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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areer Strategy according to Career Identity Confusion at 

the Each Life Career Branching Point

Min-Jeong Son*, In-Soo Cho, Jeong-E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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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연구는 진로 환의 기 을 분기 별로 확인하고, 진로정체성 혼돈에 따른 진로 략을 질 연구를 통해 분석하

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학령기 교육의 수직 환단계에 해당하는 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 졸업 후의 시기별

로 각 3명씩을 선정하 으며, 조직규모별 종사경험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30세 후, 40세 후, 60세 후 참여자를 각각

3명씩 선정하 다. 총 18명의 면담내용을 주제 분석한 결과, 첫째, 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 졸업 후 취업하기

까지, 직장생활 3년 차 이내, 40 반, 60세, 80세를 생애진로분기 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애진로분기 별 외부

상황은 부모, 교사, 상사, 동료, 래 등 의미 있는 타인의 향을 받거나 그 외에 교육 훈련, 일 련 경험, 취업·실업, 

직무 환 등 환경 요인, 진로사건에 한 내용이었다. 셋째,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정서 상황에서는 분기 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생애진로분기 을 경험할 때마다 부정 정서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 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진로분

기 마다 진로정체성에 한 혼돈을 보 다. 다섯째,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진로 략은 근 략으로 진로 범 의 확 , 

멘토링의 활용, 직무 충실과 몰입, 련 교육 훈련 등과 같이 진로 목표에 다다르기 한 략이 있었고, 회피와 련한

략은 진로 제한에 따른 타 , 당면과제 회피 실도피, 사회 규범 가치에 편승, 진로와 련 없는 성과에 주력하는

등과 같이 궁극 으로 진로목표 달성과는 연 성 없는 행동을 지향하는 내용 략으로 범주화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s, and studied qualitatively the career strategy and 

career identity at that tim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three students from third graders of middle school, 

three ones from third graders of high school, and three before and after college graduation, which correspond to the 

vertical transition stage of school education. Three participants were selected before and after 30 years of age, three 

before and after 40 years of age, and three before and after 60 years of age. Subject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18 interviews, showed th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appeared in middle school grade 3, high school grade 3, 

until employment after graduation, within 3 years after entering their first job, early 40 years, 60 years old, and 80 

years old. Second, external situations were due to the influence of important others, or external stimuli, environment, 

and career events. Third, negative emotions were repeated for each life career branching point. Fourth,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the career identity confusion was repeated in every life career branching point. Fifth, the career 

strategy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was categorized as an approach strategy and avoidance strategy.

Keywords : Life Career Branching Point, Career Strategy, Career Identity Confusion, face, career myth, career 

anxiety, vocational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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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 분야의 발 은 인간의

기 수명을 증가시켜 100세 시 에 한 언을 가시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명의 고와 함께 ‘알

에이지(alpha-age)’ 개념을 주장하며, 120세 시 가 올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KBS, 2016)[1]. 실제로 1995

년~2000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 수명이 74.9세

던 것이 2015～2020년 82.8세로 20년 동안 약 8년가량

연장되었다(통계청, 2016)[2]. 이는 OECD 회원국의 평

균치인 79.5세보다도 3.3세나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객 인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기 수명 연장

속도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편, 2017

년 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65세 이상 기 )의 비율이

13.8%로 10년 과 비교했을 때 3.6% 증가했는데, 이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 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7) 

[3].

이러한 기 수명의 연장은 생애주기(life cycle)의 변

화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실질 인 은퇴는 평균 71.8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년퇴직 이후로도 10년

이상 진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은퇴라고 인식하던 사람들의

도 달라지고 있다. 은퇴를 진 은퇴’, ‘단계 은

퇴’, ‘부분 은퇴’ 등으로 구분하여 생애에 있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개념화한 논의도 등장하

다(장지연 외, 2003)[4].

반면 지 까지 직업상담에 있어 표 근법으로

채택했던 직업선택에 한 모형들은 청소년기와 기성

인기에 주로 진로 고민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개인이 가

진 특성과 직업과 련한 요인을 분석하여 진로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Parsons, 

1909; Holland, 1985; Dawis & Lofquist, 1984)[5, 12, 

13]. 그러나 직업선택이 생애사건 경험 어느 한 시

에서 일회 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진로와 직업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며 성인의 생애주기모형을 제시한

Levinson은 성인의 생애 단계를 4계 로 나 어 설명하

고 있는데, 성인 기(17~22세)를 , 성인 기(22~40

세)를 여름, 성인 기( 40~60세)를 가을, 성인 말기(60

세 이후)를 겨울 등으로 구분하 다. 그는 특정 시기 강

조되는 유형을 생애 구조(life structure)라고 개념화하면

서 이는 생애에 걸쳐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

다. 한, 각 단계 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교량 역

할을 하는 시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 기간에 사람은 자

신과 삶을 평가하고 새롭게 생애 구조를 계획하거나

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Levinson, 1978)[6].

Levinson의 연구는 직업상담의 요구를 나타내는 상

들이 체로 특정한 연령 의 몇 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경험 증거에 의해서도 드러났다. 김병숙(2012)

은 5년간의 임상을 증거로 한 「은퇴 후 8만 시간」

서에서 직업상담의 요구가 집 되는 시기를 학교 3학

년, 고등학교 3학년, 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 3년 차, 

40세 후, 60세 후, 80세 후로 분류하고, 이 일곱

번의 기 을 인생의 진로분기 이라 설명하 다(김병숙, 

2012)[7].

이와 같이 진로 환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 시기

를 생애진로분기 이라 본다면, 더욱 긴 생애주기를 맞

이한 시 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진로분기 을 몇

번 겪게 될지에 한 의문은 진로와 련한 요한 논제

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지 까지 분기 에 한 연구는

노숙인의 궤도이탈 변곡 에 한 연구(이상직, 

2013)[8] 는 탈북 여성의 생애 사건과 사회 갈등 분

기 에 한 연구(신난희, 2015)[9] 등 특수한 상황의

상에 한 생애사 분석에 그치고 있거나, 심리 분리 개

념화 과정에서 나타난 발달상의 분기 (곽민정, 

2005)[10]에 한 연구만 진행되고 있으며, 진로 에

서의 연구는 미미한 단계에 있다. 진로 에서는 직업

수행의 정 특성 성장 유형, 진로 변곡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특수교사를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허유선, 2013)[11]가 거의 유일하다.

이에 이 연구는 생애주기에서 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로분기 별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고민

의 공통 은 무엇인지, 고민 결과 세우는 략은 무엇인

지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생애진로분기 별 직업

상담 논 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생애진로분기 에 한 최 의 연구이며, 

분기 별로 진로 선택에 있어 어떠한 갈등 상황에 놓

여 있으며, 략을 어떻게 수립하여 처하는지 등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밝힘으로써 직업상담의 논 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긴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

복하는 진로 고민의 기 마다 자기와 진로에 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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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확히 하고, 그들이 원하는 진로를 추구해 나아가는

것을 도우며, 생애진로발달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2. 적 경 

2.1 생애진 점

2.1.1 달적 점에  생애진 점  

Parsons는 1909년 발간한 서 ‘직업선택(choosing a 

vocation)’을 통하여 최 로 직업지도 모형을 제시한 이

후 이어진 직업상담의 고 이론들은 직업선택이란 일회

결정이며, 인생의 특정 시 에서 이루어진다는

을 취하 다(Parsons, 1909)[4]. 이러한 은 Holland

의 성격이론, Dawis와 Lofquist의 일 응이론으로 이어져

왔다(Holland, 1985; Dawis와 Lofquist, 1984)[12~13]. 

그러나 진로발달이론가들에 의해 진로선택은 성장 과정

에서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반복 으로 발생하는 것이

며, 일회 인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인의 생애 역할·장면·사건은 각 발달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되는 것이며 개인의 자기

개념 발달과 연결된 일련의 과정으로 여겨지면서 재는

생애진로발달의 이 우세하게 나타났다(Gysbers 외, 

1998)[14].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진로를 서로 구분되는 몇 개

의 발달단계로 구분하는 처음의 시도는 Ginzberg에 의

해 이루어졌다. 그는 진로발달 단계를 단계별 과업으로

제시하 는데 환상기(fantasy period : 11세 ), 잠정기

(tentative period : 11~17세), 실기(realistic period : 

18세~성인 기)로 구분하 다(Ginzberg, 1951)[15]. 

Ginzberg의 이론을 발 시켜 Super는 아동기부터 청

소년, 성인, 노년기까지 생애에 걸쳐 진로발달이 이루

어진다고 주장하며, 더욱 폭넓은 으로 진로발달의

단계를 제시하 다(Super, 1990)[16]. 한, 그는 생애진

로발달은 직업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세계와 련

하여 더욱 다양한 삶의 역과 역할들을 포 하며 발달

단계마다 각각의 시기에 수행해야 할 독특한 상과 과

업이 있다고 보았다(Super, 1990)[16]. 그는 Buehler의

발달단계 구분을 따라 성장기(출생~14세), 탐색기

(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5세), 쇠퇴기

(65세 이상)로 나 었으며, 그 단계의 주요 발달 과업의

본질을 나타내기 하여 각 단계의 명칭을 개념화하 다

(Super, 1990; Buehler, 1933, 1935)[16-18]. 한, Super는다

섯 단계로 구분되는 발달 순서를 순환(maxicycle)이라

하고, 생애 주기에서 순환 내 각각의 단계에서 성장-탐

색-확립-유지-쇠퇴의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하 는데, 이를

소순환(minicycle)이라 하 다. 그러므로 개인은 평생 여

러 시 에서 성장-탐색-확립-유지-쇠퇴의 재순환을 경험

한다고 하 다(이희 , 2016)[19].

개인은 어떤 연령과 환경에 처하든 생애역할, 생애장

면, 생애사건 등을 경험한다고 강조하며, 생애진로발달

의 개념을 확장하 다. 즉, 다양한 생애역할(부모, 배우

자 등), 다양한 생애장면(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장면들

등), 다양한 생애사건(결혼, 은퇴, 취업, 이혼 등) 등이 일

생 동안 일어나는 역동 인 상호작용임을 설명하 다(

, 2013; Gysbers 외, 1998)[14, 20].

