegner, 1994; Richard &

Gross, 1999; Wegner, Quillian, & Hiuston, 1996). Avoidance-based

interventions activate the distribution of cognitive and emotional resources

in order to control thoughts and emotions (Wegner, 1994), and allot

attention resources to focus on threat cues which in turn decreases the

recall of important external information (Richard & Gross, 1999). In

contrast, acceptance-based interventions help people not waste their

cognitive resources on avoiding experiences of thoughts and emotions

(Klein & Boals, 2001; Greenberg, 1994), and help people experience less

interference during information input and output. Since these cognitive

processing tasks are extremely crucial in gathering career information,

integrating alternatives, and deciding on a career, it is important to help

undecided individuals use their cognitive resources for necessary tasks.

Lastly, as for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remembered, the

avoidance-based group tend to remember negative information more than

positive information compared to the acceptance-based group, but such a

group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finding is somewhat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people who believe they need to avoid

potential negative outcomes of uncertainty become better at holding on to

and systematizing threat cues (Pratt et al., 1997), but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be sure.

In sum,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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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ounseling. 1) “What”: In helping clients who have experienced

intense uncertainty and are delaying making career decisions, it appears

that identifying their responses to uncertainty and perceptions regarding

experiencing negative outcomes are important. 2) “How”: Acceptance-based

interventions that help individuals recognize the possible negative outcomes

of uncertainty and further engage in and focus on the related thoughts and

emotions can be effective. 3) “Why”: Interventions that target the

experiences related to uncertainty can have an effect on the contents of

career information explored, attention distribution among information,

information recall, and the length of time spent on career decision-making.

Acceptance-based interventions seem to help individuals to not waste

resources and to make career decisions more easily by taking risks when

necessar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identified specific

effects of responses to uncertainty in career decision-making situations. In

other words, the study went beyond confirming simple correlations and

provided implications that are directly applicable to career counseling.

Using the experimental method and the process tracing method,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making was more clearly and causally

delineated. However, the participant sample is not quite representative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of the study is

limited. In future studies, tasks that are more sensitive to memory bias

should be used to see if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can be

re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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