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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마음챙김, 자기자비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
하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 마음챙
김, 자기자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모형을 검증한 결
과, 진로스트레스는 마음챙김과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상관, 마음챙김은 자기자비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상관, 자기자비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
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
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스트레스와 마음챙김, 자기자비의 의미와 역할, 매개효과로
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상담에 대한 함의 등이 논의되었으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및 시사점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비, 진로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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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서 론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로는 직업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체험을

실질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김선중, 2005; 노윤지,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김장회, 2019; 신혜진, 2016).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어떤 직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실

을 선택하는가는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행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

미치기 때문에 진로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에 진출하여 무엇을

어져야 한다.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능력, 흥미,

하며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 나

가치관과 더불어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고 타협하

가는 과정이다(오은주, 2014). 때문에, 대학생의 진

여 현실적인 진로 결정을 하는 시기로 특별히 중

로준비행동은 시기와 정도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

요하다(노윤지, 김장회, 2019). 진로 결정과 선택이

에서 행동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상당수

확률이 높고, 충분할수록 직장 만족도가 높았다

가 자신의 적성과 관심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지

(이승구, 이제경, 2008; 황지영, 박재황, 2015). 따

않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갑작스런 환경 변화와

라서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발

과도한 경쟁 등의 이유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증

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가할 수밖에 없다(금명자, 남향자, 2010). 또한, 높

로 볼 수 있다(라영안, 김혜민, 2019).

은 취업 문턱은 학생들을 낙담하게 하고, 진로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진로장벽, 진로결정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다양한 경험을 쌓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

기보다는 구직 중심의 대학생활을 하게 될 가능

준 등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 연구가 꾸준히 이

성이 높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학 생활과 건강한

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며(고태용,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연

2008; 김명희, 2016; 김선중, 2005; 노윤지, 김장회,

구가 필요하다(권용준, 2018; 김은재, 김장회,

2019),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2020). 더욱이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19 감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최웅

염증 사태로 인하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

용, 2014; 김지연, 이기학, 2014). 또한, 진로정체감

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고(이건우, 최바올,

청, 2020).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진로에 대한

2020),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고민과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진

높았다(황정희, 임석빈,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진

로문제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로 부각된다(기

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도 관련 연

수연, 최바올, 2019). 이에 대학생 진로상담 및 진

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로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진다. 즉,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 시기에 매우 중

있다. 특히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요한 요인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인 것으로

돌입하도록 격려하고 조력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

(김장회, 2014).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개인

변인들과 이들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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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한다.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은 진로 준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진로스트레스는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살 사고와도 관련이

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노윤지, 김장회,

있는 것으로 보고(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된

2019). 특히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이 어려운

바 있어, 진로스트레스가 장기화될수록 대학생들

상황에서 진로 준비는 그 자체로 대학생의 주된

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

스트레스원이 되고 있다(이상준, 2019). 일반적으

론, 진로준비행동 과정에도 심각한 방해 요소로

로 스트레스는 개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작용할 수 있다(박주영, 강영신, 김선미, 2015; 이

처하게 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상희,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에

가리키는데, 진로 및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대한 통합사회인지 진로모형을 구조분석한 안세

이러한 스트레스를 진로스트레스라고 한다(김송

윤(2016)의 연구,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화, 2011; 류미화, 2003). 박희락(2009)은 우리나라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

주희(2013)의 연구,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스트레스

여, 스트레스 발생 경로에 따라 진로 불확실성,

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통찰력과 진

취업압력, 정보부족, 외적갈등, 내적갈등의 다섯

로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한 최현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진로 불확실성은

주와 신혜진(2017)의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가 진

미래 직업에 대한 모호성과 자신이 결정한 진로

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

와 적성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취업압

타났다. 이처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

력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에 밀접한 상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걱정과 관련된다. 정보부족은 직업과 관련된 정보

을 함께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고경필,

부족과 타인의 도움 부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심미영, 2014). 특히, 진로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를 의미한다. 외적갈등은 타인들과의 갈등으로 발

