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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의 계에서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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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서의 확장 수립이론에 따르면 정정서가 다양한 삶의 역에서 정 결과를 가

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정정서가 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진

로 비에 정 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이 계에 소명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해서 학생 473명을 상으로 정정서,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

소명의식을 측정하 다. 분석 결과, 정정서는 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의 소명의식은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 사이

에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행복과 개인의

자원, 그리고 학생활에 한 시사 을 논의하 다.

주요어 : 정정서,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 소명의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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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개인의 응과

행복을 높이기 한 조건과 요소를 탐색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업

성취(박 신, 김의철, 2009), 학과 만족 취

업스트 스(임원균, 2015), 진로만족과 목표지

향 행동(정미 , 조남근, 2012) 그리고 개인

특성인 물질주의(김경미, 2014) 자기효능감

(Karademas, 2006), 낙 성(Conversano, Rotondo,

Lensi, Vista, Arpone, & Reda, 2010) 등이 주

안녕감을 비롯한 행복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 졌다. 그러나 행복에 한 다른

으로는 행복이 정 결과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Lyubomirsky, King, & Diener,

2005)이 제기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으로

Lyubormirsky 등(2005)은 결혼, 우정, 수입, 직

업, 건강 등의 다양한 삶의 역에서 행복이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하 다. 이를

해 연구자들은 225개의 횡단연구, 종단연구

실험연구를 분석하 으며, 행복이 삶 반

의 응에 정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

내었다. 특히 행복과 성취 성공의 계

를 심으로 행복이 주는 유익이 탐구되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이 수입이 높고(Diener

& Biswas-Diener, 2002), 직업 수행과 이직 의도

에 향을 주었고(Erdogan, Bauer, Truxillo, &

Mansfield, 2012), 상사로부터 정 평가를 받

고(Wright, Cropanzano, & Meyer, 2004), 친 한

인 계를 이루며(Diener & Seligman, 2002),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Harker & Keltner,

2001)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행복이 학업성

취(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4a), 수입 직

업 수행(구재선, 서은국, 2013)에 정 향

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 다. 다시 말해서 행

복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러

한 주장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행복을 측

정하는 표 변인인 정정서가 심리 응

기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정정서가 다양한 역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주장은 Fredrickson(2001)이 제기

한 정정서의 확장 수립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정서는 환경 자극을 정 으로

평가한 의식상태로서(Fredrickson, 2001), 열정

이고 활발하며, 생기가 있는 정도를 반 하며,

자부심, 즐거움, 사랑, 희망 등을 포함한 개념

이다(Watson, Clark, & Tellegen, 1998). 정정

서는 인류가 응하며 생존하는데 있어 요

성을 가지는데, 일시 일지라도 인지 활성

화를 진시키며, 시각 주의와 활동의

퍼토리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Fredrickson,

2013). 다시 말해 즐거움, 흥미, 활기, 자부심

과 같은 정정서는 주 의 맥락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시각 주의 범 를 넓히

고(Schmitz, DeRosa, & Anderson, 2009), 창의

이고 통합 인 사고를 확장(broaden)시킨다

(Fredrickson & Joiner, 2002). 그리고 정정서는

이 게 확장된 사고 행동의 통로를 기반으

로 신체 , 지 , 사회 심리 자원을 구

축(build)시킨다(구재선, 서은국, 2013; 구재선,

이아롱, 서은국, 2009; Cohn, Fredrickson, Brown,

Mikels, & Conway, 2009). 를 들어, 성인을

상으로 명상을 통해 정정서를 유발했을 때,

마음챙김, 삶의 목 , 사회 지지 등의 개인

의 심리 자원이 증가되고, 이어 정신건강이

증가되었다(Fredr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한 정정서를 많이 경험한 행

복한 청소년이 타인과 사회에 높은 신뢰와 공

동체 의식을 보이며, 더 나아가 헌 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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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 행동을 더 자주 하 다(신지은, 최혜

원, 서은국, 구재선, 2013). 이 듯 정정서는

사고-행동의 퍼토리를 넓 주고 이를 통해

자원을 확장시킴으로써 삶의 좋은 결과를 가

져온다.

