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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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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진로에서 전환국면을 가진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 결정 과
정에서의 우연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을 사용하여 전환적 진
로 결정 과정에서의 개인의 우연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해 2번 이상의 진로 전환국면을 거친 30대 후반 이상의 코칭 및 상담 분아 종사자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은 전환적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은 진로 전환 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공통적인 개인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진
로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긍정적 마음가짐과 환경적 지지, 개인적 노력으로 이
를 해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환적 진로 선택 과정을 통해 얻어진 현재의 진로에 대
해 만족하고 있으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새로운 진로로의 선택이나 전환을 기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가지게 된 우연에 대한 통찰을 조언으로 제시하여 진로상
담자들에게 새로운 진로 지도 방향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개인의
경험과 성격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진로 상담과 프로그램의 구성 등에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진로 변경, 직장인, 우연(happenstance), 기회, 합의적 질적 분석(C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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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으
며, 따라서 이처럼 가변적인 사회 특성 때문에 개인이 조기에 진로를 설정하는 것도 사실상 적
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이전까지의 진로 상담은 청소년기부터 한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
고 이에 맞는 전공과 활동만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방식의 진로 결정은 변
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다소 경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미래는 항상 변화무
쌍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꼭 맞는 선호직업이나 진로를 결
정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한 기회를 통해 진로결정과 선택이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으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진로선택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 즉 우연적 사건은 인생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연’에 대한 개념이 진
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진로상담과 지도에서
‘우연’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연적인 사건은 각 개인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욱 그들의 진로 결정 과정과 전환 국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Bandura(1982)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회(chance)를 얻는 것이 인간의 삶의 경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외의 많은 진로연구자들이 개인의 진로결정
및 이행과정에서 우연이나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Bright,
Pryor, & Harpahm, 2005). 따라서 개인의 진로 결정에서 우연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유용한 지도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직이나 직
업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업종이나 직종으로의 변화만이 아닌 이전 전공이나 직
업과 전혀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진로 전환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예기치 않은 사건, 즉 우연적 사건은 인생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Betsworth & Hansen, 1996), 진로 전환국면에서는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무장하
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기회를 통해 진로결정과 선택이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개인의 준비된 특성을 이론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택한 개인은 새로운 도전이나 전환의 필요성을 자
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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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전공이나 이전 직업과는 전혀 다른 진로 전환을 선택한 코칭 및 상
담 분야 종사자 중, 진로결정에서 우연 경험을 자각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
한 우연기회를 탐색하고, 우연을 통하여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한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자질
과 우연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지도와 상담의 주된 내용은 정확한 진로 결정을 돕는 것을 초점으로 하
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평가하여 개인에게 맞는 한 개의 직업을 결정
해주는 정형화된 진로의사결정 인과모델을 따르고 있다(송병국, 1998). 이는 진로결정이 근본적
으로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이처럼 기존의
규범적인 진로발달 모델은 개인적 변인들의 통제와 실제 직업 환경과의 조화,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 등을 중시하고 있지만(Dawis, 2002: Lent, Brown, & Hackett, 2002; Sampson, Reardon, Peterson,
& Lenz, 2004), 실제 진로상황을 살펴본 여러 연구들은 진로가 합리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예기치 않던 사건이나 기회(우연: chanc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Caplow, 1954; Hart, Rayner & Christensen 1971; Miller & Form, 1951; Osipow, 1990; Salomone &
Slaney, 1981).

와 Baruch(1967)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적 사건이나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직업을 결정
했다고 보고했으며, Baumgardner(1977)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은 대졸자들의 72%가 우연적 요소
나 사건에 의해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담 전공 여성들을 대상으
로 면접하여 우연적 사건이 그들의 직업 경로(path)를 변화시키거나 자아개념을 바꿀 정도로 삶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Williams, Soeprapto, Touradji, Hess & Hill, 1998). 국
내에서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손은령(2012)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우연이
자신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직장에 오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개인의 진로에 우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체계화한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 이론이 제시되었다(Mitchell, Levin & Krumboltz,
Roe

1999).