대처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도록 하는 심리 관

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내적갈등은 직업 결

련 변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최현주, 신혜진,

정에 있어서 개인이 경험하는 내적 어려움을 나

2017). 따라서 진로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의 구

타낸다. 관련하여 통계청(2020) 조사에 따르면 대

조적 관계를 밝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학 졸업자 중 남자는 76.5%, 여자는 26.3%가 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학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병역 의무(96.1%)

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

(51.8%), 어학연수 및 인턴 등의 진로 준비와 관

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련된 것이었다. 실제로, 졸업이 곧 실업으로 이어

스트레스 대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상호

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는 학

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

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김현순, 2019). 이에 더하여

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을 말한다(Lazarus &

최근의 코로나 19 상황과 그에 따른 세계적 경제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

활동의 위축, 국내의 부정적 경제 지표 등을 고려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구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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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Folkman & Lazarus, 1985). 대학생의 진로스트

나타났기 때문이다(Shapiro et al., 2006).

레스 대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마음챙김이란 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현재 순간

문제 중심적 대처 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

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된

졌다(문태영, 박승환, 2007). 이에 따라 그간의 진

다(Kabat-Zinn, 1990). 마음챙김을 하게 되면 자신

로교육과 상담에서는 문제 중심의 효율적인 대처

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선명하게

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다.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김

를 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긍정

정호, 2018). 또한, 자기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심리학의 주장에 따르면, 내담자가 변화, 성장할

나아가 감정과 행동의 적절한 조절이 가능해진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Kabat-Zinn, 1990). 마음챙김에 대한 효과를 검증

하다고 보았다(강명희, 2013; Joseph & Linly, 2006;

하려는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Seligman, 2002). 즉, 내담자의 동기, 잠재력, 능력

예를 들면, 마음챙김과 스트레스(김수지, 안상섭,

을 최대화하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선중,

2009; 윤선아, 2010; 임세헌, 2013; 정미영, 김은주,

2005; Snyder & McCullough, 2000). 직업 세계는 끊

2018; 정옥희, 2011; 홍혜민, 장선주, 2017), 불안

임없는 변화와 그에 따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

및 우울(곽현아, 장현아, 2018; 이가영, 김은정,

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불확실감과 불안이 가중

2016), 인성(고형일, 2015), 완벽주의(정문정, 이상

될 수밖에 없다(Blustein, 2006). 따라서 불확실감과

민, 최현주, 2016) 등이다. 곽현아 외(2018)는 마음

불안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챙김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박주영, 강

을 미치며 상담 효과가 높음을 확인함으로써 마

영신, 김선미, 2015). 이러한 필요에 의해 희망, 낙

음챙김이 상담영역에서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관성, 마음챙김, 자기자비 등 개인의 긍정적인 심

또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리변인과 진로변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이 이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남지현, 조영아,

어지고 있다(문진건, 손강숙, 2018; 유기은, 이기

2017),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상

학, 2015; 이건우, 최바올, 2020; 이수영, 2019).

위인지와 마음챙김의 중재효과(박경, 2010), 군 생

같은 맥락에서 Jacobs와 Blustein(2008)은 진로를

활 적응과 군 생활 스트레스 및 사회적 문제해결

준비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마음챙김(mindfulness)

능력과 마음챙김 간의 관계(장경화, 2015) 등을 통

을 통한 개인의 내적인 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

해 마음챙김의 유의한 역할이 확인되고 있다. 또

하다고 주장하였다.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

한, 마음챙김이 개인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스와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김지영, 권석만,

검증한 연구(송금란, 정은정, 2019), 대학생의 취업

2013; 임영진, 2012; Park, Peterson, & Seligman,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2004) 정신건강이 진로준비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남지현, 조영아, 2017), 어

점(이현주, 2000) 등을 종합해 볼 때, 마음챙김은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마

그 자체로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로

음챙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구경희, 홍영근,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으로

2019)에서 마음챙김이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에 대

예상된다.