이러한 정정서의 유익은 학생들에게도

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즉 행복한 학생들

이 학업성취 진로 등의 성취 역에서 우수

하다는 것이다(구재선, 서은국, 2012; 김경미

등, 2014a; Fox & Spector, 2000; Gilman &

Huebner, 2006; Marsh, Trautwein, Lüdtke, Köller,

& Baumert, 2006). 먼 김경미 등(2014a)은

학생 112명을 상으로 행복이 학 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정정서는 1년 후의 학 에 정 향을

미쳤으나, 학 은 1년 후의 행복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행복이 학업성취를

가져옴을 시사하 다. 뿐만 아니라 정정서

를 많이 경험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직장

인터뷰를 가졌으며(Burger & Caldwell, 2000),

정정서가 목표를 설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

표를 한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학업성취를

이끌었다(Haase, Poulin, & Heckhausen, 2012).

정정서가 높은 학생들이 입사 면 이후 입사

지원 자격을 더 많이 받았고 고용률이 높기도

하 다(Fox & Spector, 2000). 이러한 선행연구

를 통해 짐작해보건데, 정정서는 학생활

에 더 응 이며, 진로 비도 성공 으로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정

서가 학생들의 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비

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은 실질 인 직업을 선택하고 구체

탐색과 세부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Super,

1953). 한 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환시기로서, 학업, 인 계, 진로 문제, 학교

생활 등의 다양한 문제에 부딪 불안정하고

스트 스를 겪곤 한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불안정과 고용침체 등의 외부 인 실로 인

해 학생활에 불만족하거나 진로설정의 어려

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다. 이러한 발달단

계 특성과 사회 기를 고려해볼 때 학

생들의 삶의 질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생활의 만

족과 진로 비를 증가시키기 한 방안으로

정정서를 주목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정서가 다양한 역에서의 성공을 측

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에는 정정서와 유익한 삶의 결과간의

계에서 어떤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정정서와 종속 변수들 사이

를 삶의 의미(윤민지, 유성경, 2013), 인지

유연성(조은 , 임정하, 2014), 자비심과 감사

(신지은 등, 2013) 등의 심리 기제가 매개한

다는 것이 밝 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응과 진로발달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명에 심을 가지고, 소명의식이 학생의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 진로 비의

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소명은 경제 보상이나 사회 인정과 상

없이 그 일을 해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의식으로 정의된다(Davidson & Caddell, 1994).

그러나 Duffy와 Sedlacek(2010)이 학생 40%

정도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할만

큼 소명은 종교 해석을 넘어서 폭넓게

용되고 있다. 소명에 하여 Bellah, Madsen,

Sullivan, Swidler Tipton(1996)은 일하는 것 자

체에서 충만감을 경험하며, 사회에 좋은 향

을 미친다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의식이라고

말하 다. Dik과 Duffy(2009)는 소명을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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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만감을 가지면서, 사회 으로 헌신하

도록 하는 목 의식이라고 정의하 으며, 세

가지 요소로 나 었다. 첫째, 월 부르심으

로 자신을 넘어서 기원하는 것이며, 둘째, 목

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일이 경제

이득과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

그 자체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소명은 자신의 일이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타인지향 가치를 가진다. 즉 소명은 물질

인 이득이나 사회 인정과 상 없이 하고 있

는 일로부터 충만감을 느끼며 의미있다고 믿

는 가치이다.

소명의식은 삶의 반에 한 만족감을 높

이며, 정신건강에도 향을 미친다(권선 , 김

명소, 2016; 양난미, 이은경, 2012; 이지원, 이

기학, 2015; Duffy & Sedlacek, 2010; Treadgold,

1999). 구체 으로 살펴보면, 소명의식을 가진

직장인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았고(권선 , 김

명소, 2016; 장진이, 이지연, 2014), 의과 학생

(Duffy, Manuel, Borges, & Bott, 2011)과 학생

(심 린, 2010; 양난미, 이은경, 2012; 이지원,

이기학, 2015; Duffy & Sedlacek, 2010) 역시 소

명감이 있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았다. 한

소명의식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그 지 않

은 사람에 비하여 우울과 스트 스가 낮고,

응 인 처 략을 사용하 다(Treadgold,

1999). 특히 소명은 직장에서의 응 성취

역에서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

고 있다. 를 들어, 소명의식이 높은 직장인

은 일에 한 의미와 목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한 몰입과 직업 만족도이 높

았으며(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가 높았으며, 일로 인한 소진을 게 경험하

고(Jager, Tutty, & Kao, 2017), 직무수행 능력도

우수하 으며(Bing & Burroughs, 2001), 이직률

도 낮았다(Duffy, Dik & Steger, 2011).