2.1.2 전환적 점에  생애진 점

진로(career)는 일생을 사는 동안 행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 인 생활 형태이다. 한, 진로는 삶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직업, 직무, 직 등의 연속이며, 사

람의 생애 속에 수행되는 직업과 연결된 일, 취미 활동, 

가정생활 등을 의미한다. 즉 진로란 일생 동안 한 개인이

참여하는 일과 여가활동의 연속 과정을 총체 으로 포

하는 생활양식을 뜻한다. 한편 진로는 직업 활동을 하기

과 직업을 갖고 응하는 것, 나아가 은퇴한 후의 생활

체를 포 하기도 하며, 학생, 피고용인, 학습자, 시민, 

연 혜택자 등과 같은 역할을 의미한다(Super 외, 

1957; Super, 1976, 1980)[16, 21]. 그러므로 진로는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과 련한 활동을 의미하며 일이 곧 진로이다.

Schlossberg는 인 계, 생활습 , 생애역할 등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는 활성화되지 않은 사건을

환으로 정의한다. 즉 환은 생애 동안 경험하는 사건이

나 비활성화 사건을 통해 자신과 세계 에 새로운 변화

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요구될 때 발생한다. 비활성화 사

건이란 승진 실패, 꿈의 미성취 등과 같은 상된 삶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Schlossberg, 

1981)[22]. 장계 ·김 환(2009)[23]은 변화와 환을

구분하는데 변화는 상황의 이동을 뜻하고, 환은 지

까지 사용해온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과

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환과정이 빨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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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 같은 기상황에서 사람마다

처하고 응하는 데는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Cranton과 Dirkx는 Jung의 정신분석 을 목하면

‘ 환’을 ‘개성화’ 과정으로 악할 수 있다. 개성화란

인간을 집합체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차 분리해나가는 평생의 여정이다. 결국, 환 생애

사건은 모든 변화의 시작 이 될 수 있다(Cranton & 

Dirkx, 2006) [24].

각 개인의 응방식에 따라서 환과정이 부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과 달리 진로를 새롭게 수

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Bejian & Salomone, 

1995)[25].

진로 환의 정의는 에 따라 직업 환, 경력 환, 

진로수정, 노동이동, 직장이동 등 혼재되어 있으나 학령

기의 진로 환은 ·고등학교, 학교를 진학하는 과정

에서의 교육의 수직 환단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

으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이동, 퇴직까지

일련의 직업 생애 사 과정을 모두 지칭한다( , 

2013)[20].

환에 한 이론들은 환의 유형을 자발 는 비

자발 인 것으로 나 거나 개인 원인과 구조 원인으

로 구분한다. Hopson(1977)은 다른 연구자와 함께 환

의 결정 요인을 내 동기와 외 동기로 나 었다. 내

동기에 의한 환은 개인에 을 두어 개인이 스스로

의 가치를 높이기 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이고, 외 동기에 의한 환은 경제

상황, 근로조건, 조직 내 문화 등의 변화나 실직 등 사회

경제 변인으로 인한 환을 의미한다(Hopson 외, 

1977)[26]. 이때 외 동기 에서 구조 힘에 의한 실

직은 비자발 환의 특성을 갖는다. 그 외 진로 환 유

형을 계획된 환과 비계획 환으로 분류하 다

(Gysbers 외, 1998)[14].

한편, 개인이 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

라 측된 환, 측하지 못한 환, 비활성화 환으로

분류하 다(Schlossberg, 1981, 1984)[27-28]. 측된

환은 졸업과 결혼, 부모 되기와 첫 직장 입사, 직장이동

과 은퇴 등 삶에서 비하고 측되는 사건들에 따른 변

화를 뜻하고 그 기 은 획득과 상실에 그 역할을 한다. 

측하지 못한 환은 요한 수술, 교통사고, 질병, 

격 승진, 사업장 폐쇄, 이혼, 자녀의 죽음, 자연재해 등의

사건으로 인한 환을 의미하며 비활성화 환은 환이

기 되는 실에서 스스로 개선할 방법을 찾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비혼 상태, 승진실패, 불임, 은퇴

를 방해하는 사건 등으로 인해 환이 발생하지 못한 상

황이 그 이다(Anderson 외, 2012)[29].

2.2 생애진 점과 진 정체

진로정체성(career identity)은 자기정체성의 의미를

진로의 역에 한정하여 용한 개념이며(Erikson, 

1968)[30], 자기정체성(self identity)이란 ‘나는 구인

가’에 한 함축 , 총체 , 일 인 믿음과 느낌을 말

한다(Marcia, 1980)[31].

Erikson(1968)은 정체성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

격체제 즉 원욕, 자아, 자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통합(ego synthesis)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인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 다(Erikson, 

1968)[30]. 한, 정체성을 개인의 속성, 단일성 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한

의식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이

며, 개인이 자기 자신에 해서 갖는 연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 인 느낌이라고 하 다. 이처럼 정체성

의 개념을 단순한 이론 구성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상 인 주 의식경험을 강조하 고 자기개념의 통

합성, 안정감, 명확성 등 련된 감정들을 자기정체성으

로 보았다(Erikson, 1968)[30].

Tiedman과 O’Hara(1963)는 생애발달의 에서 진

로정체성이 형성돼 가는 과정을 진로발달이라고 보았다

(Tiedman &  O’Hara, 1963)[32]. 개인이 자신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를 실 할 수 있는 일에 해서 어

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가를 진로정체성이라 하 다. 개

인의 정체성 형성은 다양한 내 특성과 련이 있으며,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의 목표를 일과 련된 자기정체성

의 형성과 발달이라고 주장하 다. 직업 인 자기정체성

은 개인이 가진 목표, 흥미, 재능 등에 한 뚜렷하고 안

착된 인식을 뜻한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

떤 처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합한 알맞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며 비교 만족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다(Holland, 1980)[33].

이러한 정체성 확립이 청소년기의 요한 발달과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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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에 해 청소년기가 사회 요구

와 생물학 성숙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이에 따

른 역동의 결과로서 정체감 형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Erikson, 1968)[30]. 

Erikson(1968)[30]의 이론을 경험 연구로 용한, 

정체성을 탐색과 개입이라는 차원을 두 축으로 하여 정

체성 형성과 련된 4가지 상태를 제시하 다(Marcia, 

1980)[31]. 탐색이란 재 상태와 미래의 가능성에 한

욕구, 역할에 한 의문을 가지고 지 까지의 익숙한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안을 찾는 가능

성을 말한다. 개입은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일에 신념을

가지고, 특정한 가치를 요시하고, 열정을 기울이는 것

을 말한다.

이에 기반을 두어 정체성이란 탐색 이후의 선택 정

체성 유 상태에서 선택을 한 ‘과정’으로 보았으며, 정

체성 확립이 아니더라도 각 정체성 상태는 나름 로 정

체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 다(Meeus, 1996)[34]. 진로

정체성은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경험의 단순한 총합으로

이루어진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의미

있고 유용하게 만드는 내 구조이다(Vondracek, 1992; 

Meijers, 1998)[35-36]. 진로정체성을 통해 개인은 자신

의 역량, 동기, 흥미 등과 의식 으로 수용 가능한 진로

역할을 연계한다. 한, 진로정체성은 실제 경험을 통한

지속 인 학습을 이끄는 구조로써 유동 인 특성이 있다

(Meijers, 1998)[36].

따라서 진로정체성은 상호 , 지속 , 유동 , 역동

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이 경

험에서 역기능 인 심리 가정들이 학습되었다 하더라

도 의미부여와 실제 수행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의 통합

을 성공 으로 이루어 내면,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동기를 갖게 된다(Meijers, 

1998)[36].

2.3 진 전략

Anderson과 Goodman 그리고 Schlossberg(2012)는

환상황에서의 응성에 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해

환모형을 제시하 다. 이들이 제시한 환모형은 요

한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환의 개념 정

의와 환과정으로 살펴보는 환 근, 둘째, 처자원

탐색, 셋째, 개인의 자원을 강화하고 충 하는 과정 등이

다. 환모형에서는 변화에 처하기 한 능력을 정의

하며, 환에 처하는 개인의 능력에 향을 미치는 4

개의 요소에 해 말한다(Anderson, Goodman, 

Schlossberg, 2012)[29]. 

자기요인은 개인이 가진 심리 특징으로 개인이 자

기에 해 어떻게 느끼는지, 삶에 한 응성, 자기 효

능감, 의미부여 등과 같은 개인의 내 세계에 한 정보

를 말한다. 즉, 자기요인은 환 상황에 처하기 한

것으로 낙 인지, 유연한지, 불확실한 상황을 조 할

수 있는지 등에 한 내 강 요소들이다. 상황요인은

환상황에 한 그 자신의 통제감, 사건이 일어난 시기

혹은 환상황 그 자체에 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한편 지지요인은 진로 환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

원을 의미한다. 즉, 가족이나 동료, 사회 기 등으로

부터 심과 합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

을 뜻한다. 략요인은 상하기나 조언을 구하기 등과

같이 개인이 환 에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처기술

들을 의미한다(Anderson, Goodman, Schlossberg, 

2012)[29].

생애진로분기 에 한 맥락 근에서 4S 체계는

분기 의 양상과 다양한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개념

모형이다. 분기 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분기 을 맞

은 계기는 무엇인지, 당시 타인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

는지, 무슨 략으로 상황을 처했는지 등에 해 탐색

하는 틀을 제시할 수 있다.

진로 략에 한 다른 근거는 조 이론에 의

한다(Higgins, 1997)[37]. 그는 자기개념의 차이에 따라

두 가지 자기조 체계, 향상 과 방 을 가진다고

하 다. 향상 을 가진 개인은 바람직한 결과에 다가

가기 해 정 인 결과의 획득 는 불획득 등에 극

으로 반응하며, 근본 으로 성취와 성장에 을 두

고, 이상 자기를 향한 근성을 높인다. 반면 방

에 심을 두는 사람은 당 자기에 한 스스로 지침

을 내재화하여, 책임수행과 안 에 을 두며 부정

결과의 부재와 존재에 요한 의미를 둔다. 개인들은 원

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해 개인에게 우세한 조 을

사용하는데, 만성 으로 향상 이 우세한 사람은 목표

를 달성하고 이에 도달하기 해 근 략을 사용하고, 

방 이우세한사람은목표와어 나는상태를피하기

한 회피 략을 사용한다고 보았다(Higgins, 19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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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행연  

2.4.1 생애진 점

국내의 연구에서는 생애단계와 련된 용어를 인생단

계, 생애주기, 생애단계, 생애과정 등을 사용하 다. 선

행된 생애단계 연구들은 생애를 연령 기 으로 세분

화하여 각각의 생애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의 연계를

생애주기모형으로 제시하 다(이지원, 2014; 안명옥, 

2014)[38-39].