한 정서적 반응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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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정적 정서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마음

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한 이후에 자기자비

챙김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를 가짐으로써 처리하기 힘들었던 자신의 생각과

이를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적용하여 대학생의 진

감정에 대하여 공감과 이해로 반응할 수 있게 된

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마음

다는 것이다(강재연, 장재홍, 2017). Bishop 등

챙김의 매개역할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4)은 마음챙김의 결과를 무반응(non reactivity)

한편,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긍정심리의 또 다

과 자비(compassion)로 보면서 마음챙김에 의해 자

른 변인인 ‘자기자비’는 불교심리학에서 유래한

기자비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Kabat-Zinn(2011)은

개념으로 인간이 가지는 불완전성과 실수의 가능

마음챙김 수련을 계속하면 현재 알아차림을 통해

성을 수용한다.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심리적 안녕감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따

대한 자비심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음

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Neff, 2011). 또한,

챙김과 자기자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

자신을 수용하고 지혜롭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마음

도로서(Neff, 2003a; 2003b)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

챙김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써

한 후에 부정적인 정서 조율과 효율적인 행동을

(Klainin-Yobas et al., 2016), 자기자비와 삶의 만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Neff, Hsich,

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hapiro et al.,

& Dejitterat, 2005; Neff & Pittman, 2010). 이는 자

2005), 실제로 마음챙김 훈련을 받은 상담자들

기자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태도성숙

의 부정 정서는 감소하고 자기자비는 증가했다

도가 높게 나타난 점(박소은, 2020; 양선혜, 2018)

(Shapiro et al., 2007).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또한, 자기자비는 긍정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

적인 관점을 촉진하여 예기불안을 감소시키는

으로 추론된다. 더불어, 마음챙김은 자기자비의

등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상관이 높으며(박채연,

하위요인으로 포함되기도 하므로 두 개념의 관계

2019), 부정 정서를 긍정 정서로 대처하는 중요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비의 구성요소

한 심리 내적 자원(김성원, 김정규, 2018; 양선혜,

인 마음챙김은 개인적 고통과 연관된 부정적인

2018)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사고나 감정에 대해 균형감 있게 알아차리는 것

향상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김송이, 2012). 자기

을 일컫는 반면, 일반적인 마음챙김은 어떠한 경

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감소하는

험도 수용하면서 침착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것으로 나타났고(최명진, 2017), 자존감과 우울 및

을 일컫는다(강재연, 장재홍, 2017; 이건해, 2016).

경계선 성격장애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진로스트레스

다(이경란, 2017).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마음챙김과 자

자기자비는 정서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자기조절

기자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능력을 높임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것으

였다. 즉,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비 및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 간에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Neff(2003a)는 자기자비를 갖기 위해서는 마음챙

예상된다. 또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

김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로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가 매개할 것으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마음챙김을 통해 부정

로 예측된다. 이에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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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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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Behavior

즉,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체적

판단된 32부를 제외한 86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1학년 244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명(28.1%), 남학생 44명, 여학생 200명, 2학년 260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

명(29.9%), 남학생 125명, 여학생 135명, 3학년 204

한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명(23.5%), 남학생 60명, 여학생 144명, 4학년 160

구문제는 첫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명(18.4%), 남학생 95명, 여학생 65명, 전체 성별

자기자비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분포는 남학생 324명(37.3%), 여학생 544명(62.7%)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

으로 집계되었다.

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셋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

측정도구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이중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다.

진로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희락(2009)이 대학생을 대상
으로 개발한 진로 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방 법

Inventory: CSI)를 최보영 등(2011)이 타당화 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인 대학생의 진로스트
레스 변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연구대상

를 선정하였다. 진로불확실성, 취업압박, 정보부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4

족, 외적갈등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각 5문항씩

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편의 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형식

집하여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설문 조사하였다.

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

5개 대학교에서 총 90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

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

하여 교직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최보영 등(2011)의 연구

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회

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각 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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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79~.90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76~.83이었다. 본 연구

Cronbach’s α는 .917이며, 진로불확실성 .897, 취업

의 전체 Cronbach’s α는 .92이며, 현재자각 .79, 주

압박 .756, 정보부족 .917, 외적갈등 .829로 나타

의집중 .76, 비판단적 수용 .84, 탈중심적 주의 .84

났다.