소명은 최근 진로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한 기제로 심을 받고 있다. 소명은 직장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하여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직업선택의 과

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 가능한 개념으

로 여겨지고 있다(신윤정, 2013). 특히 다양한

직업 탐색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극 으로 찾는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에게

있어서도 소명의식은 요한 심리 자원임이

밝 지고 있다(박주 , 유성경, 2012; 양난미,

이은경, 2012).

이처럼 소명의식이 정신건강 직무만족에

정 향을 미친다면, 학생들의 응과

진로 련 역에도 정 향을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소명의식이 진로발달에서

자신과 일에 하여 극 이고 주체 인 태

도를 갖게한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박주 ,

유성경, 2012; Dik, Sargent, & Steger, 2008; Hall

& Chandler, 2005), 학생들의 학생활 만족

도와 진로 비에도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소명의식과 학생의 진로발

달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명의식은

학생의 진로 응성 학과만족에 정

향을 미쳤다(김지선, 육정원, 김이 , 김 환,

2016; Duffy & Sedlacek, 2003). 김지선 등(2016)

은 소명의식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생의 학과만족에 정 향을 미

치는 것을 밝히기도 하 다. 뿐만 아니라 소

명의식이 있는 학생은 진로포부, 진로정체

감, 진로성숙등과 련이 있으며(박주 , 유성

경, 2012; 신윤정, 2013; Dik & Duffy, 2009), 진

로 상담에 있어서도 요한 변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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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가진 학생은 학생활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진로 비도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정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삶을 더

의미있게 지각하고(King, Hicks, Krull, & Del

Gaiso, 2006), 삶의 만족감과 충만함이 커진다

(윤민지, 유성경, 2013). 구체 으로, 윤민지와

유성경(2013)은 정정서와 삶에 한 만족의

계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면서, 빈번한 정정서 경험이 상황을

정 으로 해석하게 해 으로써 삶을 만족스

럽게 평가하고, 정정서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가 커지며, 이는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설

명하 다.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조은

과 임정하(2014) 역시 정정서가 인지 유연

성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해짐으로써 심리 안녕감을 높일 수 있

다고 제시하 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를

통해 소명의식이 정정서와 학생의 만족감

진로 비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정서

는 하고 있는 일로부터 충만감을 느끼고 의미

있다고 믿는 가치인 소명의식의 인지 자원

을 확장시키고 이는 삶에 한 응을 증가시

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에서 본 연

구는 정정서가 충만감과 목 의식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학생활에 만족을 높이고

진로 비가 잘 이루어질거라 상한다. 인생

의 요한 환 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어

려운 상황들, 학교생활 문제나 진로 문제 등

을 바라보는 가치 을 갖는 것은 인생의 나침

반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행복과 가치 의

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정신건강을

한 요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정서과 소명의식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 진로목표의

계에 소명의식이 매개하는가.

연구 방법

연구 상

설문에 참가한 학생들은 몇 개의 지역(경

남, 부산, 서울, 충남 등)을 상으로 4년제

학의 총 480명이 참여하 다. 회수한 설문

지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한 473

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참여자의 평균나이

는 22.86세(SD=1.95)이었으며, 남자는 207명

(43.17%), 여자는 266명(55.4%)이었다. 참여자들

의 종교여부는 있음이 143명(30.2%), 없음이

328명(69.3%), 무응답이 2명(0.4%)이었다.

측정도구

정정서

정정서는 Watson 등(1988)이 개발한 정/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 정정서의 10문항으로 측정

하 다. 연구참여자는 ‘흥미진진한’, ‘신나는’,

‘활기찬’, ‘자랑스러운’ 등에 하여 느끼는 기

분의 정도를 5 척도(1: 그 지 않다, 5:

매우 많이 그 다)로 평정하 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소명척도

소명척도는 Dik 등(2008)이 개발하고, 심

린(2010)이 한국 으로 타당화한 소명척도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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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소명척도는 월 부름-존재, 목 /의

미-존재, 친사회 지향-존재의 3가지 하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이루어

져있다. 문항의 로는 ‘나의 진로는 내 삶의

목 을 실 하도록 도와 다.’ ‘나는 나의 진

로를 삶의 목 에 이르는 길로 본다.’이다. 문

항은 ‘ 해당되지 않는다’(1 )에서 ‘

으로 해당된다’(4 )의 4 척도로 평정되었

으며, 수가 높을수록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이었다.