계획된 우연 이론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우연기회를 탐색하고, 사람들이 우연을 통하여 기회
를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우연이나 역경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
하느냐의 모습으로 이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Krumboltz와
Levin(2004)은 어떤 우연적 사건이나 상황이 값진 기회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 없
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만이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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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개인의 준비된 특성을 이론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데, 이 특성은 호기심(새로운 학습기회를 탐색), 지구력(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인 노력을 가하는 것), 유연성(환경 그리고 태도의 변화), 낙관성(새로운 기회를 가능하고 달성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위험부담 감수(불확실한 결과들에 직면하고서의 행동)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은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Krumboltz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특성들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들은, 지구력과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 성숙도가 높으며(이동혁ㆍ황윤미ㆍ정지희, 2012), 준비된
특성을 많이 가질수록 긍정적인 취업 태도를 보이고 진로 탐색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조남근ㆍ정미예, 2013).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준비된 특성들을 많이 가진
학생들이 진로 포부가 높고 직업탐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황현덕ㆍ장선희ㆍ정선화
ㆍ이상민, 2012). 그러나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 제시된 5가지 특성들은 진로상담을 통한 연구자
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진로상황에서 우연을 기회로 지각한 사람
들이 5가지 특성을 모두 높게 가지고 있는지, 또는 5가지 특성 외에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다
른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확인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우연을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태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서서히 우연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Pryor, Amundson & Bright,
2008), 우연의 특성상 아직까지 개념적 인식 수준이 낮고 또한 이러한 개인의 내적인 경험을 파
악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질적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을 사용하여 진로변경 과정에서 전환적 국면을 가진 개인의 우연 경험과 의미를 탐색
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진로 경험에서 전환적인 국면을 거친 직장인의 우연 경험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진로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전의 전공이나
직업과 상당히 다른 직업이나 진로의 전환과정을 2번 이상 거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들어 이 분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혀 다른
직종이나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 분야로 직업전환이나 이직을 택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 분야의 특성 때문에 이들의 진로 결정이 중년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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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들은 이전 직업과는 전혀 다른 코칭 및 상담분야를 선택하면서 우연을 경험하였다고
자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전환적 국면을 거치면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적 특성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의 코칭 및 상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여 이들이 진로의 전환국면에서 경험한 우연 경험을 살펴보고,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지각
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여기에 작용한 개인의 특성, 그리고 일련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우연에
대해 가지게 된 통찰 및 자각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환적 진로 변경 과정에 영향을 준
우연사건은 무엇인가? 둘째, 전환적 진로 변경 과정에서 우연을 통하여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는
가? 셋째, 진로전환 후 우연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진로에서 전환국면을 가진 직장인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Criterion)을 따랐다.
첫째, 지금까지의 진로변경 과정에서 전환적인 국면이 최소 2번 이상 존재해야 한다. 둘째 진로
변경과정에서 참여자 자신이 우연적 요인을 지각하고 있으며 우연적 경험이 자신의 현재 진로
선택에 기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00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도움을 청하였으며, 최소 2번 이상의 진로전환
경험이 있는 참여자 22명의 연락처를 제공받았다. 이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간단한 질
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보냈으며, 설문 채점과 질문조사 결과 진로에서 2번 이상의 전환
적 국면을 경험하였으며 우연에 대한 자각이 있는 최종 1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
지에는 그 동안 겪었던 진로에서의 변화와 전환적인 국면들을 적게 하였으며, 이상희와 신상수
(2012)가 개발한 우연성 진로결정 질문지, 송병국(1998)과 박현영(2011)이 개발한 우연성 질문지,
황현덕(2011)과 김보람(2012)이 개발한 계획된 우연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
은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로 현재는 코칭 및 상담분야의 현장에 종사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지금과는 다른 진로경험을 가졌던 사람들로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다. 참여자
의 개인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14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면담 전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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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과거직업 변화
현재직업
참여자 1 여 52 자연계열 → 학원강사
진로상담사, 중독 전문상담사
참여자 2 남 38 어문계열 → 박물관큐레이터
입학사정관, 코치
→ 화장품대리점 →
참여자 3 남 46 무역업
코치, 기업컨설턴트
그림책 출판업
→ 유치원 →
참여자 4 여 38 사범계열
청소년 코치, 상담사
영어강사
→ 인문계열 →
참여자 5 여 38 종교계열
코치, 기업 강사
학습지강사
참여자 6 남 50 공학계열 → 전자부품개발
코치, 기업컨설턴트
참여자 7 여 36 광고마케팅 → 사업가
상담센터 대표, 코치
참여자 8 남 45 자연계열 → 회사원
코치, 개발교육실장
→ IT분야 →
참여자 9 남 44 공학계열
직업상담사, 코치
직업교육 → 인력개발
참여자 10 남 38 자연계열 → 회사원
코치, 대학행정직

학력
석사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
석사과정

종적으로 선정된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였다. 면담은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에 따라 1회기에서 2회기에 걸쳐 진
행되었다. 면담시간은 참여자와 협의해서 정했으며 1회기에 50분에서 10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장소는 사적인 면담내용이 보호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 후에는 소
정의 인터뷰 비용이 지급되었다.
면담질문은 면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연적 진로결정이나 진로 전환국면과 관련
된 문헌을 참조하여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렇게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
지는 질적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1차 수정과정을 거친 후 참여자 1명과의 pilot interview에
사용되었다. 이후 2차로 질적 연구 전문가와 상담심리 박사과정 4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
인 질문을 완성하였다.
최종 질문지는 1) 전환적 진로변경 과정에서 경험한 우연적 사건 2) 전환적 진로변경 과정에
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특성 3) 전환적 진로변경 과정에서 만난 장애물과 해결책 4) 전
환적 진로변경 후에 우연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통찰이 포함되었다. 실제 면담은 참여자가 자유
롭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면담내용
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면담자료는 분석을 위해 축어록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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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및 절차