분야별 연구로는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인한 생애주기

의 변화와 생애역할에 한 직업학 연구(김병숙, 

2007; 김충기, 1983)[40-41]가 있다. 생애단계별 삶의 만

족에 한 메타분석 연구는 1994~2013년도까지 한국인

의 삶의 만족에 해 연구한 학술지 논문과 학 논문을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 다(송보라 외, 2014)[42].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생애단계별로 다른 자기효능감 요인의

향이 있음을 보고하 다.

생애진로분기 과 련한 연구는 생애주기에 한

과 생애단계 는 진로 환에 한 연구들이 부분을

차지한다. 체로 장년 즉, 베이비붐 세 의 진로 환, 

진로가 단 된 여성의 진로 환에 이 맞춰져 있다.

김나형은 베이비붐 세 의 진로 환과 련하여 질

연구의 방법으로 ·고령층의 진로 환 과정에 해 연

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 환의 동기와 진로 환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진로 환의 과정에서 인 네트

워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의 직업경험이 재

취업에 향을 미치는지,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비하

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 다(김나형, 2012)[43]. 그 외 베

이비붐 세 를 상으로 사회 지지와 구직행동과의

계 연구(김나래, 2015)[44]가 있으며, 질 연구 방법으

로 8인 8색 이야기를 통해 베이비붐 세 진로 환의 경

험의 주제, 의미, 진로 환, 진로타 등에 해 연구했

다( , 2013)[20]. 직업선수로 진로 환 과정의 심리

체험에서 운동선수의 진로 환(양승우, 2015)[45], 제

군인의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이 진로 환에 미치

는 향(최동숙, 2014)[46], 재직자의 직업 환과 련된

선행연구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직업 응과 직업 환에

미치는 향 등에 해 연구하 다(임 희, 2015)[47].

한편, 주성희는 진로단 여성의 생애진로 환 경험

분석을 하 고(주성희, 2016)[48], 송성화는 고학력 진로

단 여성의 진로 환 진로 응에 한 성공요인을

질 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하 다(송성화, (2016)[49]. 

황수경, 미미 은 진로단 여성의 진로 환 방해요인을

개인·가족 요인과 사회‧구조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

고(황수경, 2003;, 이미 ,2012),[50-51], 장서 은 고학

력 기혼여성을 상으로 진로단 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개념도 연구를 수행하 다(장서 , 2008)[52].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생애진로분

기 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체계 인 연구와 분석의 틀은

부족하다. 다만 특수한 상의 생애사에 한 연구는 생

애의 변곡 을 심으로, 련 연구는 노숙인의 궤도이

탈 변곡 에 한 연구(이상직, 2013)[8], 탈북 여성의

생애사건과 사회 갈등 분기 에 한 연구(신난희, 

2015)[9] 등이다. 그밖에는 심리 분리개념화 과정에서

나타난 발달상의 분기 에 한 연구(곽민정, 2005)[10]

가 있었으며, 진로와 련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수교사를 상으로 직업 수행의 정 특성 성

장 유형, 진로 변곡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분석

하 으나, 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생애 반에서 반복

으로 나타나는 분기 별 상황요인과 내 요인을 충분

히 다루지는 못하 다(허유선, 2013)[11].

따라서 이 연구는 진로의 에서 생애의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생애진로분기 을 확인하고, 생애진로분

기 이 반복되는지에 해 그 시기와 상황을 분석하는

최 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2.4.2 진 정체

Waterman(1982)[53]은 진로정체성이 확립되기 에

자기존재에 한 이해, 생애의 목표, 가치 신념, 자기

수용의 범 등 자신에 한 객 인 단이 필요하다

고 하 으며, 그 의미는 진로와 련하여 자기를 이해한

다는 것은 자신에 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다(한희원·문경숙, 2014). 한, 진로정체성이 확립되면

진로 의사결정에 자신감이 생겨 효율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김선환, 2007)[54-55].

한편 진로정체성 확립의 과업은 주로 청소년기에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부분이었다. 조은주

(2001)[56]는 청소년기에 진로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

면 진로의식이 불명확하고 불안정하여 방황과 갈등을 유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진로정체성은 청소년기에

확립되어 자신에 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미래를 결정

하며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향을 미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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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이상인, 2001)[57].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진로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다수의 연구자

는 진로정체성 확립을 해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기개념(서은선·정경아, 2015)[58], 진로 목표 설정

(Halamandaris& Power, 1997)[59] 등이 필요하다고 하

다. 

Galles와 Lenz(2013)[60]는 진로정체성이 확립되면

명확하고 확고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과 재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진로정체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친다(이경선, 2009; 한주원, 2013)[61-62]고 보고되

었다. 진로정체성은 진로결정수 과 진로 응성에 정

인 향을 미쳤다(이혜란, 2013)[63]. 진로 목표를 계

획하는 학습자는 심리 독립심도 강하고(장지선, 

2003)[64], 자신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태선, 2003; Holland & Holland, 1997)[65-66].

진로정체성은 진로발달(Melgosa, 1987)[67]과 상

계가 있으며, 진로의식 성숙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지혜, 2013)[68]. 진로정체성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

고 일 된 가치 을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성취단계

에 있으면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다고 밝혔다(서유란·이

상희, 2012)[69].

진로발달 단계와 련한 진로정체성에 한 연구들은

학생의 자기정체감과 진로정체성에 한 연구(김우리

외, 2014)[70], 자기정체감의 하 요인인 미래 확신성과

고등학생의 진로정체성의 계에 한 연구 등이 있다

(이상인, 2001)[57]. 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학생의 자기정체감이 진로결정 문제와 진로 비

행동에 상 이 있으며, 자기정체감이 높을수록(강 숙, 

2005)[71] 진로 비 행동이 높아졌음을 검증하기도 하

다. 

진로정체성과 진로행동 간의 계에 한 연구에서는

자기정체감이 조기 완료된 집단이 직업을 탐색하는 것보

다 주어진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해 행동 으로 노력

하므로 진로 비 행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도 하 다(김 화·김계 , 2011)[72]. 진로정체성과 진로

비행동의 계 연구(양진희, 2007; 김미주, 2011) 

[73-74]에서는 자기정체감과 진로정체성이 진로 비행

동에 유의미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정

체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주장을 잘하기

때문에 목표 지향 이며, 자신에 해 좀 더 명확한 그림

을 소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Holland & Holland, 

1977) [66].

진로정체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진

로장벽 진로결정 장애(이 림 외, 2008)[75], 진로불

안(유정이 외, 2003)[76] 등이 있었으며 진로장벽, 불안

과 진로결정 장애가 높을수록 진로정체성이 낮았다. 

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직업에 한 정보와 자기에

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진로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림 외, 

2008)[75]. 낙 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정체성이 분명하

지만, 불확실성에 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진로정체

성 분명하지 않아 진로에 한 비도 부족하게 된다(이

동 외, 2012)[77]. 진로정체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효능

감, 결과기 , 진로목표의 수 이 모두 낮으며(공윤정, 

2006) [78], 이는 진로 미결정의 원인이 된다(Savickas, 

1985)[79].

이와 같이 진로정체성이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과 진

로행동, 진로의사결정 등을 좌우하는 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이후의 진로정체성에 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진로정체성 혼돈을 탐색하고 그러한 진로정체성

혼돈이 성인기 이후의 삶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지에

해 분석해 보고자 하 다.

2.4.3 진 전략

진로 략에 한 선행연구는 진로 략의 의미와는 다

른 취업 략, 학습 략, 구직 략 등의 연구가 있고, 진

로 략 련 연구는 거의 없다.

학생 련 연구에서는 취업 략의 하 요인을 구직

계획, 구직활동, 능력배양, 자원 활용 등으로 구성하 다

(김효정, 2014)[80]. 이러한 요인으로 살펴보면, 취업

략은 직 이고 구체 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정선은 취업을 한 계획단계부터 취업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동안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일련의 행 를 취업 략이

라 정의하 다(이정선, 2012)[81].

학습 략과 련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

은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비해 동기

략, 인지 략, 자원 리 략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명남, 2003; 양명희, 2000)[82-83]. 성취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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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경험한 학습자일수록 학습에서도 자기조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학습자에 비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유지

하고, 인지 략의 하 요인인 정교화와 조직화 략을

자주 사용하 다고 보고하 다(양명희, 2000)[83]. 한편

학습자의 경우 학업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차나

방법을 주도 으로 선택하고 조 할 수 있을 때 학업 성

취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정미경, 

2003, Zimmerman, Schunk, 1989)[84-85]. 

따라서 성공 인 학업수행은 진로 략과 성취경험의

계와 한 련이 있으며 학습 략과의 계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 략의 연구는 문제해결능력(심미정·오

효숙, 2012)[87], 학습몰입(김경순, 2014)[88]과 상 이

있으며, 학습만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은, 2011) [89]. 자신의 진로를 합하게

인식한 학습자는 자기 주도 인 학습태도가 높았으며(박

경빈·권 민, 2011)[90],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진로는 상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문승태 외, 

2012)[91].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진로 비와 탐

색에 한 행동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연, 

2013; 장은 , 2012)[92-93]. 한,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주도 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김수리·이재창, 2007)[94].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의 효과 인 학습 결

과물은 진로결정에 향을 주며(장은 , 2012)[93], 자기

주도학습 비도는 진로결정 수 을 높인다고 할 수 있

다(최성용, 2007)[95]. 

진로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연구에서 자기성장 주도

성이 진로탐색 행동과 정 인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자기성장을 한 극 이고 의도 인 행

동을 취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직업세계에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한 행동도

극 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 다 (Robitschek·Cook, 

1999; Harren, 1979)[96-97].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 성향에 향

을 받는 것은 진로 략과 같은 진로행동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애진로분기 에서 갖게

되는 불안, 우울, 무기력과 같은 정서 상황 는 진로

정체성의 혼돈 등과 같은 심리 요인이 개인이 선택하

는 진로 략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분석

하 다.