학생활 만족도

학생활 만족도는 ‘ 반 으로 본인의 학

업에 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 반

으로 본인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의 2문항으로 측정하 다. 참가자들은 ‘

만족하지 않는다(1 )’부터 ‘매우 만족한다

(7 )’까지의 7 척도로 응답하 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진로 비

진로 비는 ‘졸업 후 진로에 하여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와 ‘희망하는 진

로 성취를 해서 얼마나 비하고 있습니까?’

의 2문항으로 측정하 다. 참가자들은 ‘

결정하지 않았다(1 )’부터 ‘확실히 결정하 다

(7 )’ 는 ‘ 비하고 있지 않다(1 )’에

서 ‘완벽하게 비하고 있다(7 )’까지의 7

척도로 응답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이었다.

통제변인

성별은 남(1), 여(2)로 질문하 으며, 나이는

개방형으로 질문하 다. 종교는 있음(1)과 없

음(2)로 질문하 다. 경제수 은 9 척도를

이용하여 상상(1 )에서 하하(9 )로 평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경제수 이 낮은 것이

다.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8.0으로 분석되었다.

변인들의 기본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

도분석을, 변인들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매개효과검증을

해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추가

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Sobel 검

증을 하 다.

결 과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상 계와 각 변인

의 평균 표 편차는 표 1에 제시하 다.

정정서는 학생활 만족도(r=.41, p<.001),

진로 비(r=.36, p<.001) 그리고 소명의식

(r=.35, p<.001)과 정 상 을 나타내었다. 소

명의식은 학생활 만족도(r=.30, p<.001)

진로 비(r=.42, p<.001)와 정 상 이 있었다.

즉 정정서가 높을수록 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비, 소명의식이 높았으며,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비가 높았

다.

한편 인구통계학 변인과의 상 을 살펴보

면 성별(r=-.11, p<.05)과 나이(r=.15, p<.05)는

진로 비와 상 이 있었다. 그리고 종교는 소

명의식(r=-.15, p<.05)의 계에서 상 이 나타

났으며, 경제수 은 정정서(r=-.18, p<.001)와

학생활 만족도(r=-.14, p<.01)에서 유의한 상

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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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진로 비가 높았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

보다 소명의식이 높았다. 한 경제수 이 높

을수록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정정서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에

미치는 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

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비에 해 인구통계

학 변인들(성별, 나이, 종교, 경제수 )을 통

제한 후 정정서의 향은 표 2와 같았다.

학생활 만족도에 해 정정서는 유의미한

향을 가졌고(ß=.41, p<.001), 진로 비에

해서도 정 향력을 가졌다(ß=.36, p<.001),

다시 말해서 정정서는 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비에 정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소명의식이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비에 해 인구통계학 변인

들(성별, 나이, 종교, 경제수 )을 통제한 후

소명의식의 향은 표 3과 같았다. 소명의식

은 학생활 만족도(ß=.29, p<.001)와 진로

비(ß=.40, p<.001)에 해 정 향력을 가졌

다. 다시 말해서 소명의식은 학생활 만족도

와 진로 비에 정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의

계에서 소명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기 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이

를 확인하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

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쳐

야 한다. 세 번째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변인 1 2 3 4 5 6 7 8

1. 정정서 1.00

2. 학생활 만족도 .41*** 1.00

3. 진로 비 .36*** .30*** 1.00

4. 소명의식 .35*** .30*** .42*** 1.00

5. 성별 -.05 -.05 -.11* -.01 1.00

6. 나이 -.01 -.05 .15* .06 -.41*** 1.00

7. 종교 -.04 .00 -.08 -.15** -.08 -.03 1.00

8. 경제수 -.18*** -.14** -.05 -.07 -.01 .15** -.01 1.00

평균 2.86 4.13 4.23 2.38 1.56 22.86 1.69 4.71

표 편차 .68 1.30 1.41 .51 .50 1.95 .4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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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종교는 있음=1, 없음=2로 dummy변인 분석함.