면담자료는 Hill 등(1997)이 개발한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명의 평정자와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는 연구팀이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의 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팀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감수자와 4인이 평정자로 참여하였다. 1인의 감수자는 상담심리학 교수
로 우연진로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2명의 4인으로
구성된 평정팀은 우연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평정자들은 사전에 Hill 등
(1997)의 논문을 토대로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을 숙지하였으며, 본 평정에 들어가기 전에 2개의
예비사례 축어록을 함께 평정하며 평정 기준 합의 과정을 거쳤다.
1)

자료 준비
연구사례 축어록을 가지고 4명의 평정자들이 먼저 개별적으로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은 후,
두 팀(A, B)으로 나누어 한 팀이 5사례씩 맡아 AB, BA의 형태로 교차해서 모든 사례의 의미 있
는 문장에 밑줄로 표시하였다. 그 후 전체 연구팀이 모여 평정자 간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합의하였다. 감수자는 평정팀이 개발한 영역 코딩, 중심
개념 코딩, 교차분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평정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드백을 주었고 평정팀은 그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2)

영역코딩
모든 사례에 대한 의미 있는 문장 추출을 통해 유사한 문장을 묶어 영역을 분류하였다. 추출
된 문장을 4명의 평정자들이 각자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이후 상호 간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논
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환적 진로변경 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 전환적 진
로변경 과정에 영향을 준 개인의 특성, 진로변경 과정에서 어려움과 해결, 진로변경 후의 느낌
과 통찰이라는 4개 영역을 개발하였다.
3)

중심개념 코딩
중심개념이란 영역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원 자료의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살
려서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의미를 추론
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충실하게 남겨두는 사실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4명의 평정팀이 각 영역에 대한 원자료의 내용을 살려서 간결하게 요약하였는지 확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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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
영역과 중심개념 감수
모든 사례를 영역과 중심개념으로 구성한 후 감사를 받았다. 감수자는 평정팀에 의해 합의된
영역과 중심개념이 원자료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인지를 검토하였고, 감수자의 피드백에 의해 평
정팀은 다시 합의 과정을 거쳐 영역과 중심개념을 수정 보완하였다.
5)

교차분석
각 사례를 영역과 중심개념으로 구성한 후 사례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ill 등(2005)의 제안에 따라 모든 사례(9∼10개)에서 나타난
범주는 일반적(general)으로, 50% 이상(5∼8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으로, 50%
미만(2∼4개)에서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으로 명명하였다.
6)

교차분석 감수
교차분석 후 감수자는 각 영역의 범주가 적절한지, 범주명이 중심개념의 본질을 포괄하고 있
는지 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분석팀은 피드백에 대한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7)

Ⅳ. 연구결과
분석 결과는 면접 질문지 구성과 동일하게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세부영역은
23개로 구분되었다(표 2). 영역과 그에 대한 범주들 그리고 각 영역별 대표적인 사례 내용을 연
구자들의 합의 하에 선정하여 사례번호 순으로 인용 제시하였다.
CQR

1. 전환적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우연적 요소

전형적으로 언급된 전환적 진로 변경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진로전환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이었다. 참여자들은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진로에 관한 조
언이나 추천을 받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의 우연한 권유, 소개 등으로 새로운 진로로 전
환하였다.
재수 후에 다시 공사를 가려고 했는데 역시 시력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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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1.

전환적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우연적 요소

진로 전환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특성

2.

3.

진로 전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진로 전환 후
가지게 된 통찰

4.

<표 2> 전환적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중분류
진로 전환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우연히 새로운 적성을 발견
기대와 달랐던 이전 진로의 실제
우연한 기회로 깨닫게 된 내적동기
진로 전환을 가져온 우연적 상황
호기심
지구력
유연성
낙관성
위험부담 감수
사람을 좋아함
성취․인정 욕구
진로변경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시선
환경적 제약
진로전환 과정에서의 환경적 지지
진로 전환을 위한 개인적 노력
진로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긍정적 마음
가짐
진로 전환 결과에 대한 만족
우연에 대한 통찰
미래 진로변경에 대한 개방적 태도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

빈도
전형적(9/10)
전형적(6/10)
전형적(5/10)
전형적(8/10)
전형적(5/10)
전형적(6/10)
변동적(3/10)
변동적(3/10)
변동적(4/10)
전형적(6/10)
전형적(5/10)
변동적(4/10)
전형적(7/10)
전형적(7/10)
변동적(3/10)
전형적(6/10)
전형적(7/10)
전형적(6/10)
전형적(7/10)
전형적(8/10)
전형적(8/10)
전형적(7/10)
일반적(10/10)