3. 연

3.1 연 상

이 연구는 Miles와 Huberman, 1994)[98]가 제안한

방법으로 유목 편의표본표집(purposed sampling)을

채택하 다. 

no. 
Pers

on

Life 

branch

ing 

point

Age
Gend

er
Affiliation Career

1 A 3rdofmi

ddle 

school

16 F A middle school -

2 B 16 F B middle school -

3 C 16 F C middle school -

4 D
3rdofhig

hschool

19 M A highschool -

5 E 19 M B highschool -

6 F 19 F meister high school -

7 G

4thofuni

versity

26 M

A university 

department of 

Japanese literature

2month

8 H 24 F

A university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

9 I 27 M

C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6month

10 J about 

30 

years 

old

28 M
small business 

company staff
1year

11 K 33 F youth counselor
2year

6month

12 L 28 M committee employee 3year

13 M

about 

40 

years 

old

41 M
major company 

middle manager

17year

4month

14 N 40 F official
17year

2month

15 O 42 M

small business 

company mechanical 

designer

15year

8month

16 P
about 

60 

years 

old

63 M

securities company 

Executives/ head 

hunter

25year/ 

10year

17 Q 63 M

branch 

manager/financial 

counselor

32year/

3year

18 R 61 M official/- 40year/ -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연구목 에 가장 부합되는 조건을 갖춘 참여자 선정

과 연구에 가장 많은 자료 제공이 목 이다. 학령기 교육

의 수직 환 단계에 해당하는 학교 3학년, 고등학

교 3학년, 학 졸업 후의 시기별로 각 3명씩을 선정

하 다. 직업상담 문가를 통해 총 15명을 추천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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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사를 밝힌 11명 가운데 소기업, 기업, 공

공기 등 다양한 조직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 60세 후의 참여자 3명과 40세 후 3

명, 30세 후 3명을 각각 선정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연구 참여자는 총 18명을 최종 표집으로 조사하 으

며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면담 진행 시 ‘’생애진로분기 이 있었는가?, ‘그때 고

민이 무엇이었는지?’, 분기 에서 노력한 것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연구목 에 해당하는 내용이외에도 연구자의

개입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 고, 참여자의 자기개방

과 조 태도, 특성과 반응등에 따라 한 범 에서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하 다. 본 면담에 사용한 반 구

조화 질문지의 구성은 Table 2, 3과 같다.

subject of 

questions
list of questions

Orientation 

& Basic 

data 

collection

■ Explai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limited use  

of the research materials, the right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obtain the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and to record the interview

■ Collect data on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ge,  

occupation, career, education, and family 

relationship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and 

considering 

career path

■ Did you considering your career path?

■ If you were considering your career path, when was 

it?

  - At that time, do you have an opportunity to consider 

your career path?

  - At that time, what made you so considered?

■ Now, do you consider your career path?

- What is your biggest concern?

■ In your entire life, what period of your life point do 

you reach?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personal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career path?

■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you worry 

about  your career path?

■ Do you have your ideal self-identity?

  - If you have it, what is it like? Is it possible?

■ Do you have the image of yourself that you want to  

be?

- If you have it,, what is it, and why?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career 

strategy

■ Did you have an opportunity to decide and develop 

your career path?

■ To pass the time of considering career path what did  

you do?

  - While you are trying, how do you feel?

  - At the moment, what did you do?

■ Do you have a career strategy for the future?

■ To achieve the planned career strategy, how will you 

try?

Table 2. Questions about considering career path  and 

career strategy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Common questions from participants) 

Ages Question

3rd grade of 

middleschool

■How much influence do parents (an important 

personal have on your career path decisions?

3rd grade of 

highschool

■ Besides applying for the university, do you 

have any preparation or planning for your 

career path? 

-If you have it, what is it?

4th grade of 

university

■ Besides getting a job, do you have any career 

strategy? 

about 30 years old
■ What is least satisfactory in your job?  

  -What strategy do you take to address this? 

about 40 years old

■ What is the result of your career change 

considerations?

- If you change your career, what is the reason?

about 60 years old ■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e career strategy? 

Table 3. Questions about decision making about the 

career path and career strategy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additional questions 

at each point)

3.2 

본 면담은 3개월의 기간에 걸쳐 총 18명을 진행하

다. 1인당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1시간 30분

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 다. A4용지로 411페

이지(평균 22.8쪽) 분량이며, 수집된 자료는 면담을 시작

한 2016년 12월~2017년 3월까지 4개월간 지속해서 이

를 사하여 비교·분석하 다.

이 연구는 반복 인 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단

분석방법(line by line analysis)[110]을 용하 다. 이

단계는 최소 10~20회 이상 반복하여 의미 있는 서술 내

용을 도출하 으며, 이 연구의 가장 핵심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논 을 찾아 선별한 문장을 요약하고

주제를도출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지속해서반복하 다.

4. 연 결과

4.1 생애진 점

이 연구는 생애진로분기 에 있는 사람들을 담화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진로’에 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생애진로분기

에서 진로 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있다는

에서 주제 분석을 실시하 다. 

18명의 연구 참여자가 생애진로분기 에 해 진술한

내용을 심으로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여 의미 있는 주

제를 분석한 결과 생애진로분기 에 한 주제어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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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회로 나타났고, 이 학교시기에 한 주제진술이

22회, 고등학교 시기가 19회, 학교～취업 까지가 27

회, 직장 3년 차 이내의 시기 16회, 40세 후에 한 주

제진술이 19회, 60세 후가 16회로 분석되었다.

생애진로분기 에 한 인식은 학교 때가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3명은 학교 시기의 생애진

로분기 을 진술하 고, 이들 12명의 참여자는 생애

진로분기 을 학교 3학년으로 보았으며(참여자 A, B, 

C, D, E, F, G, H, J, K, L, N, Q) 한 명은 생애진로분기

을 학교 2학년이라 진술하 다(참여자 E).

두 번째 분기 에 한 진술은 13명의 참여자가 고등

학교 3학년이라 진술하 고(참여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그 두 명의 참여자는 고1, 고3 등

두 차례(참여자 E), 고2, 고3, 재수 기간 등 세 차례(참여

자 G)를 생애진로분기 으로 보고하 다.

세 번째 생애진로분기 은 참여자 10명의 진술에 따

라 학 졸업을 앞둔 시기부터 졸업 후 취업 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G, H, I, J, K, L, M, N, O, P). 

이들 4명의 참여자는 1, 2, 군 제 직후까지 포

함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차례 분기 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참여자 G, H, K, L).

네 번째 생애진로분기 은 직장생활 3년 차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참여자 J, K, L, N, O, Q)이었고, 6명

의 참여자 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 직장 1년 차, 직

장 3년 차 등 생애진로분기 을 세 차례 경험한 것으로

진술하 고(참여자 L), 자신의 경험이 아닌 간 경험을

통해 이 시기의 생애진로분기 을 진술하 다(참여자

M).

다섯 번째 생애진로분기 은 6명의 참여자 진술을 통

해 40 ․ 반인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M, N, O, 

Q, P, R). 베이비붐 세 인 참여자 두 명은 40 ․

반에서의 생애진로분기 외에도 50세 반에 분기 을

경험하 다고 진술했다(참여자 P, Q).

여섯 번째 생애진로분기 은 세 명의 참여자 진술에

의해 60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참여자 P, Q, R). 이

두 명은 65세와 70세를 생애진로분기 으로 보았고(참

여자 P, Q), 외 으로 40세 후인 참여자 M은 향후

상되는 생애진로분기 에 해 70세와 100세로 망

하 다.

연구 참여자 40세 이상인 6명은 생애진로분기 이

2회～6회까지 반복 으로 나타난다고 진술하 고, 

생애에 걸쳐 평균 5회 이상 생애진로분기 을 경험하

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측하 다. 

4.2 생애진 점별 정 적․ 적 상황

4.2.1 생애진 점 정 적 상황

생애진로분기 의 시기에 요한 타인의 향, 환경

요인, 진로사건 등과 같은 외부 상황은 분기 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발달단계와 과업, 생애역할의 향

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에는

요한 타인(엄마, 교사 등)의 압도 인 향을 받았지

만, 입직하고 나면 직무 환,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등

과 같은 사건에 의해 더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정서 상황은 분기 별

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정서 상황은 연령, 발달단계, 

과업, 생애역할 등과 무 하게 각 생애진로분기 마다

부정 정서가 반복 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 다. 부

정 정서에 한 주제어는 총 185회 진술되었고, 이

불안과 련한 주제진술은 총 46회 나타났으며, 체 18

명의 참여자 16명은 생애진로분기 에서 불안 정서

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안한 정서와 련된 주제진술은 취업불안, 진로불

안, 생계 불안, 불안의 일상화, 실패 불안, 퇴직불안 등

다양했으며, 무기력이나 우울 등의 감정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 다(참여자 G, 

K, E, J).

일반 인 수 의 불안감이 있었더라도 생애진로분기

에서는 그 정도가 심화되었으며(참여자 G, J, P), 불안

이 심화되어 불면증을 유발한 사례도 공통으로 보고되었

다(참여자 D, M, N).

어떤 불안한 마음? 약간 우울감 같은 것도 있어요. 어…

있긴 있는데 그 게 막 있진 않고 심한 편은 아니고 약간

우울한 마음도 있어요.<참여자 A>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 잠이 안 와요. 되게 깊이 하는데... 

잡생각들이 많아요. 부분 진로에 한 생각인데 조

길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계속 생각해요.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맞을까? 다른 더 좋은 직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참여자 D>

는 지 벌써 3월부터 지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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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인가 아

니면 벌써부터 지치는 거 약간 내가 멘탈이 약한 건가 오

만가지 생각이 엄청 많이 들면서 이제... 불안한 거죠. 

<참여자 E>

작년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휴학했을 때는 정말 불안하

고 우울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불안해서 휴학 했는데

휴학하고 더 심해졌어요...<참여자 G>

어... 빨리 벗어나고 싶다. 진로가 불안하니까... 이 상황에

서 일단 벗어나고 싶다? 의사결정이 빨리 돼서 뭔가 좀

확실해지면 좋겠다? 뭔가 불안한 감정이 들었던 거 같

고... 잠도 안 오고... <참여자 K>

생각했던 만큼 일이 안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에 해 많이 생각했어요. 우울함? 우울함일까요? 진로에

한 고민? 걱정이 더 맞는 거 같아요. 이 게 일 년 뒤에

이 업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 같은

거...<참여자 M>

3년 지나서 리 때 고민이 젤 큰 고민이었죠. 제가 느끼

는 거는 무지하게 컸죠. 그 당시에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구도 도와주질 못했으니까 내가 이 단을 잘 못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지 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 게라도

뭐든 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는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참여자 Q>

불안함 이외에도 상당수의 참여자는 우울감(참여자

A, B, E, G, H, J, M, P), 두려움(참여자 A, D, E, G, H, 

L, P, Q), 무기력감(참여자 A, C, E, H, J, K, Q) 등 생애

진로분기 에서 여러 가지 부정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4.2.2 생애진 점 적 상황

4.2.2.1 요한 타인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환경, 사건 등 외부 상황에

련된 주제진술은 총 179회 으며, 요한 타인(부모

(엄마), 교사, 동료, 상사, 래집단 등)의 향이 98회, 

환경 요인, 진로사건에 한 것(일 경험, 교육훈련, 직

무 환, 취업, 실업 등)이 81회 다.