표 1. 각 변인의 평균, 표 편차,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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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B S.E. ß B S.E. ß B S.E. ß B S.E. ß

성별 -.18 .13 -.07 .08 .12 -.03 -.18 .14 -.06 -.11 .14 -.04

나이 -.03 .03 -.05 -.03 -.05 -.08 .10 .04 .14** .10 .03 .14**

종교 -.02 .13 -.01 -.07 .12 -.02 -.28 .14 -.09 -.25 .13 -.08

경제수 -.12 .04 -.14** -.04 .04 -.05 -.07 .04 -.08 -.01 .04 -.01

정정서 .77 .08 .41*** .73 .09 .36***

F 2.96* 27.46*** 4.53** 17.42***

R2 .03 .18 .04 .16

Adj. R2 .02 .18 .03 .15

△R2 .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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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종교는 있음=1, 없음=2로 dummy변인 분석함.

표 2. 정정서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에 미치는 향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B S.E. ß B S.E. ß B S.E. ß B S.E. ß

성별 -.18 .13 -.07 .18 .12 - .07 -.18 .14 -.06 -.19 .13 - .06

나이 -.03 .03 -.05 -.05 .03 - .07 .10 .04 .14** .08 .03 .11**

종교 -.02 .13 -.01 .10 .13 .04 -.28 .14 -.09 -.09 .13 - .03

경제수 -.12 .04 -.14** -.09 .04 - .11 -.07 .04 -.08 -.04 .12 - .04

소명의식 .76 .12 .29*** 1.12 .09 .40***

F 2.96* 11.08*** 4.53** 22.23***

R2 .03 .11 .04 .20

Adj. R2 .02 .10 .03 .19

△R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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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종교는 있음=1, 없음=2로 dummy변인 분석함.

표 3. 소명의식이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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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어들어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표 4와 그림 1은 소명의식이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보여 다. 먼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 소명의식의 계를 살펴보면, 1단

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정서는 매개변인인 소

명의식에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ß=.35, p<.001).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정

정서는 종속변인인 학생활 만족도에 유의미

하게 설명하 다(ß=.41, p<.001). 그리고 3단

계에서 매개변인인 소명의식은 학생활 만

족도에 역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ß=.30,

p<.001). 그리고 정정서와 소명의식을 동시

에 투입하자, 독립변인인 정정서가 학생

활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미하 으나(ß=.35,

p<.001), 그 향력은 1단계보다 감소하 다

(ß=.41 > ß=.35). 즉 소명의식은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의 계에서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추가 으로 독립변인의 유의

미한 감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 Sobel

(1982)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유의

미하 다(Z=5.45, p<.001).

정정서와 진로 비의 계에 한 소명의

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

인인 정정서는 매개변인인 소명의식에 유의

미한 향력을 가졌다(ß=.35, p<.001). 2단계에

서의 독립변인인 정정서는 종속변인인 진로

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ß=.36, p<

.001). 그리고 3단계에서 소명의식은 진로 비

에 유의미한 향력이 있었고(ß=.42, p<.001),

정정서와 소명의식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진로 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

보았을 때, 정정서는 여 히 유의미하 다

(ß=.24, p<.001). 이때 정정서가 진로의미에

미치는 향력은 1단계보다 감소하 다(ß=.36

> ß=.24). 즉 소명의식은 정정서와 진로

비의 계에서 부분 매개를 하 다. 추가 으

로 독립변인의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지 확인

하기 해서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유의미하 다(Z=6.70, p<.001). 다시

독립변인 종속변인 ß S.E. t R2 Adj.R2 sobel

1단계 정정서 소명의식 .35 .03 8.20*** .13 .12

2단계 정정서 학생활 만족도 .41 .08 9.87*** .17 5.45***

3단계
정정서

학생활 만족도
.35 .08 7.97***

.20 .20
소명의식 .18 .11 3.99***

1단계 정정서 소명의식 .35 .03 8.20*** .13 .12

2단계 정정서 진로 비 .36 .09 8.30*** .13 .13 6.70***

3단계
정정서

진로 비
.24 .09 5.51***

.23 .22
소명의식 .34 .12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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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의 계에서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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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소명의식은 정정서와 학생활만족