배를 타고 해외에 가려고 마음먹고 수산시장에서 하역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아
저씨를 만나서 술을 한 잔 했어요. 그 때 제 얘기를 했더니 그 분께서 ‘나중에 후회하
니까 반드시 대학은 가야한다’고 충고해줬어요. 그분 말에 뜻이 있는 것 같아서 학력
고사를 보고 사이버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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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여성회관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6회기 단기 강좌를 수강했는데 강사가
전문 코치였어요.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좌가 코칭을 기본
으로 하는 거였어요. 되게 재밌었고, 제 흥미를 끌었어요. 그 코치 선생님과의 인연으
로 코칭을 배우게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사례 4).”
“

이전에 계획한 적 없는 우연적인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 경우도 전형적으로 언
급되는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은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경험 속에서 자신이 재미있는 것, 흥미를
느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제가 IT 분야에서도 기획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저보고 인력관
리 쪽으로 연구해보라면서 인력관리를 했어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보고 사원들
관리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 제 성격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략) 과감하게 회사를 나와서 직업상담
사 시험을 봤어요(사례 9).”
“

중학교 다니는 딸이 사춘기였는데 저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충격을 받았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관계가 개선이 안 됐어
요. 그러다 서점에서 ‘아이와 친해지는 법’이라는 책을 보고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
요. 내가 변화하니까 아이가 방황을 끝내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좀 더
깊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사례 3)”
“

또한 이전 진로에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나 상황을 마주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전형적이었다. 참여자들 중 절반 이상은 이전 진로에서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실상을 확인하
였고, 회의감을 겪으며 진로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갔는데 막상 현실적인 여건과 사정이 달랐어요.
사립 유치원의 환경이 밖에서 보기보다는 매우 열악해요.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
수가 너무 낮고 야근도 많고 해서 실망이 컸어요.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뒀죠(사
례 4).”
“

광고학과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6년 정도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항상 수입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고, 욕심만 자꾸 늘어났어요. 또 여자가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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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사람끼리의 관계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때 마
음의 상처도 많이 입고(중략)…(사례 7).”
한편 우연한 기회로 자신의 내적 동기를 깨달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환적인 진로결정을 선
택한 경우도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전환적 진로결정에서 자신들의 내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됐음을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재미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갔거나, 마음속에 있던 공부하고 싶다는 갈망을 이루고자 진로를 변경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이는 과거의 첫 진로 결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모습으로 전환적 진로결정 과정에서 본인
의 확고한 의지나 동기에 따라 진로를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전환적 진로결정을 선택하게 될수
록 ‘상황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내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마음 한편에 항상 공부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 중
년기에 비로소 내 능력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라는 존재감을 찾고 싶었
고, 제 정체성을 찾고 싶었어요.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는 의존적인 생활도
싫었고요(사례 1)”
“

저는 감정에 충실해서, 느낌이 와서, 그냥 이 길이 좋아서 갔던 거지 다른 계획이
나 이유가 없어요.(중략).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그 길로 갔고, 마음을 따라서 무작정 따라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따라 간 거예요. 그냥
걸어갔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거든요. 어떤 계획에 의해 따라 간
것이 아니고, 마음의 소리를 따라 간 것 같아요(사례 2)”
“

마지막으로 외적 상황이나 제약 때문에 진로 전환을 하게 된 경우도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자
신의 계획과 달리 주변인의 반대, 성적 미달, 사회적 사건의 발발과 같은 외적 요소가 진로 전
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나 흐름이 우연
히 변화하여 진로 전환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경제학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가 95년도였는데 라디오에서 ‘경제를 살립시다.’라
는 방송을 하고 경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컸던 시기였어요. 경제학을 하다보니까 제
가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수리학에 약하고 수학을 못해서 공부하기가 어렵고… (중략)
마침 그때 복수전공제가 있어서 경영학을 복수전공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중략) 제가 그 당시에 경영학을 선택한 것도 제가 반드시 해야 하겠다고 사전에 결정
하여 선택했다기보다는 수학을 못 해서 경영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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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컸었어요(사례 10)”
2. 진로 전환 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특성