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생애진로분기 에서는

요한 타인 부모, 특히 어머니의 향이 매우 높았다. 

어머니가 진로에 미치는 향은 어떤 요인보다 압도 이

었고, 어머니의 기 와 계획에 따라 진로목표가 설정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시기의 생애진로분기 에서는

어머니의 기 와 실망감을 민감하게 의식하 고, 기 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기울 다. 한, 어머니의 직업 신

념을 거의 그 로 수용하 으며, 유일한 진로정보 제공

자도 어머니 고, 일부 참여자는 오직 어머니하고만 제

한 으로 소통한다고 진술하 다(참여자 D).

엄마가 늘 그런 기 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데... 요즘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의사가 되었으면 좋

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해서 어떤 좋은 직업을 가

지면 좋겠다. 사회생활 나가서 좀 안정 으로 쉽게 잘할

수 있는 직업, 문직... 이런 쪽을 원하세요.<참여자 A : 

요한 타인(엄마)의 향>

엄만 수의사를 원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아

요. 진짜 그건 안 될 거 같아요...( 략) 엄만 정 안되면 미

용도 어떠냐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미용 쪽도 괜찮은 거

같아요...( 략) 엄마는 정말 재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

내야 한다는 그런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학 비는 다 내 테니까 학만 무조건 가

라고. <참여자 B : 요한 타인(엄마)의 향>

아빠는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

으셔서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얘

기를 나 시고 그래서... 아버지도 나의 진로에 해 알고

계시긴 할 건데... 랑 직 말을 해본 은 별로 없어

요... 아무튼 아버지도 아실 거 같아요. 아빠가 바빠요. 진

로에 해서는 거의 엄마가 알아 주셔서 엄마한테 주로

들었어요. <참여자 D : 요한 타인(엄마)의 향>

·고등학교 시기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다른

요한 타인은 ‘교사’ 으며, 진로에 압도 인 향을 미쳤

다. 연구 참여자 일부는 교사의 과잉자극이 생애진로분

기 의 시작 이었다고 진술하 고(참여자 C), 진로상담

에서 교사의 제한 말 한마디로 선택에 향을 받았으

며(참여자 B), 진로결정에 결정 향을 미친 것이 교

사의 진로조언과 직업정보제공이었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참여자 D).

선생님은 음... 모델이랑 무용 쪽은 지 시작하기에 늦었

으니까 간고사 보기 에 다른 거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 해 주셨어요... 기분이 좋진 않지만... 어

당연한 거죠. <참여자 B : 요한 타인(교사)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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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3이니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스트 스를 받기도 하는데...( 략) 겨울방학 때 이제 3

이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을 딱 먹고... 계획

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해요...<참여자 C : 

요한 타인(교사, 엄마)의 향>

그냥 3 때 부터는요. 선생님들이랑 상담 하면은요. 3 

때 제가 탁구를 배웠단 말 이 요. 그래서 탁구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애들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면 어떠냐는

말을 듣고 그런 진로를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참여자 D 

: 요한 타인(교사)의 향>

과외방을 다녀요. 과외방은 고1때부터 다녔었는데 그때

거기 선생님이 약간 진로 같은 것도 정해주고 컨설 같

은 것도 같이 해주셔서 수업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

가 봤을 때 아나운서가 딱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아

나운서를 생각해봤거든요... <참여자 E : 요한 타인(교

사)의 향>

학 진학 후에는 요한 타인 부모와 교사의 향

이 어드는 반면, 그 밖의 요한 타인(교수, 동료 등)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정체성은 높아

지고 타인에 한 의존은 차 약해지기 때문이며, 사회

인 계가 확장되어 다양한 타인과의 계망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한 타인은 래집단이며, 세 명의 참여자

는 진로결정에 래집단의 거 틀을 수용하 고, 자신

과 래집단을 비교하는 등의 사례를 보 다(참여자 M, 

J, Q). 

학에서는 공분야 권 자인 지도교수의 조언이 진

로에 큰 향을 미쳤으며(참여자 H), 입직 후에는 동료

상사의 제안이나 진로정보제공 등이 생애진로분기

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님을 찾아뵙거나 해당실무에 있던 선배들이나 얘기

를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고회사는 가지마라 무 힘들다 이런 얘기

를 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구나. 이 게 생각을

하고 뭐 실 인 딱 직 인 일을 비를 시작하기

에 었죠. 그 뭐지 공모 몇 개 비하다가 었죠. 

<참여자 H : 요한 타인(교수, 선배)의 향>

그때 당시에는 에게 이 게 해라 게 해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조차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뭐 뭔가 하면 되지 이 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진로에 해서 미래를 비해 주

셨던 분은 그분이 지 생각하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친

구들도 뭐 어 던가 다 그쪽으로 나갔었으니까요.<참

여자 M : 래집단의 거에 편승>

근데 나랑 비슷하게 공부한 애도 어를 공부해서 서울

안에 있는 약간 하 그룹에 있는 외고에 붙었다고 해서

약간 질투 같은 것도 좀 났던 것 같아요. 어, 쟤도 갔어? 

이런 느낌? 나는 내가 당연히 안 될 알고 안 썼는데...

<참여자 J : 래집단과 비교>

평원 때, 행원 때 왜냐면 그때 S은행이 생겼을 때에요. 그

리고 제가 국제부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을 많이

이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를 가볼까? 친구

가 그런데 있으면 이런데서 해볼까? <참여자 Q : 래

집단의 거>

그때는 지 은 어떤지 모르지만 책임자시험 리시험이

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베이비

붐 1세 다보니까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무지하게 심했

어요. 그래서 앞에 세 까지는 빨리 진 이 는데 우리

는 리시험이 돼도 거기서 정체가 되는...  우리 때부터

항상 살아온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민이 된 거죠. 베이비붐 세 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 거냐 내가 옮겨야 될

거냐 이런 고민...<참여자 Q : 래집단 내 경쟁>

4.2.2.2 환경 요인과 진로사건

생애진로분기 을 인식하게 되는 외부 상황에 해

학 진학 이 의 학령기인 ·고등학교 시기에는 주로

의도하지 않은 환경 요인에 의해 생애진로분기 을 인

식하고 진로고민을 시작하 다. 선배들의 상 학교 홍보

방문(참여자 J), 진로 로그램에의 참여(참여자 D) 등 의

도하지 않은 환경 요인이 생애진로분기 의 계기가 되

었다.

학교에서 학기 에 멘토링 로그램 같은게 있어서

학생 형들 나들이 와서 진로 련 뭘 고 발표하고 하

는 그런 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로에 해 생각해 봤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D : 외부

자극( 로그램)의 향>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자기네

학교를 선 하러 오잖아요... 그때 여러 학교에 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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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었죠. 그러면서 나는 어디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게 처음 고민이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J 

: 외부 자극(고등학교 홍보)의 향>

한편 학교 시기의 생애진로분기 은 우연한 교육과

정 참여나 활동으로 인해 진로에 해 고민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련하여 진로교과목 수강(참여자 L), 

사활동(참여자 G) 등의 사례가 진술되었다.

학 간에 야학? 같은 거... 애들 가르치는 사활동을

좀 한 이 있었는데... 그 일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어떨지 고

민도 했었어요...<참여자 G : 계획된 우연 활동( 사)>

처음 학에 입학해서는 이 과가 나에게 맞을까 하는 고

민을 잠깐 했었고... 군 를 다녀온 후에 요즘은 학교에서

교양수업으로 진로나 직업에 해 많이 하잖아요... 그 수

업을 들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L : 계획된 우연 활동(교과목 수강)>

취업과 직무 환, 승진 등 직업 련 사건들로 인해

생애진로분기 을 인식하기도 하 으며(참여자 M, O, 

P), 실패경험, 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 퇴직 등의 향

으로 진로고민이 시작되기도 하 다(참여자 G, K, P, 

R). 한 국가 경제 상황변화나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이 사회경제 환경이 원인이 되어 생애진로분기 을

경험하기도 하 다(참여자 N, P, Q).

제가 원래는 정보통신 련 공이라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면 볼 때 이사님이 인사 쪽에 TO가

있는데 인사직무를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면 채용하

겠다고 말 을 하셨고... 그때 는 그냥... 채용만 된다면

무 좋았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

서... 련 없는 직무로 취업을 한 거 요... <참여자

M : 취업, 직무 환>

40 반 부장에서 약간 임원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쯤

에... 그때 뭐 2001년 정도 을 때 그때 개인 으로 하도

일에 한 스트 스 받고 그러니까 원형탈모 생기고 일

에 한... 그 어떤 책임문제... 그때 종신보험 들었고 원

형탈모 생기고... 한때는 집 명의도 와이 쪽으로 옮겨놓

고... 왜냐면 불안하고 하니까... 그때 이민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이 가 실제로 미국을 두 번 갔었어요...<참여

자 P : 업무강도 강화>

제가 IMF 직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입사할 곳이

없어요... 다들 취업이 어렵고... 약간 사회 으로 분 기

가 그랬던 거 같아요. 자포자기 상태로 공무원시험을 2년

정도 비했어요. 진로는 불안했고 시험도 잘 안 고... 

심리 으로 힘들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취업해서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참여자 N : 사회경제 환

경>

우리 세 가 베이비부머 세 라서 진로고민이 있을 때

퇴직을 고민할 때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면이 있었죠. 계

속 참고 다녀야할지 그만두고 나와야할지...<참여자 Q : 

사회경제 환경>

인턴십에 참여하려고 휴학을 했던 거 어요. 그런데 정작

인턴십에 참여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던

거 요. 2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어 든 휴학 목

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복학하게 된 거에요...

<참여자 G : 실패(인턴십) 경험>

직업훈련을 받으면 거기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직업도 연

결시켜 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캐드캠을 배우게 된

거 는데... 한 삼 개월 다녔나? 성에 무 안 맞고... 무

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도 히 못 따라가겠더라

고요... 그래서 결국 3개월 하고 도탈락 되었어요... <참

여자 K : 실패(교육훈련) 경험>

51세 퇴직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26년 동안 있

다가 나왔을 때... 그 회사가 첫 직장이었어요. 그게... 26

년 동안 쭉 일해가지고 본부장이랑 임원을 하다가...(

략)... 더 일을 못하고 어 든 임원생활을 조 하고 나오

게 죠. 그때 나이가 개인 으로 51세 어요.<참여자 P 

: 퇴직>

퇴직하고 나니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바 는 거 요... 