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자기자비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에 임은

Neff(2003a)가 개발하고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미와 이명숙(2003)이 최근 인터넷과 대학 내 진로

채숙희, 이우경(2008)이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상담센터 등이 신설되어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해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SCS)

2문항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진로준비행동 검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친절 대 자기판단,

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 마음챙김 대 과잉 동일시

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

의 3가지 차원 및 6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6문항

다. 총 18문항으로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형식의 5점

목표달성 활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

다. 각 문항은 Likert 형식의 5점 척도(1=전혀 그

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의 수준이

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전

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체 Cronbach’s α는 .90이었고, 각 요인별 Cronbach’s

의미한다. 임은미와 이명숙(2003)연구에서 전체

α는 .74~.79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전체

는 .86이며, 자기친절 .81, 마음챙김 .73, 보편성

Cronbach’s α는 .88이며, 정보수집 활동 .75, 도구구

.76으로 나타났다.

비 활동 .70, 목표달성 활동 .7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마음챙김 척도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현(2006)이 개발한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M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현재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

산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구하였다. 또한,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Likert 형식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구조방정식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Bootstrapping

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마

과 Phantom variable을 이용하여 개별 및 이중매개

음챙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00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88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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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

결 과

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 VIF지수를 확인한
주요 변인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

결과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 같다.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진로불확실

또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두 변인이 서로 독

성, 취업압박, 정보부족, 외적갈등과 마음챙김의

립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허용

하위요인인 현재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오차, VIF지수를 확인한 결과, 마음챙김과 자기자

탈중심적 주의의 상관관계는 -.561(p<.01)∼.-378

비의 상관관계는 .58,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하위

(p<.01 )사이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요인 마음챙김과의 상관관계는 .57로 나타났다.

으며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친절, 마음챙김,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허용오차와 VIF지수를

보편성과는 -.346(p<.01)∼-.168(p<.01) 사이의 유의

확인한 결과, 마음챙김의 허용오차 .50, VIF지수

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스트레스의

1.99, 자기자비의 허용오차 .67, VIF지수 1.50으로

하위요인인 취업압력, 외적갈등은 진로준비행동의

나타났다.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하위요인 마음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과는

챙김으로 보았을 때 마음챙김의 허용오차 .49,

유의미하지 않지만, 전체 변인과는 -.176(p<.01)

VIF지수 2.07, 자기자비 하위요인의 마음챙김 허

∼.094 (p<.01)사이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용오차 .42, VIF지수 .24로 나타나 독립적인 것으

나타냈다. 마음챙김의 하위요인인 현재자각, 주의

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김용희(2020), 노지애와 조

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와 자기자비

현주(2015), 이건해(2016) 등도 마음챙김과 자기자

의 하위요인인 자기친절, 마음챙김, 보편성과는

비 변인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345 (p<.01)∼.632(p<.01) 사이의 유의미한 정적

주요 변인들의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목표달성 활동과

이 2이하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이하이므로 정규

는 .089(p<.05)∼.147(p<.01)의 유의미한 정적상관

분포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나타냈다.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친절,
마음챙김, 보편성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목표달성 활동과
는 .092(p<.05)∼.153(p<.01)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비 및 진로준비
행동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

이와 함께, 연구 변인 간의 상관이 높을 때 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

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석 결과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비 및 진

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 간의 강한 상관 여

로준비행동의 표준화 계수가 모두 .50 이상으로

부를 말하며, 공선성이 있으면 종속변인에 미치는

높게 나타났으며, 개념 신뢰도는 .80 이상, 분산추

독립변인의 영향이 왜곡될 수 있다. 공선성 판단

출지수는 .60 이상 높아 집중타당도를 나타냈다.