전환적 진로변경 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다양한 개
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 전환 과정에서 우연히 겪게 된 사건을 기회로 지각하고 진로
전환으로 연결한 참여자들은 기존의 이론처럼 공통적인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호기심, 지구력, 유연성, 낙관성, 위험부담 감수의 5가지 특성을 개인이 우연적
사건에 대한 건설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
는 특성으로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도 이 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성취․인정 욕구와 사람을 좋아한다는 새로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으로 언급된 전환적 진로 변경 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특성은 호기심과
위험부담 감수였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새로운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커다란
호기심과 열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사람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사람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어요. 사람의 내
면이 알고 싶어서 상담을 전공한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해야지 하는 갈망과 열정, 그리
고 호기심이 있어야 해요. 전 다른 사람이 잘 못 물어보는 것도 잘 물어봐요. 궁금하
고 호기심이 있으니까요. (중략)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해요. 이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겠지 생각하고 뛰어들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사례 1).”
“정체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커요. 무엇이라도 해야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요. 내면에서 제가 성장하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항상 저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이끌었어요. (중략)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분야에
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한대로 이뤄진다,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사례 5)”
“

지구력, 유연성, 낙관성도 진로 전환 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특성으로 이야기되
었으나 호기심이나 위험부담 감수에 비하여 다소 적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제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날 때까지 하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요. 끝을 봐야 해요.
열정도 있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편이고, 젊음도 있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있어서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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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잘하고, 변화에 대해 수용을 잘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바뀌지 않으려
고 몸부림치거나 이전 것을 해야 한다고 고집부리지 않아요. 상황과 이미 놓여있는 전
에 것을 가지고 맞추어서 생각한다는 건 어렵죠.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조정하고 바꾸는 면도 있어요(사례 3).”
“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심리검사를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꽤 높아요. 낙관적이고요.
저는 실패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도 문제면 문제지만, 제 성격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굴곡적인 삶을 좋아해요. 그저 평범한
삶은 재미없어요.(사례 2).”
“

참여자들은 기존의 이론에서 가정된 5가지 특성 이외에도 자신들이 우연을 기회로 만든 특성
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성취․인정욕구가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하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즐긴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
고자 하는 욕구가 크며, 이러한 욕구의 영향을 받아 진로를 변경하기로 선택하였다.
제가 7남매인데 가족들끼리 어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사
람들 돕는 것도 좋아하고요. 누가 길을 모르면 나서서 알려주고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조력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면 저도 힘이 생기
고 기분이 좋아요. (중략) 사람을 관리하고 중재하고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마
음이 많이 가요. 사람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고 사람에게 힘
을 실어주고 싶은 욕구가 커요(사례 10)”
“

제가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관심,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상대방으로부
터 사랑, 관심,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제가 그 사람한테 사랑이나 관심을 주기를 원해
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한테 이끌리고 그러다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진
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사례 7).”
“

3. 진로 전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진로의 변경은 개인에게 가볍지 않은 선택이다. 참여자들에게 진로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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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들은 진로를 변경
하기로 결심한 순간에 대개 불안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기존에 계획하고 있지 않았던 일이고 그
에 따른 변화를 이겨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으며, 적지 않은 자신의 나이와 가정에 대한 책임
감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30대에 비하면 조바심이 있어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겠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언제 꿈을 다 이룰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작 내
적성을 깨닫고 그런 쪽으로 갔더라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
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조바심이 나요.(사례 9).”
“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 바닥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사례 5).”
“

진로 변경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나
이, 건강, 시간과 같은 ‘환경적인 제약’,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이 있었다. 새로운 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전의 일을 멈추게 되어 가정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터에 자리를 잡기까지 유지되기 어려웠다. 다른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높은 학
비 때문에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다. 더불어 가족의 양해를 구하는 것, 친구들과 비교되는
직위,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과 같은 것도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하였다. 그 외
에도 부족한 시간, 청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체력,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 등이 참여자들
에게 전환적 진로 결정을 선택할 때에 커다란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당장 그 전 일이 스톱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금적인 문제가 따라
주지 않으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커요. 벌어놓은 돈도 1-2년 정도면 바닥이 나
게 돼요. 지금도 공부하는데 돈이 쪼들리고 어려워요. 불안의 1위가 돈이고, 2위는 딸
아이 교육 문제예요(사례 3).”
“

나이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건강도 문제였고. 가정생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식구들한테 밥을 해주지 못한다거나….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외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커요(사
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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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이 없는 것이 좀 곤란해요. 친구들 만나면 ‘너 지금 뭐하냐’하고 묻는데 ‘그냥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떳떳하지 못하죠. 친구들은 아마도 지금 나이에 어
느 정도 직위를 가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
지요(사례 6).”
“