진로 비의 계에서 부분매개를 하 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생 473명을 상으로 정정

서가 학생 만족도와 진로 비에 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그 계에서 소명의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하

여 정정서, 소명의식,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를 측정하 으며, 상 분석과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와 그에 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정서는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에 정 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선

행연구에서 정정서가 학생의 삶에 한

만족을 증가시키고(윤민지, 유성경, 2013), 심

리 안녕감에 정 향을 미친다는(조은

, 임정하, 2014)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

히나 행복의 유용성에 한 많은 연구들

(Lyubomirsky et al., 2005)이 주장한바와 같이

정정서를 자주 경험할수록 삶의 정 결

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

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있는 학

생들은 가치 정체성의 혼란, 인 계,

학업 문제 등의 심리사회 문제를 겪으면서,

동시에 실 인 직업선택을 해 구체 인

탐색을 하고 세부 인 계획을 세우는 진로결

정의 단계에 있다. 이러한 주요한 과업들 속

에서 쉽게 스트 스를 받고 여러 부 응과 심

리 어려움을 겪기 쉽다. 정정서가 학생

활의 만족도와 진로 비를 돕는다는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정정서를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를 들어, 정정서 수

을 높이는 활동으로 감사하기(김경미, 한민,

류승아, 2014), 마음챙김(강재연, 장재홍, 2017),

동아리 활동(김익 , 김창 , 2018)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장기간의 지속된 경기침체와 낮

은 취업률의 실 사회문제로 인하여 학

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에 한 압박감은 상당

하고, 불안감을 경험하기 쉬운 실에서, 정

정서의 경험을 한 다양한 학교육문화

로그램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삶의 질에

정 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인구통계학 변인 경제수 이 낮

을수록 학생활 만족도가 낮았고, 나이가 많

을수록 진로 비가 높았다. 경제수 과 삶의

만족도는 한 계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긍정정
대학생활

만족도

의식

.35*** .30***

.41***

(.35***)

긍정정 진로준비

의식

.35*** .42***

.36***

(.24***)

그림 1. 정정서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의 계에서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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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경제수 이

낮은 학생들이 학생활에 잘 응하도록

돕기 한 정책 , 교육 인 근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 다. 경제수 이 낮을수록

등록 생활비를 해 학업이나 학생활

에 집 하지 못하고 생계를 한 아르바이트

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이들을 한 세심한 여가 필요하겠다. 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 비가 극 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취

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에서 학년에 따

라 극 인 진로 로그램이나 진로상담이 이

루어져야 함을 보여 다.

둘째, 소명의식은 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비에 정 향이 있었다. 이 의 연구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소명의식이

높은 학생들이 학생활에 더 만족할 뿐만

아니라 진로를 해 비를 잘 하 다(신윤

정, 2013; 양난미, 이은경, 2012; Dik & Duffy,

2009). Weiss, Skelley, Haughey Hal(2004)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 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한 노력을 하며, 이를 통해 자신감이 향상

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다시 말해 학생활을

하면서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자신에 한 목 의식을

가지며 타인지향 인 가치를 지닌다면 학생

활의 응을 높일 수 있다. 한 소명의식은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과 같은 진로분야에

서 주목받고 있는바와 같이 소명의식이 진로

비를 계획하며 실행하는데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자신의 소명의식을 이해하는 것

즉, 자신에 한 월 부름을 이해하며, 자

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자 하는 가치 을 가지는 것은 명확한 진로목

표를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Dik &

Duffy, 2009). 한 소명의식을 가진 학생들

이 진로발달과정에서 더 몰입을 하고, 자신의

일에 극 이고 주체 인 모습을 가지기 때

문에(Dik et al., 2008), 학생활에 만족하며 진

로를 한 비도 극 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과 가치 이 완성되고 구

체 인 진로탐색, 계획, 결정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소명의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개

입과 재도 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셋째, 소명의식이 정정서와 학생활 만

족도 진로 비의 계를 매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정서가 학생활 만족도

진로 비에 직 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소명의식을 매개로 하여 간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Fredrickson

(2001)이 주장한바와 같이 정정서가 인지

자원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 ,

지 , 사회 심리 자원을 구축시킨다는

확장 수립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정정서가 삶의 정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명