법인카드, 학자 지원, 차량지원 등등... 그러면서 아, 하

고 실감이 나더라고...<참여자 R : 퇴직>

4.3 복 는 진 정체  혼돈  

4.3.1 진 고민

생애진로분기 마다 공통 으로 진로정체성 혼돈이

나타났으며, 진로정체성 혼돈의 요인 하나로 진로고

민에 한 주제진술이 보고되었다. 생애진로분기 에서

는 그 시기와 상 없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진로와 련된 질문이 끊

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18명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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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진로분기 에서 진로고민이 증가하고 더 오래 지속

된다고 진술하 다. 여러 명의 연구 참여자는 생애진로

분기 에서 진로고민과 자기탐색이 심화되어 일정기간

지속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 에 묻 잠시 잊

졌다가 다음 분기 에서 다시 비슷한 고민을 반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E, H, J, N). 

구체 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할

지...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고민 하는 거죠... 한번 진

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요. 몇 주

갈 때도 있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맞을

까? 다른 더 좋은 직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참여자

D : 진로고민>

그때도 지 이랑 같이 고민했던 거 같아요. 나는 뭐 뭐

를 좋아하는데 그걸 잘 하는 건가? ( 략) 진로에 해 생

각나고 약간 좀 고민하면은 막상 졸리고 졸리면 자

고 자면 내일 아침이라서 학교 가야되고 이 게 가다

바로 턴턴턴턴... 이 게 해가지고 6년 동안 살아왔던 거

같아요. 학교 때 고등학교 때...<참여자 E : 만성 진

로고민>

4년 학교 다니면서 계속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냥 일단 이 게 고민이 되도 시험기간이 되면 시험을 잘

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끝나면 놀고 여유

가 생기면 고민을 하고 그런 식... <참여자 H : 만성

진로고민>

학 졸업 후 학원을 진학하기까지 진로결정이 안되어

한편 불안했죠. 한편 불안한데... 그 감정은 이제 어디다

가 한 쪽에다 넣어놓고... 한참 밖에 나가 놀고 그러다가

도 집에 오면 문득 그런 생각은 들죠. 이 학원일이 별로

난 재미가 없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러면서 사람인

이런데 들어가 보고... 그건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

면서 그래도 당장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거기

에서 나오니까 딱 그 정도에서 고민이 끝나고 미 지고

했던 거 같아요. 분명히 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는 분명히 내가 취업을 하든 학원을 가든 그 게 하겠

다고 했는데 자꾸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요. 늘어난다

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자꾸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참여자 J : 만성 진로고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실 으로 가능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늘 있어요... 가족에 한 책

임감 등 생각해야할게 많으니까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그래서 그냥 일상에 묻히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진로를

생각하면 답답하죠...<참여자 N : 진로고민의 일상화>

4.3.2 본질적 문

진로정체성 혼돈의 다른 요인으로는 자신에 한

본질 의문이 있었다.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진

로분기 에서 자기탐색이 있었다고 진술하 고, 그 내용

은 자기의 성격, 흥미, 역량, 응력 등에 한 것이었다

(참여자 A, B, C, E, G, I, J, M, N, O, P, Q, R). 일부

참여자는 이 시기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며, 지 까지

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 으로 반성하는 의미 있는 시

간을 갖기도 하 다(참여자 P, Q, R).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주변엔 가 남아있나? 사람

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그동안은 일을 하고 바쁘니까... 그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게 많이 바 것 같고... 일단 사람

들이 나를 하는 것도 달라진 것 같고... 요즘은 내가

군지 잘 모르겠어요.<참여자 R : 자기탐색>

그 동안에는 아빠로... 남편으로... 역할에 충실하며 살았

죠... 그 게 사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애들도 커서 자립하고 하니까... 이제는 나를 찾았으면 좋

겠는데... 나만 생각한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참여자 Q : 자

기탐색>

잠이 안 오고 고민될 때에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내

삶에 한 거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죠... 그러다보면 내

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

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

요... <참여자 P : 자기탐색>

나에 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직업이 알맞을까? 뭘 좋아하나? 이런 게 좀 고민 되요... 

사람과 이야기를 나 고 사람을 상 하는 일이 성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구요... <참여자 M : 자기

탐색>

생애진로분기 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자기탐색과 성

찰의 시간을 가지며 자기 강 을 찾고자 하 고, 자신과

진로를 진지하게 연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지만, 부분

의 참여자는 각 분기 마다 진로정체성의 혼돈을 반복

으로 경험한다고 진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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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체성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인식되어 있

으며 주로 청소년기에 집 으로 진로정체성 한 논의

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입시라는

특수한 거에 의해 학진학 이후로 모든 과업들이 유

보되는 상황에서 자기정체감의 발달이 지연되기도 하며, 

성인 이후 노년기의 진로정체성 혼돈에 한 논의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서유란 외, 2012)[69].

반면 연구 참여자의 주제진술을 분석한 결과 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기는 물론, 40세 후, 60세 후에

도 진로정체성의 혼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진로정체성 혼돈은 연령과 무 하며, 생애진로분기

의 시기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이 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상 나서는 걸 좋아

하다가도 낯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게 좋아서 막 하려들

다가도 막상 겁내기도 하고... 도 를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B : 자기정체성 혼돈>

구체 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교 하자면 다른 애들은 막 이 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

는 거에 비해서는 는 아직 약간 불분명 하다 해야 되

나? 그래서 사탐을 좋아해가지고 문과를 왔는데 근데 사

회과학 쪽으로 학을 진학을 하려면 이게 그 어떤 사탐

에서 배운 것들 에서 약간 한 곳으로 집 으로 고 들

어가지고 문 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는 사회

과학 쪽은 딱히 상 없긴 한데... 뭘 하든 다 좋을 것 같아

요.<참여자 E : 진로혼돈, 우유부단>

월 좋아한다던가 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정하고 하겠는

데... 딱히 그런 것도 없고... 별로 욕심이 없거든요. 그

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

고... 그러다보니까 남들 하는 로 그냥 따라가는 것 같

아요...<참여자 H : 타인 거틀>

지 도 진로가 혼란스러워요. 이일을 하다보면 옛날에는

청소년을 만나는 게 무 좋았으나 이제 감흥이 없어질

때가 오잖아요. 귀찮아질 때도 오고... 그런게 뭐 그

게 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요즘은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J : 직업가치의 혼란>

마 에 들어간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 했

는데 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거기 가도 복사하면서

일 배우고, 뭐 마 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획기 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고 기획사에서 하는 거고

그들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 타이틀만 정하는 수 이잖

아요. 그래서 별거 없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럼

고 기획사를 가야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로그래

을 다 배워야 되고, 뭐 어떤 상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건 이미 무 늦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무직. 아무거나. 그랬죠. <참여자 O : 이상과 실

의 괴리>

생애진로분기 별로 주제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로정

체성 혼돈과 련한 주제어는 총 127회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면 자기정체성 혼돈 진로혼돈이 25회

로 많았고, 타인과 비교 타인 선망이 22회 으며, 이

상과 실의 괴리가 19회, 자기 존 감 하가 18회 나

타났고, 자기합리화가 15회 등이었다. 그밖에 직업가치

혼란, 우유부단, 이 거, 진로고민과 미결정의 반

복, 직업윤리의 갈등 등이 있었다.

생애진로분기 에서는 비합리 신념의 하나인 진로

신화도 나타났다(최민서, 2013)[99]. 진로신화는 진로와

직업에 해 개인이 선택한 비합리 신념이며, 청소년

의 진로신화와 련된 연구에서는 진로신화를 검사신화, 

완벽성신화, 최고성신화 등 10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김병숙 외, 2007)[40]. 연구 참여자의 주제진술에서

나타난 진로신화는 자신의 흥미가 곧 자신의 직업이 되

어야 한다는 일치성 신화(참여자 C), 자격증을 많이 보

유하면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정보오류의

신화(참여자 J), 더 완벽한 직업이 있다고 믿는 완벽성

신화(참여자 E) 등이 있었다.

생애진로분기 에서 주목되는 하나의 요인은 체면

이었다. 체면은 체로 60세 후의 참여자들의 진술에

서 나타났다. 이들은 그 동안의 직업에서 하고 유지

하던 직책과 지 에서 물러나고 히 낮아지는 여조

건을 받아들여야하는 경험을 하 으며, 비 없는 퇴직

을 맞아 일순간 모든 유익이 차단되는 경험을 통해 신

과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진술하 다. 한 이 참여자들

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체면을 탈피하 을 때 비로소

심리 안정감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공통 으로 진술하

으며, 그럼에도 여 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고 진

술하 다(참여자 P, Q, R).

희 언니가 키가 좀 크거든요. 우리 가족이 원래 좀 큰

편이긴 한데... 언니를 보면 키가 크고 멋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구

요... 제가 원래 꾸미고 멋 내고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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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큰 모델이 멋있어보여서... 그런 쪽으로 되고 싶은

거 같아요. 멋있자나요... <참여자 C : 일치성 진로신화>

우리 아빠를 보면 아침 7시부터 녁 12시까지 일하시는

데... 아무리 기업이고 월 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나는

그 게 살긴 싫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돈을 당히 벌

더라도 여유롭게 일하고 하는 리랜서 같은 직업이 좋

을 것 같고... <참여자 E : 완벽성 진로신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공

부 못하는 사람들이 문과에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래서 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과를

선택했죠. 나 에 많이 후회 했어요... <참여자 G : 정보

오류의 진로신화>

이 분야에 일하시는 사람들 에는 A자격증만 있는 사

람, B자격증만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뭔가 진로

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격증을 더 딴거에

요. 지 은 C자격증도 따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J : 정보오류의 진로신화>

앞으로 향후 한 5~6년 정도는 한 65세까지는 충분히

역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 느

끼는 게 뭐냐면... 갈등인거는... 그 나이에 일을 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노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자나요. 60이 넘

어서까지 일을 한다는 거에 해서...<참여자 P : 체면>

지 은 이제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사

람은 무지하게 힘든거 요. 딴에는 내가 임원 했는데 지

장 했는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얼마 못 받지만 부러워하

는 사람 많아요. ( 략) 지 은 여기서 말단직원이에요. 