한편 진로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진
로전환 과정에서의 환경적 지지와 긍정적 마음가짐이 전형적(7사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는 진로전환을 위한 개인적 노력(전형적)이 언급되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진로
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에게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지지는 진로 변경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 변경 과정
에는 심리적인 부담감 외에도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그 때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주변인의
실제적 지지는 진로 전환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외적, 행동적인 노력 외에도 내적 마음가짐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진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로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며 마인
드컨트롤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새로운 진로로 전환하고자 결
심한 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히 주어진 제안을 따르기만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새롭게 가고자 하
는 방향과 관련된 개인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1년 정도 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네
가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하라고 하셔서 회사에서 과감하게 나와서 직업 상담사 시험
을 보고… (중략) 부모님이 지지를 해주셨죠. 친한 친구들은 ‘나이도 어린데 상담 분야
로 가니, 야 너 대단하다. 잘 해봐라, 너 잘 할 거야.’라고 지지해줬어요(사례 9).”
“

무거운 상황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유머감각을 활용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
어요. ‘내가 생각한대로 이뤄진다,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하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
롤을 하면 확신감이 생기고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어떤 긍정성
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대처하고 극복했어요(사례 5).”
“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고 헤매서 OO대 신학대학원에 상담전문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상담 공부를 하게 됐죠. (중략) 그 동안 여기저기 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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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면서 심리검사나 강의를 많이 듣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어요. 몸
이 힘들어도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 뛰어다녔죠(사례 1).”
4. 진로 전환 후의 가지게 된 통찰

참여자들은 진로 전환 후에 결과에 대한 만족과 우연에 대한 통찰을 느꼈다는 것이 전형적(8
사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 진로변경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전형적),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전환한 직업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였
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새 진로를 선택하고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진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진로를 전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과 우연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들은 일관적으로 인생이 개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새
로운 선택, 고려해보지 않았던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였다. 더
불어 참여자들은 우연을 기회로 지각하는 것이 지난 삶의 과정과 경험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우연은 아무런 맥락이 없이 생겨나는 허무맹랑한 것
이 아니라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예전에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위험이 많을 것 같고, 이성적으로 합리적
으로 결정하면 위험이 적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부
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해요(사례 2).”
“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 과정, 부모님의 메시지, 힘과 지지가 됐
던 말씀들이 중요한 우연 결정에 힘이 됐던 것 같아요(사례 1).”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진로를 토대로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기
대 안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새로운 진로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직이나
진로의 변경이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지금까지의 진로를 회상해 볼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도 우연히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은 또 한 번 대학원을 가서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제
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다른 우연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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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어떤 우연이 제 앞에 들이닥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역량이나 소질을 살려서 준
비하고 있으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사례 4).”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진로를 선택하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노
하우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연을 기회로 지각하고 진로를 전환할
수 있게 해준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 하
였고, 진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에게 ‘정해둔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경
험, 기술, 능력을 쌓는 준비를 해둘 것’, ‘한 가지에만 몰두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할
것’, ‘자신의 성공 경험과 흥미를 되짚어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할 것’, ‘망설이지 말고 선택
하고 뛰어들어서 새로운 길을 가볼 것’이라는 네 가지 조언을 제시 하였다.
물론 개인이 살아왔던 경험, 기술, 능력들이 쌓여서 우연히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미리미리 능력을 쌓고 경험이나 기술을 준비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연도 필요 없었어요. 영상만 봐도 필이 느
껴져요(사례 2).”
“

학교 공부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시야를 넓히고 멀리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배우고 한 가지에만 몰입하지 말고. 다양하게 시야를 넓
히면 기회는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는 오니까… (중략)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사례 3).”
“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봐요. 자신에 대해서 한 번 쯤 되돌
아보고, 무엇이 적성에 맞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 쯤 자신의 정제성에 대해서
성찰해 보고 우연을 선택하면 실패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사례 6).”
“

한 가지 길을 선택해보면 또 다른 A, B, C, D의 길이 열리니까 망설이지 말고 도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
등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선택하고 도전해보고, 후회하거나 실패할지라도 부딪쳐보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사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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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논의