의 절대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90이

Bagozzi와 Yi(1991)이 제안한 .50~.95의 표준화계수

하, 허용오차(toleranse) .10이상, 분산팽창요인(VIF)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p<.01수준에서 모든 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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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Path

Career Stress

Mindfulness

Self-compas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β

S.E

C.R

P

→

Career Ambiguity

.858

-

-

-

→

Employment Pressure

.567

.048

13.328

.000

→

Lacking Information

.806

.046

20.166

.000

→

External Conflict

.616

.038

14.702

.000

→

Present Awareness

.835

-

-

-

→

Concentration

.829

.042

22.863

.000

→

Non-judgemental Acceptance

.813

.049

22.231

.000

→

De-centered Attention

.847

23.608

.000

→

Self-Kindness

.836

-

-

-

→

Mindfulness

.860

.046

21.466

.000

→

Common Humanity

.747

.043

18.626

.000

→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y

.751

-

-

-

→

Tool Preparation Activity

.843

.071

17.697

.000

→

Goal Achievement Activity

.824

.067

17.606

.000

Construct
Reliability

AVE

.839

.672

.917

.735

.865

.682

.925

.80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425.367, 자유도(df)는 71, GFI는 .912, RMSEA는

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은

.073, CFI는 .945, TLI는 .928로 측정모형은 양호한

Table 3

The result of analysis of discriminant validity and correlation of the measurement model
Career Stress
Career Stress

.839

Mindfulness

-.734

Self-compas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indfulness

**

.917

**

.684**

**

**

-.434

.103

-.179

**p<.01
주)대각선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AVE(평균분산추출)값임
주)대각선 아래는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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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나타났다.

(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를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변인들 간

구하였다. 카이제곱은 전반적 적합도의 가장 기본

의 상관계수와 AVE값으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

이 되는 측정치로 가설적 모형과 자료가 완전하

였다. 잠재변인의 AVE값이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

게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며 유의확률(p)

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이 0.05 이상인 경우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그러

간주한다(우종필, 2012).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

나 카이제곱값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통

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판별타당도는 양호한

계적으로 검증력이 증가되어 사소한 차이로도 모

것으로 확인되었다.

델이 기각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적합지수
(GFI)는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

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9 이상이면 적합한

연구모형의 적합성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

(RMSEA)은 카이제곱 통계량 값을 교정한 값으로

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절대적합지수인

0.05 이하이면 매우 좋고, 0.08 이하이면 양호, 0.1

카이제곱(  ),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

이하이면 보통, 0.1 보다 크면 모형의 적합도가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

떨어지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RMSEA 역시

분적합지수(Incremental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기준



Fit

Measures)로는

CFI

Table 4

Goodness-of-fit Index of the Research Model

Research Model

 (p)

df

p

GFI

RMSEA

CFI

TLI

430.116

72

.000

.902

.077

.938

.922

Figure 2

Research Model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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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팬텀 변인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CFI는 0.9 보다 크면 적합도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TLI는 독립모형과 연구모형의 상대적 차이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를 나타내는 지수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

미치는 영향의 매개효과의 경로는 마음챙김을 통

는 장점을 가지며 0.9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해 영향을 주는 경로와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있다(Hair et al., 2009).

통해 차례대로 매개하는 이중매개 경로 2가지 인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비 및 진로준비

데 위 Table 5에 제시된 경로에 대한 영향은 개별

행동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Figure 2와 같이 연

효과가 아니라 2가지 경로에 대한 합이다. 왜냐하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면 AMOS는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부스트래핑만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최대우도추정법

제공되어서 개별 간접효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

(ML: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

이다. 그래서 모형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

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적합도를

지 않는 가상변인인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  )은 430.116, 자유도(df)가

활용하여 개별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진로스트

72로 나타났고, GFI는 .902, RMSEA는 .077, CFI는

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서 마음챙김이 매개로 하

.938, TLI는 .922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팬텀변인 P1, P2를 이

나타났다.

용해 경로를 추가하고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5와 같다. 진로스

개로 하는 이중매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P3, P4

트레스가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향은 -.727(p<.01),

를 추가하여 각 경로의 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242(p<.01)로 유

로 고정시켜 분석하였다. 부스트랩 결과에서 95%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이

신뢰구간 내 하한값(Lower)과 상한값(Upper) 사이

자기자비에 미치는 영향은 .675(p<.01)로 나타났고

에 0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196(p<.05)로 나타

다(Shrout & Bolger, 2002). Table 6에 제시된 것과

났다. 자기자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같이 모든 경로들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

.178(p<.05)로 나타났다.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스트레스

Table 5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Path
Career Stress

Mindfulness

Self-compassion

B

S.E

β

t
**

→

Mindfulness

-.587

.038

-.727

-15.457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61

.058

-.242

-3.984**

→

Self-compassion

.425

.032

.675

13..438**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62

.081

.196.