여기서 나이가 젤 많지 여기 부장은 보다 한참 후배에

요. 근데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직원들 과장들 차장

들은 보다 한참 높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요...<참여

자 Q : 체면>

퇴직하면 연락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경력도

있으니 함께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사실 다 믿지는 않았

지만 기 는 조 있었거든... 그런데 연락은 무슨... 그

다고 내가 먼 연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잖

아요...<참여자 R : 체면>

4.4 진 달  한 노 과 전략 

4.4.1 접근전략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혼란과 불안

을 벗어나기 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다. 재직

진로 환을 해 진로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진

로 안에 한 구상을 다양화하고, 진로범 를 확 하며

직무 환 일 경험을 쌓는 시도를 하 다(참여자 A, 

D, E, G, H, J, K, L, M, P, Q). 한 어떤 참여자들은

련분야 문가(직업상담사 등)나 요한 타인(교수, 선

배)의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멘토링을

활용하 다(참여자 C, G, H, J, K, L, M, P, Q). 일부는

지 수행하는 직무에 더욱 충실하거나 보다 선호하는

직무분야를 찾고 몰입도를 높이기 해 노력하거나(참여

자 J, K, L, M, Q), 필요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상 학

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자기계발을 하며 진로목표를 달

성하기 한 노력을 하 다(참여자 G, J, K, L, M).

이러한 노력들은 Higgins의 조 이론에 의하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자기조 즉, 향상

(promotion focus)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이상, 희망, 

진보, 성취, 포부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기 한 근

략으로 보았다(Higgins, 1999)[100]. 이에 따라 진로 략

에 한 442회의 주제진술 가운데 근 략과 련된

내용은 142회로 나타났다.

학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

면서 지냈어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그런 거를 하다

가 그때 고민했던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뭔가를

계속 생각했어요. 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그... 청소

년들을 만나잖아요. 애들도 만나고... 그럼 걔네들이랑 같

이 있는게 무 좋은데, 그걸 직업이랑 연 을 그 당시에

는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하는 수 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참여자 J : 재직 진로 환 추구>

지 직장이 지역 인 거니까 일단 가까운 데서 시작하

고 나 에 이직이 쉽지 않을까? 타 지역으로 라고 생각하

고 사실 갔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학 를 따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일정수

의 지식인이 되면 지방에서도 어떤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학원을 갔어요. <참여자 K 

: 상 학교 진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제 헤드헌터회사에 있는 우리

선배직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어... 뭐랄까 정상 인 증권 유 기 이런 회사에 잡을

얻지 못하면 못한다면 어떻게 할꺼냐. 본인의 컨설턴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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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선배입장에서 만약에 이 헤드헌 회사에 이일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헤드헌터로. 그런 제의도 해주시니

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참여자 P : 멘토링>

새로운 직무를 맡았는데... 코칭도 해야 되고 컨설 이라

는 개념으로... 타이틀은 컨설 인데 제 스스로 할 수 있

는 게 그닥 없었어요. 옛날에 인력 운 하고 채용하고 이

럴 때는 짜여진 틀 속에서 그 로 진행했으면 겠는데, 

이제 그들에게 뭔가 비 을 제시하고 제가 100세 시

뭔가를 가이드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역량이

안 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에 선배가 다

니고 있는 학원에서 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수 있

다는 걸 얘기해줬고 도 그 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

요...<참여자 M : 멘토링, 상 학교 진학>

지 하고 있는 일을 더 충실히 하면 향후에 이직하거나

어떤 기가 오더라도 더 유리하게 상황을 개할 수 있

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하는 거라든지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런 게 결국 자신의 실력이 되고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

거든요. <참여자 K : 직무충실>

지 계획은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취득

할 생각이고 그 자격증을 비하면서 업무를 더 충실하

게 해볼 생각이에요. 뭐든지 직 경험하고 부딫히면 결

국 내 것이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야 나 에 경력에 도

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L : 직무충실>

제가 은행 다니고 싶은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다닐 라면 그래도 만족감을 느껴야 되

자나요. 혼자 찾은 거 요. 그래서 산을 개발을

많이 했어요. 일본지 에 동경지 에 산개발 자체개발

을 할 때도 는 산부 직원이 아니지만, 같이 참여를

해서 왜냐면 산은 논리정연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 융에서 자체개발을 했어요. 그때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들어 논게 지 은 새로운 걸 로 바 고 했지만 그런

것이 무지하게 기쁘고 했죠.<참여자 Q : 직무몰입>

직업훈련과정을 들으면 취업 연계까지 해주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캐드캠을 한 번 배워볼까? 이래서 사실

그 교육과정을 들어갔었어요. 구직기술도 알려주고 취업

알선도 해 다고 하니까... 정보나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

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K : 교육훈련>

교회언니가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국가

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 얘기를 들으니 돈 안들이고 내

가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놓치면 안 될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J : 교육훈련>

이러한 주제진술을 통해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근

략 요인은 진로범 확 , 멘토링 활용, 직무충실과 몰

입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4.2 회피전략

생애진로분기 에서는 복합 인 부정 정서와 진로

정체성 혼돈의 향으로 진로고민을 회피 는 일단락하

거나, 성 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후회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진로 략은 험

을 피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해 실 이고 보수

선택을 하게 되는 이른바 타 이 매우 빈번히 나타났다. 

참여자 주제진술 분석 결과 진로 략의 주제진술 제

한과 타 에 한내용이 91회로 가장 많았다(참여자 A, 

B, C, D, E, F, G, H, J, K, L, M, N, P, Q). 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지 당장의 상황만 모면 하거나, 진로문제

를 직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려 하 고(참여자 A, 

C, D, G, H, I, J, K, M, O, P, Q), 사회 가치와 거를

수용하고 집단의 가치를 반 한 획일 진로에 주 없

이 편승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참여자 A, B, 

D, E, G, H, J, K, L, M, P, Q). 그 밖에 일부 참여자는

원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한 노력보다는 수단으로

서의 가시 성과들(자격증, 학 , 어 등)에 더 매진하

는 략을 선택하기도 하 다(참여자 B, C, E, G, H, J, 

L, M, Q).

앞서 Higgins는 향상 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

한 노력을 근 략으로 보았다면, 반 로 고통과 실

패를 피하려는 방 에 따른 노력을 회피 략이라 하

다(Higgins, 1999)[100]. 참여자의 주제진술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 부분에서 생애진로분기 의 시기와

상 없이 회피 략이 나타났고, 진로 략에 한 체

주제진술 , 회피 략에 한 내용은 총 300회로 보고

되어 근 략의 142회에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사실 지 와서는 여기 일을 4년째 하면서는 많이 배웠지

만은 어떤 그런 가치 이나 그런 걸로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워낙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있으면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하는 것이

지... <참여자 Q : 진로제한과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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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을 보면 되게 좋아 보 어요... ‘와 쟤네들은 정

말 그 게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지 않은데... 그분들하고

화를 하다보면 느끼잖아요. 사고방식, 가치 ... 되게

안정 이게 느껴졌어요. 공무원시험은 비할 마음

이 없지만 교직원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직 하겠

다. 하지만 그것도 진입장벽이 꽤 높잖아요. 학교 교직

원이 되려면 기업을 오래 다녀서 경력직으로 오던가

외국계 기업을 다녔던가... 일단 그 수 에 있어야했기 때

문에 그건 포기를 했죠. <참여자 J : 자기한정과 타 >

기계학과가 제일 물리랑 비슷하다고 는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재 었는데 선택 할 수 있는 게 화학은 잘못해

서 화공은 안 썼고 친구가 화공으로 과했거든요. 기

랑 정보통신 자공학과라고 있는데 거기랑 여기 기계과

랑 고민하다가 약간 정통 쪽은 컴퓨터를 좀 많이 하는 거

같고, 기랑 기계 고민하다가 기계과가 좀 더 취업률이

높아서 기계과로 한 거 같아요...<참여자 H : 실 선택

과 진로타 >

기업에 원서를 내고 있긴 한데... 좀 규모가 작더라도

어떨까? 무 기업만 바라보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하고... 그럼 기업을 못 들

어가면 그 정도로 돈을 못 벌면 다 굶어죽나? 이런 생각

을 하면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 어차피 기업 못 들어가

면 소기업에서 비슷비슷한 돈 받으면 좀 내가 그런 좀

행복감 느낄 수 있는, 좀 내가 그런데 가치를 두고 있으

면 좀 그런데서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참여자 G : 진로타 >

기계과 공부가 무 어려웠어요. 그냥 희 학교 기계과

는 2학년1학기가 제일 힘들데요. 그래서 제가 딱 과한

게 2학년 1학기부터잖아요. 공부도 공분데 이제 모르는

다 친하게 지내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것도 그

걸 응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놀았어요. 2학년 때. 동아리, 동아리 열심히 했어

요. <참여자 H : 실도피>

4학년 막 학기... 학교를 한 2,3주 다니다가 등록휴학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지 이 막 학긴데 그때 휴학을 안

했으면 그때가 막 학기이잖아요. 지 이 26이고 그때가

25인데 제가 그 게 마음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채

가 뜨고 4학년 친구들을 보고 제 주 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이러니까 제 마음이 무나 한 거 요. 제가 이러

고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꺼 같고 이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이런 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 요. 이럴 필요가 없는

데 조 더 느 하게 해도 되고 조 더 경험을 쌓고 내

가 도 을 해도 되는 건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 그

다고 딱히 여기서 지 내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

데 마음 한...그래서 내가 아까 말 드렸다시피 내가 생

각지도 않았던 것도 내가 쓰고 있고 막 떴다 하면 내가

막 쓰고 있고 막이래서 휴학을 했어요. <참여자 G : 실

도피>

그래가지고 3개월 하다가 결국은 인제 약정을 한 기간 동

안에 특별하게 내가 더 이상 기다려 도 특별할 것이 없

겠다 생각을 해서 어 든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

로 택하게 된 거에요. 마인세 을 다 해놓고 인제 시작을

한 거 요. 그러니깐 와서 하기 에 여기가 근무조건이

어떤지 뭐 여 수 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 완 히 바닥에다가 를 내려다 놨어요. 

<참여자 P : 차선의 선택, 타 >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그때는 공부하라고 해서

학 리하고 그랬는데... 4학년이 되고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분야를 정하려고 보니 무 많은 거

요... 항공(비행기), 자동차 쪽 등... 다들 자동차분야에 취

업하고 싶어 하는데... 는 자동차분야는 별로라서... 그

래도 다들 지원을 하니까 도 지원하고 있고... 그게 가

고 싶진 않는데 남들 쓰니까 나도 써야 될 거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휴학이나 해야겠다... 생각하

고 휴학했어요. 휴학기간동안 배낭여행도 가고... 이게

학 때 아니면 장기간 여행은 못한다고... 먼 취업한

선배들이 얘기해서...<참여자 H : 실도피>

그때는 취업이 잘되는 시기 고 은 사람들한테 상사나

은행이 인기 던 때니까... 그래서 나도 상사에 지원했

지...<참여자 P : 시 분 기에 편승>

학에 가는 것은 무 당연한 일이었고, 이미 정해진 것

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인문계 진학하는 게 순

서 던 거 같아요. 별다른 고민이 없었어요. <참여자 D 

: 사회문화 가치에 편승>

직업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업시

간에 어떤 로그램에서요... 그때 진짜 내가 직업에 해

요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의 모

습을 떠올렸던 거 같아요. 그럴듯한 직업? 그런 거요... 