여러 연구들은 진로가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던 사건이나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왔다(Osipow, 1990; Salomone & Slaney, 1981). 이때 중요
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모습으로 이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연적 사건이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
나 자질의 중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Krumboltz & Levi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환적 진
로선택에서 우연적 요인을 기회로 만든 개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에게 공통적인 주제들을 파악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특성과 경험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환적 진로변경의 경험이 있는 10명의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이해한 우연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정확한 진로
결정을 돕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평가하여 개인에게
정확하게 맞는 직업을 결정해주는 정형화된 진로의사결정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송병국, 1998).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직이나 직업변화를 경험하고 있으
며, 더군다나 전공이나 이전 진로와 전혀 다른 직업이나 직종으로의 이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합한 한 가지 직업의 선택이라는 공식은 이제 더 이
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자신의 전공이나 이전의 직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거나 진로 전환
을 이룬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의 경험에서도 현실에서 일어
나는 진로선택과 결정은 합리적인 절차만을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던 사건
이나 기회(우연: chanc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연
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로(Osipow, 1990; Salomone & Slaney, 1981 손은령, 2012, 이상희ㆍ박서연ㆍ
김신우, 2013). 참여자들이 전환적 진로들을 선택했던 상황에서는 다양한 우연적인 요소가 존재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우연들의 조합에 의해 새로운 진로경로가 형성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우연적 요소는 사람이나 상황 등의 한 가지 요인인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다. 예로 한 참여자는 선교사를 하고 싶었지만 가정을 이
루게 되면서 선교사를 직업으로 갖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아이들이 태어
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전혀 다른 박물관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참여자들이 진로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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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과거의 진로 선택에서는 ‘상황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현
재의 진로에서는 상황적 요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현
재 진로결정에서의 대부분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으며, ‘내적 동기’를 가지고 현재의 진로로 전
향할 것을 결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연히 대학선배나 친인척의 권유로 새로운 진로를
소개 받거나, 주변의 중요한 인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재미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갔거나, 마음속에 있던 공부하고
싶다는 갈망을 이루고자 현재의 진로를 선택했다는 참여자들도 많았다. 즉 전환적인 진로변경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누군가의 권유나 조언만이 아니라 본인의 확고한 의지로 진로를 선택하
게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현영, 손은령(2014)의 결
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진로전환은 실패와 부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추구
의 과정이며, 자신의 삶과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적극적인 추구과정이었다.
둘째, 이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전환적 진로선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연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내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부터 진로에서 우연 사건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개인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어왔으며, 계획
된 우연 이론에서는 개인의 준비된 특성으로 호기심, 지구성, 유연성, 낙관성과 위험부담 감수의
기술들을 제안하였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실제 이상희 등(2013)은 직장인을 대상으
로 하여 우연 요인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경험에 공통적인 주제와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이들의
개인적 특성에도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의 특성은 연구자들의
개념적인 설명에 기초한 특성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연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개인
적 특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Mitchell 등(1999)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5가지 특성들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구력과 유연성은 변동적인 특성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이상희 등(2013)
의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력은 차질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가하는 내적 특성으로 목표를 쉽게 바꾸기보다는 한 가
지 고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내포하기 때문에, 진로에서 전환적 변경을 다수 경험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는 확인되기 어려운 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구력을 자신의
개인적 특성으로 보고한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한 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 있
으며, 끝을 보려고 한다는 등의 진술로서 강한 지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연성은 환경 그리고 태도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어서 대응하는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는 특별히 이러한 특성
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유연한 사고나 태도의 훈련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
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지각하고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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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유연성이 필요한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계획된 우연의 5가지 특성 이외에 사람을 좋아하는 특성과 성취․인정의 욕구라는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의 전환적 진로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사람’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관계 맺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태도 자체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자꾸 찾게 되고 이것이 그들이 우연한 기회에 노
출될 가능성을 함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중 무언가 성취
하고자 하는 욕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환
적 진로 변경 선택의 전형적인 이유로 밝혀진 ‘내적 동기’와 관련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무미
건조하게 살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것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는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
기회로 여기고 행동하도록 발휘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연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에게
Mitchell 등(1999)이 제시한 특성과 이상희 등(2013)의 연구결과 이외에도 다른 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개인의 특성이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
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환적 진로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
고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진로로의 변경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특
히 중년기에 전환적 진로 선택을 결정한 참여자들에게 경제적인 책임감과 가장이나 부모로써의
자리는 이들의 선택에 커다란 부담감을 갖게 하였다. 사실 진로전환은 보통 불안정과 실패의 공
포, 그리고 사회 부적응이나 적응 기술의 부족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Newman,
1995). 더욱이 새로운 진로로의 변환은 새로운 도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도
요구하였고, 또한 새로운 공부는 이들에게 학비 부담까지 가져다주었다. 새로운 진로로의 변경
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였다. 더불어 그들의 전
환적 진로선택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과 주변의 시선도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전환적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진로결정을 돕는 주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주요한 타
인으로부터 자신의 진로전환에 대한 협조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주요한 타인은 다
양한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참여자들이 전환적 진로 선택으로 경험하고 있는 심
리적, 정신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
다. 또한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밀려오
는 불확실성과 불안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
로 마인드컨트롤을 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진로에 대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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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년기에 전환적 진로를 선택한 개인들에게 새로운 진로로의 변화는 어려운 선택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은 그들의 진로변경을
망설이게 만들었으며, 높은 불안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불안에도 불구하
고 전환적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진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긍정적인 내면적
마인드와 또한 행동하는 외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