1.987*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34

.096

.178

2.425*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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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Double Mediation Effects using Phantom Variable
Specific Mediated

Path

Career Stress → Mindfulnes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tress → Mindfulness → Self-compassio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95% CI

Validate
Mediated Effect

Effects

Lower

Upper

-.100(.007)

-.203

-.086

-.058(.009)

-.116

-.013

Differences
-.153
(.027)

와 진로준비행동에서 마음챙김이 매개하는 효과

윤, 2016; 최현주, 신혜진, 2017)과 일치하는 반면,

와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매개로 하는 이중매개

정적 상관을 밝힌 결과들(김명옥, 박영숙, 2012;

경로 2가지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은경, 2009)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사이에서 마음챙

과는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 느끼는 진로스트레

김의 매개효과는 –.100(.007), 마음챙김과 자기자

스가 대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

비의 이중매개효과는 -.058(.009)로 나타났고 두

적 영향을 주는 변인이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자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153,

극되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

p=.027).

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
의 진로스트레스는 마음챙김과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상

논 의

황일 때 자신의 경험, 부정적인 감정 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 마음챙김이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적어진다는 결과들을(구경희, 홍영근, 2019; 남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 선정한 진로

현, 조영아, 2017; 송금란, 정은정, 2019) 뒷받침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비 간의 관계를 살펴

는 것으로써,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마음챙김

보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마음챙김과 진로준

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비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을

자 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

대상으로 MBSP 프로그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

음과 같다.

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주영 외, 2015)와 일치하고, 대학 신입생을 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마음챙김, 자기자비, 진

상으로 마음챙김 요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로준비행동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문진건, 손강숙, 2018)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부적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이 매 순간 자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

행동을 촉진하고 부적절한 반응적 행동에서 벗어

동의 부적 상관을 밝힌 결과들(김주희, 2013; 안세

나 효과적인 대처 행동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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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편, 마음챙김은 자기자비와 정적 상관을 보

경우 마음챙김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였는데, 이는 마음챙김과 자기자비가 정적 상관을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은 진로문제와 관련하

보인 선행연구(Neff & Germer, 2013)와 일치하고,

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

마음챙김과 자기자비가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시

적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만 느끼는 고통

너지 효과를 내고 마음챙김에 의해 자기자비가

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유발된다고 주장한 결과들(강재연, 장재홍, 2017;

때 마음챙김의 자세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고통

Bishop et al., 2004)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

이 보편적인 고통의 일부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자비와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 경험하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는 정서적 반응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현재

것이다. 하지만 자기자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

순간을 자각하면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적당한

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는 면에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Goldstein & Michaels,

서, 자기자비가 진로성숙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1985).

(이수영, 2019),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생태도를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지닐수록 높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보인 점(정정

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가 이중 매개하는 것으

웅, 1986),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진로발달

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에 큰 영향을 미치고(이은경, 2001), 성격강점이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가 순차적으로 매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으며, 자기조절, 개방성,

개한다는 것이다. 대학생이 진로스트레스를 많이

낙관 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점(조연

받으면 마음챙김이 낮아지고 마음챙김을 통해 자

교, 2014) 등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기자비와

기에 대한 자비심이 향상되어 진로준비행동을 높

진로준비행동의 관련성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음챙김

볼 수 있다.