<참여자 L : 사회문화 가치 추구>

진로에 해 고민은 많았지만 학업에 쫓겨 더 깊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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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겨를은 없었던 거 같아요... 성 이 잘 나와야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학업성 을 올리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참여자 D : 학업성과 추구>

생애진로분기 에서 회피 략의 주요 주제진술은

실도피, 타 , 진로이외의 성과추구, 사회문화 가치에

편승 등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5. 논   결

이 연구는 생애진로분기 을 진로 환의 기 으로 보

고, 생애발달단계에 따라 그 시기와 상황을 확인하 으

며,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진로정체성과 진로 략에

해 질 연구를 통해 분석하 다.

연구 참여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이 면담을 통해 생애

진로분기 에 해 진술한 내용을 주제 분석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진로분기 은 생애에 걸쳐 나타났으며, 

학교 3학년에서 60세 이후까지 여러 차례 반복 으로

보고되었다. 학교 3학년 때 최 의 생애진로분기 을

경험하 고, 두 번째 생애진로분기 은 고등학교 3학년, 

세 번째는 학졸업을 앞둔 시기부터 졸업 후 취업

까지 으며, 네 번째 생애진로분기 은 직장생활 3년 차

이내 으며 취업 후 3개월 이내, 직장 1년 차까지, 직장

3년까지 등 여러 차례 반복 인 경우도 일부 사례에서

보고되었다. 다섯 번째 생애진로분기 은 40 반, 

여섯 번째는 60세 후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일

부 참여자는 65세, 70세의 진로분기 을 상하 고, 

외 인 사례에서 40세 후 연령의 참여자 일부는 70세, 

100세까지의생애진로분기 을 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생애진로분기 은 40세 이상 연구 참여자를 심으로

주제진술을 분석한 결과 게는 2회, 많게는 6회까지 반

복 으로 생애진로분기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 동안에 평균 으로 5회 이상 생애진로분기 을

경험했거나 향후 경험할 것이라 측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둘째,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외 상황은 요한 타

인의 향(부모, 교사, 상사, 동료, 래집단 등)에 의한

것, 외 자극과 환경 진로사건에 한 내용들(일 경

험, 교육훈련, 직무 환, 취업·실업 등)이었다. ·고등학

교 청소년기의 요한 타인은 부모, 교사, 래집단의

향이 높았고, 부모(엄마)와 교사의 향은 압도 이었다. 

학진학 이후에는 부모, 교사의 향이 감소하

는데, 자기개념이 성숙함에 따라 타인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사회 계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교수나

동료 등 부모이외의 타인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애진로분기 에 향을 미치는 외 자극과 환경

진로사건은 고등학교 이 의 학령기에서는 부분 비

계획 인 외부 자극(고등학교 홍보방문, 학교의 진로

로그램 참여 등)이 생애진로분기 의 계기가 되었다. 

학 이후에는 진로교과목 수강, 사활동, 승진과 련한

사건, 취업 직무의 환 등의 사건이 생애진로분기

의 계기가 되었으며, 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 퇴직, 실

패경험,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유발된 사건 등

이 생애진로분기 에 향을 미쳤다.

셋째,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정서 상황은 각 분기

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발달단계, 과업, 연령, 역할

등과 무 하게 생애진로분기 마다 부정 정서가 반복

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 으며, 부분의 연구 참여자

들은 생애진로분기 에서의 정서 상황으로 불안감을

호소하 다. 불안에 한 주제진술은 취업, 생계, 진로, 

실패, 노후, 퇴직 등으로 나타났고, 불안이 심화되고 일

상화되는 경험이 보고되었다. 한 불안과 함께 우울, 두

려움이나 무기력과 같은 부정 정서를 복합 으로 경험

한 참여자도 많았다. 다수의 참여자는 생애진로분기

에서 불안의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불면증을 경험할 정

도의 심각한 불안을 경험했다고 진술하 다.

넷째, 생애진로분기 의 각 시기 마다 진로정체성 혼

돈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진로 환의 기 에서 자기와

자신의 진로에 해 되돌아보며 스스로에 한 본질 인

질문을 반복하 다. 한 생애진로분기 마다 공통 으

로 자기탐색, 진로고민, 진로정체성의 혼돈이 반복되었

다. 생애진로분기 의 시기에 놓인 사람들은 과거 경험

을 돌아보며 재의 자신과 진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구상하는 등 자신과 진로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진로에 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과정

에서 자기 자신에 한 탐색과 성찰이 끊임없이 이루어

지며, 많은 경우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의 거

틀로 스스로를 평가하여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한 부

정 결과를 변명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엉

뚱한데서 찾기도 하며, 이상과 실의 괴리를 경험하고

이 거를 통해 이를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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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체로 진로정체성과 련이 높으며, 혼돈과 혼란, 

갈등과 모순 등 진로정체성 혼돈에 한 주제진술이 생

애진로분기 마다 공통 ․반복 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생애진로분기 의 진로 략은 근 략과 회

피 략 등 두 가지로 나타났다. 진로목표에 가까이 다다

르기 한 근 략으로 멘토링의 활용, 진로범 의 확

, 련 교육 훈련, 직무충실과 몰입 등이 있었다. 궁

극 으로 진로목표와 상 없는 행동을 추구하는 회피

략에는 문제의 회피와 실도피, 진로제한과 타 , 사회

문화 가치 수용, 진로 외의 성과에 매진하는 등의 략

들로 진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 을 제시

하고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 환의 기 인 생애진로분기 은 학교 3

학년 시기에 처음 인식되어 60세 이후까지 생애 반에

걸쳐 일어나며, 수차례 반복되었다. 부분의 참여자는

3, 고3, 학졸업～취업 , 직장 3년 이내, 40세 후, 

60세 후를 생애진로분기 이라 진술하 다. 반복해서

생애진로분기 을 경험한 횟수는 2～6회 정도 고, 평

균 으로는 5회 다. 이 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

반에 걸쳐 생애진로분기 을 반복 으로 경험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반면 재의 장· 년은 상 으로 안정

된 진로를 경험한 세 로써 진로 환과 기에 한 경

험이 거의 없으므로 세 별로 차별 인 직업상담의 근

이 필요하다.

둘째, 생애진로분기 별 외부 상황은 생애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 상황은 별로 차이가 없었

다. 즉, 정서 상황(불안, 우울, 무기력, 부담감 등)은 부

정 정서에 한 경험이 부분이며, 생애진로분기 마

다 공통 ·반복 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와 련하여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을 호소하

으며 그 내용(진학, 취업, 진로, 미래, 실패, 생계 련 불

안)은 조 씩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 으로 강도 높은 불

안을 경험하 다. Adler(1992), Horney(1945), 

Sullivan(1953)[101-103]은 불안에 해 자기가 받

는 상황에서 결과 으로 생긴 두려움을 내포한 정서반응

이라 하 는데, 즉, 진로분기 에서의 공통된 불안은 각

분기 의 상황이 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Adler, 1992, Horney, 1945, Sullivan, 

1953)[101-103]. 그 동안 직업상담에서 장기실업자의 부

정 정서에 해 직업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각 생애진로분기 마다 반복 으로 심각한 정

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상자로 직업심리치료의 필요성

이 확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정체성 혼돈은 생애진로분기 마다 반복되

었다. 그 동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요한 과업으로 국

한하여 인식되었던 진로정체성의 혼돈이 직장생활 기, 

40세 후, 60세 후 등 생애동안에 주기 으로 반

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진로정체성은 진

로 기나 진로 환의 기 에 직면하게 되면 혼돈이 반복

될 수 있는 유동 인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반면 우리나

라의 연구들은 진로정체성에 해 청소년 는 학생을

주된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진로정체성

측정(장지선, 2003; 서유란, 이상희, 2012)[104,69], 진로

정체성이 진로에 미치는 향(유 미, 문승태, 2005; 이

재창, 최정인, 2006; 조명실, 최경숙, 2007; 조은주, 

2001; 박주 , 2003)[105-109] 등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성인 이후의 진로정체성과 진로정체성 혼돈에 한 연구

는 거의 없다. 이에 장· 년층도 생애진로분기 에서 진

로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제하에 자기평가

진로계획에 한 지원이 필요하며, 장· 년의 진로정

체성에 한 후속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생애진로분기 에서 그 시기의 불안과 혼돈을

벗어나기 한 노력인 진로 략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한 근 략(직무몰입, 진로확

장, 멘토링, 교육훈련 등)과 진로목표 달성과 본질 으로

상 없이 다른 행동을 취하는 회피 략( 실도피, 진로

타 , 성과 주, 사회문화 가치 추구 등)이었다. 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 인 장· 년층은 거의 완 고

용 상태에 있다가 외환 기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짧은

기간 동안 극단 으로 경험하 고, 그 후로는 곧 실업

이 만성화된 노동시장의 환경에 놓 다. 그러므로 이 세

는 주도 으로 진로 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여 성과

를 얻어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직업상담

장면에서는 생애진로의 에서 진로 략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각 생애진로분기 별 상들에게 더 다양한

진로 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생애진로분기 에서는 학습되어진 무기력이

보고되었다. 생애진로분기 을 반복 하여 경험함에 따

라 부정 인 감정과 진로정체성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

데, 부분의 사람들은 타 는 타인의 거에 편승하

는 략 등으로 생애진로분기 을 일시 으로 모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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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 결과 스스로에 한 무력감을 갖게 된다. 이후

에도 이들은 분기 마다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무기

력이 일상화 된다. 그러므로 직업상담 장에서는 생애

진로분기 별 상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로그램이 개발․ 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 연구는 생애진로분기 별 진로 상황과 진

로정체성 혼돈 진로 략을 분석하 다. 그러나 각 분

기 에 있는 상들을 심으로 면담하거나 일부 연령

에 있는 상에게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생애단계를 포 으로 설명

하기에는 방법상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생

애진로발달단계 동안에 어떤 경험과 맥락으로 생애진로

분기 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는지에

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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