러한 개인의 내적, 외적 요인 이외에 환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
는데, 이는 손은령(2012)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결과로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우
리나라의 문화상 새로운 진로로의 전환적 변경 과정에서 주위사람들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과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연을 기회로 만
드는 사람들의 내적인 특성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적 지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연
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허
락해주고 도와주는 환경 또한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진로교육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따라서 새로운 진로로의 변환은 이전의 자신의 선택이 옳지 않고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보
여주는 결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단순하고 결정적인 것일 수
있는가에 대해 실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개인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진로선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완전하
지 않더라도 이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환경적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실상 바로 실현되기 어려울지라도 이는 진로상담자 및 교사, 부모, 배우자 등 개인의 진로 선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과연 진정한 진로도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전환적 진로선택에 의해 결정된 현재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전현영, 손은령(2014)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였다. 이들이 우
연을 경험하며 얻은 통찰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여 보면, 그들은 일관적으로 인생이
개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새로운 선택, 고려해보지 않았
던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미리 가보기도 전에 결정
하여 완벽하고 완전한 길로의 진로를 계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으며, 그들의 경험은 자신에
게 주어지는 우연을 준비하고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이렇게 인생을 꾸려가는 것도 괜찮
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연이 아무런 맥락이 없이 생겨
나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 또한 거
듭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을 따라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의 진로를 최종적인 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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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즉 새로운 우연
을 만나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자신들의 미래에서 또 다른 진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진로를 회상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대
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도 우연히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기대 안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새로운 진로로 전환하는 것
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이직이나 진로의 변경이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경
험을 토대로 하여 진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조언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해둔 진로와 관련 없는 일이라도 경험하고 준비를 해둘 것, 한 가지에만 몰두하기보
다는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할 것, 망설이지 말고 뛰어 들어 새로운 길을 가볼 것 이라는 이들의
조언은 체계적이고 완벽한 한 개의 진로 결정을 목표로 하던 기존의 진로지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진로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Dirkx,
Mezirow & Cranton, 2006), 자아를 실현하고 개성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
에게 진로전환은 새로운 직업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일의 의미,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멈춤이
없는 과정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의 관점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 사실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계획
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진
로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진로지도나 상담현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에 대한 준비를 다루어 주고 이러한 우연적 사건들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특성을 갖추
게 해줄 필요가 있다(Pryor, Amundson & Bright, 2008). 현실적으로 효과적이고 최선의 진로지도란
일찍 진로를 결정하게 지도하기보다는 가능한 다양한 특정 활동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
린 기회를 제공하고 권장하여 진로에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O’Brien,
Bikos, Epstein, Flores, Dukstein, & Kamatuka, 2000). 또한 손은령(2009)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정에서 불확실한 상태에 대한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진로
지도 역시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진로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보
다 쉽게 우연에 접근하고, 우연의 영향을 인식하여 미래 진로 준비와 대처에 중요한 기술을 갖
출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의의를 가진다. 첫 째,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전공이나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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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거나 진로 전환을 이룬 사람들에게서도 진로선택과
결정은 합리적인 절차만을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던 사건이나 기회(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전환적 진로들을 선택했던 상황에서
는 다양한 우연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우연들의 조합에 의해 새로운 진로경로
가 형성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환적 직업선택에서 우연요인을 기회로 만든 개
인들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기존의 이론에서 확인되지 못한 새
로운 특성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
들은 무엇이며, 진로지도자와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에게 준비시켜야 할 특성이나 방향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진로 지도에 편향되어 왔
던 진로상담자들에게 새로운 진로 지도 방향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진로
선택만을 강조해왔던 지금까지의 진로 지도는 실제 현실에 적합한 방법이 아닐 수 있으며, 따라
서 효과적인 진로 지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우연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
는 진로를 선택하고 발견하여 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지도자와 상담자들은 개인
에게 가능한 다양한 특정 활동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권장하여 진
로에 개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10명의 코칭 및 상담 분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선정시 다양한
학교와 센터에서 선정하지 못하고 특정 학교에서 연구대상자를 섭외하였다. 물론 대상자의 진로
배경이나 직장은 다양한 지역과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나 특정 학교나 학과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한점으로 가질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의 합의절차 과정에서 가능한 합의팀 간에
평등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진들의 경력이나 교육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몇 의
견에 더 비중이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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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Qualitative Research on Happensta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of Coaches and Counselors
in Career Transition

Shin, Soon Ok

Park, Seo Yeon

Lee, Sang Hee

Kwangwoon University

In career decision process, we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of happenstance of the coaches and counselors
who experienced career transitions. Ten coaches and counselors over late thirties who have changed their
career at least twice were interviewe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RQ)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happenstanc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and current career position.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utilized
happenstance events as an opportunity in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reported they had many barriers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but they could overcome those
barriers with positive attitudes, social supports and personal efforts. The participants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career position, which has been achieved throughout the career transitions. In case, if they have
another opportunity in their career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would continue to take
new choices or change their career path. Finally, the participants suggested some lessons gained from
insights on happenstance experi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The results showed the importance
of finding the happenstance experiences as an opportunity in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also provided useful implications to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ing of career progra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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