이 자기자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강재연, 장재홍, 2017; 조인숙, 안희영, 2016;

에서 마음챙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Bishop et al., 2004; Kabat-Zinn, 2011)들을 지지하는

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

것이다. 또한, 마음챙김은 자신을 존중하는 긍정

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있지만 마

정서를 함유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예방하고 감소

음챙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하여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진

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로탄력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김유경, 2016)와 맥

진로준비행동 세 변인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를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준비행동이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비의

유사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주영 외(2015)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으며 진로스트레스로부터 마

MBSP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와

음챙김, 자기자비를 거치는 순차적인 영향이 존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MBSP 프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로그램이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요컨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의미있는 영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향을 미치는 변인이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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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진로상담 장면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는 긍정심리 변인을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대

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진로개입을 적용하는 노력

부분의 대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진로스트레스를

이 제안된다. 대학생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겪지만, 진로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의 강도는 개

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진로스

인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트레스를 경험한다(이현림, 2007). 따라서 대학생

에도 불구하고(Gore & Eckenrode, 1994), 기존의 진

들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상담전

로상담은 결점이나 제한점에 초점을 둔 측면이

략을 사용하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전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이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챙김과 자기

일부임을 자각하고 자기이해와 통찰을 넓히는 경

자비는 긍정심리 변인으로써 마음챙김은 스트레

험을 통해 긍정적 관점을 배양함으로써 진로준비

스와 진로준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

행동을 증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영 외, 2015). 또한, 자기자비는 부정적인 정서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를 온화하게 받아들이고 알아차림을 통해 진로준

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 관계를 설

비행동과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인다(박소은, 2020;

정하고 구조적 관계를 검토한바, 마음챙김과 자기

양선혜, 2018).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자비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높이기 위한 상담전략으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

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등은 유용한 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는 최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상

심리치료에서 주목할 만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

담에 대한 함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있으며, 정서적 고통과 부적응적 행동에 기여하는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주의 과정을 조절하는 유망한 기법으로 채택되고

및 자기자비와의 구조모형을 제시하면서 진로준

있다(Bishop et al., 2004). 두 변인의 상담적 효과는

비행동을 증진시키는 과정과 기제를 실증적으로

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

설명한 점이다. 즉, 진로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

담 장면에 적용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강

자비, 진로준비행동 변인이 동시에 고려되어 각각

민규, 최윤정, 2017; 최연희, 2018). 마음챙김과 자

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

기자비는 훈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고 장기간 지

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

속되는 부분(김승민, 박경, 2017)이므로 대학생에

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반복 적용되면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김유

둘째, 진로상담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함

경, 2016). 따라서, 진로스트레스로 진로발달에 어

양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적 입장과도

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긍정심리학의 최근 동

자기자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음챙

향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긍정적인 변

김과 자기자비 훈련을 통하여 진로스트레스를 예

화를 도모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방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활성화하는 교육 및 상담

바, 본 연구는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 진로

노력이 적극 제안된다.

준비행동이 증진되도록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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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최윤정 (2017). 단기 마음챙김 명상이 학

비는 불변의 특성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증진할

교 폭력 가해 청소년의 공감 및 자기조절능

수 있는 기술이다(McKay & Fanning, 2005). 따라서

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8(5), 191-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함양을 위한(Gilbert, 2014;

212.

Neff & Germer, 2013) MSC(Mindful Self-Compassion)

[Kang, M. G., & Choe, Y. J. (2017). The Effects of

혹은, MLCP(Mindfulness Loving kindness-Compassion

Brief Mindfulness Meditation on Empathy and

Program)와 같은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Perpetrators of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개인 상담에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5),

서 상담자의 공감과 반영적 개입, 마음챙김과 자

191-212.]

비심 모델링 등을 활용하는 접근도 유효하다. 이

강재연, 장재홍 (2017).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

러한 접근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주

램의 효과: 자기비판 성향을 지닌 대학생을

의를 집중하여 몸과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체험하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29(2), 335-356.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ang, J. Y., & Jang, J. H. (2017). The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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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ritical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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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2), 335-356.]

과 성별, 학교 계열, 참가자 수 등을 충분히 고려

고경필,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

한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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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mindfulness, self-compas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and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this end, a survey
measuring career stress, mindfulness, self-compas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conducted on 900
students from the colleges located in Gyeongsangnam-do and Busan.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odel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are as follows. First, career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indful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indful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compas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elf-compa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mindfulness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indfulness and self-compassion
appeared to have a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results, career stress and mindfulness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aning and role of self-compassion, and implications of mindfulness and
self-compassion for counseling as mediating effect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lds : career stress, mindfulness, self-compas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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