의식을 실 하는 내 동기를 더 추구함으로

써 삶의 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돈, 명

등의 외재 가치보다는 삶의 목 과 같은 내

가치를 추구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들(김경미 등, 2014b)의 주장과 같이, 정

정서가 내 가치를 추구하고 실 하도록 돕고,

이로써 응 인 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정서가 소명의식

을 통해 실패에 한 건설 처 략을 사용

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Foo, Uy Baron(2009)

이 정정서가 창업가들의 극 인 도 을

이끌어낸다고 제시한 바 있듯이, 아마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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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가 극 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소명

의식을 경험하게 하고, 이는 목표를 한 노

력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 한 분명한 목 의식과 충만

함을 가지고 진로를 비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으며, 학생활에서 경험하

는 실패나 역경의 문제 에서 건설 인 처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을 가진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능

력에 한 이해가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높았다. 정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학생

은 자신의 진로에 한 소명의식을 가짐으로

써 진로결정성을 더 가질 수 있고, 일에 한

희망을 가짐으로써 극 인 학생활을 하며

진로 비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박주 , 유

성경, 2012; Duffy & Sedlacek, 2007). 따라서

학생들이 학생활 만족과 진로 비를 한

개입과 련하여 개인의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을 둘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정서의 유용성을 재확인하 다는 것이다.

이는 만족스러운 학생활과 진로 비를 잘

이 내기 해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정

서가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변화

하는 사회 교육환경, 과도한 경쟁, 스펙에

몰두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학

생활에 만족하기 어렵고,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학생들에게 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상담에서도 정정서의 요

소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최근 진로발달 역에서 요한 요인

으로 심받고 있는 소명의식이 학생활 만

족에 향을 미치며, 진로 비를 돕는다는

에서 그 요성을 재확인하 다. 사회 으로

인정받는 직장, 임 이 많은 직업, 사회 안

정성 등의 직업을 쫓다보면 자기에 한 이해,

삶의 목 , 일의 의미 등을 놓치기 쉽다. 하지

만 본 연구는 물질주의 가치 을 쫓기 쉬운

사회 환경에서 학생들의 목 의식과 가치

을 찾을 수 있는 개입과 재도 요하며, 소

명의식이 효과 인 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인생의 요한 환 이 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치 과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며 학업의 의미를 검하는 로

그램이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진로

의식은 개인의 발달과정을 통해 지속 으로

체득하고 변화하는 태도이기 때문에(이지원,

이기학, 2015), 학생활 과정에서 소명의식을

이해하고, 탐색하며,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 으로 찾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다. 한

편,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면, 소명을 실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극복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

셋째, 일상에서 정정서의 경험이 소명의

식을 통해 학생활의 성공을 극 화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즐겁고 신나고 활기찬 정정

서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의미와 목 을 가

지며, 자신이 충만감을 경험하며, 자신이 타인

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를 탐색할 때 더욱

성공 인 학생활 응과 진로 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서 학

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응이나 진로탐색

의 로그램들에 정정서를 확장시키고 소명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제공

하는 것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정서와 련된 연구들은 문화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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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김 록과 신희천(2011)은 정정서의

경험이 한국보다 서구문화권에서 더 강조될뿐

더러 개인의 자원과도 더 련있음을 말한바

있다. 반면 허수진과 허재홍(2017)의 연구에서

는 년여성의 정정서가 문화성향에 향을

받지 않은 바 있었다. 이처럼 문화성향에 따

라 정정서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더 구체 이고, 정교한 설계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정정서와 삶의 결과에

한 원인 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한 실험연구 는 종

단연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더 나아가 계

의 통합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활 만족과 진로 비의 문항이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척도를 보완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을

심으로 살펴보았으나, 다양한 변인들(낙 성,

삶의의미, 인지유연성 등)간의 계를 통합

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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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emotion,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the mediation of calling

Kyoungmi Kim Seungah Ryu

TongMyung University Kyungnam University

According to the 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 positive emotion brings positive results in

various areas of life. Based on this, this study focused if positive emotions could improv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Futhermore we examined that calling

mediates between positive emotion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career preparation. The total of 473

respondents were surveyed in this study. The result showed that positive emotions improve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Also, calling of students played an significant role of mediation

between positive emotion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career prepa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act of contact and sense of community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positive emotion,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career preparation, cal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