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0, Vol. 21, No. 3, 205-225
https://doi.org/10.15703/kjc.21.3.202006.205

대학생의 진로전환 경험 탐색*
김경희†
모래와하늘아동가족상담센터 센터장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전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5명 참여자의 진로전환 경험을
심층 면담하고 면담자료를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의 진로 경험을 ‘꿈-진로-취업’의 내러
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하였고, 진로 경험 안에 내재된 네 개의 진로전환 지점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진로전환 지점은 부모 진로지침의 내면화와 벗어남의 양가적 갈등이었다. 두 번째 진로전환 지점은
자기 이해의 발견이었다. 세 번째 진로전환 지점은 전공전환 고민과 결심이었다. 네 번째 진로전환
지점은 취업목표의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었다. 대학생 진로전환 지점에 함축되어 있는 진로 경험에
관한 통찰과 실천적 행동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진로전환 지점을 통한 진로발달 과정의 폭넓은 조
망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 경험, 진로 전환, 내러티브,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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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진로결정 수준(강승희, 2010; 박선희，박

서 론

현주, 2009; 이보현 외, 2013; 이현주, 2000; 장경
대학생 시기는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하여 스

문, 2005), 진로장벽(이동혁, 2011; 조현주, 2012),

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직업과 직장을 구체적으로

진로성숙도(이상희, 2012; 최소라, 2017), 진로 프

결정하고 실제적으로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로써

로그램 효과성(권은경, 2013), 진로 관련 척도 개

(임은미, 2011), 이 때 심화된 자기이해, 직업세계

발(윤금회, 2018; 장계영, 김봉환, 2011) 등 진로선

의 이해, 직업과 사회 경제적인 관계의 이해, 효

택과 결정의 요인들을 정의하고, 그 요인의 관계

과적인 진로정보 탐색 등의 진로발달 과업이 주

들을 분석하여 대학생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요인

어진다.

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과거의 대학생 시기는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진로 결정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가정하고 진로발

등을 토대로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분야에 대한

달 수준을 결정과 미결정, 성숙과 미성숙 등 이분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진로명료화기

법적으로 판단하거나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비

에 해당되었다(Ginzberg et al., 1951). 개인의 특성

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은 단일한 측면의 진

과 직업 요인들과의 결합을 설명하는 특성이론

로 경험 요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치중되어

(Parsons, 1909; Roe, 1957)과 자신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진로이론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

믿음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인지이

계를 지닌다(김계현, 2002; 손승연, 이종연, 2017).

론(Dawis, 2002; Lent, Brown, & Hackett, 2002;

2000년 이후 질적 연구의 증가추세 속에서 대

Sampson et al., 2004) 등을 바탕으로 직장과 사람

학생 진로상담 참여경험(이수영, 2017; 정문희,

을 적합하게 매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로 상담

2017), 진로개발 과정(노경란, 김인희, 이은경,

모델이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2013), 진로행동(장한별, 2017), 취업준비 스트레스

지난 20～30년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직업세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일의 의미(황매향

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고, 이런 변화로 노동시

외, 2013) 등 진로 경험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

장에서의 경쟁, 불확실성,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

고 그 의미가 탐색 되면서 대학생 진로지원 체계

아지는(Baruch & Bozionelos, 2011) 저성장 시대로

에 대한 한층 더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안정

진입되는 오늘날은 과거 안정성을 강조하는 진로

된 직업의 궤도를 추구해온 과거와 다르게 개인

의 규준을 따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

의 직업목표의 방향을 수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지

가고 있다. 취업 시장이 경직되면서 대학생들의

는 급속한 변화 사회에서의 진로구성 과정을 전

진로선택을 더욱 어려워지며, 대졸자 실업률이 사

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지적할 수

상 최고치에 이르며 공무원 원서 접수자가 매년

있다.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최근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진로 관련 행동과

준비 돌입, 취업 스펙을 위한 장기휴학, 대학 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

업 후 다시 전문대학에 편입하는 등 우리나라 대

이 강조되는 구성주의 진로개념이 부각되고 있

학생들의 현실은 진로 명료기가 아닌 진로 혼란

다(Blustein, Palladino, & Hanoch, 2004; Brott, 2004).

기라 할 수 있다.

구성주의는 지식을 절대적인 것, 인식하는 사람과

그동안 수행된 국내 대학생 대상 진로연구를

분리된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이론과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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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수 있는 능동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Young,

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Valach, & Collin, 2002). 진로 결정을 앞두고 있는

(Gasersfeld, 1995). 개인은 자신의 진로 행동을 조

대학생에게 과거 자신의 진로 경험을 돌아보고,

절하고 유지해 나가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구성적

미래 삶의 목표와 진로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

이고 역동적인 반응을 의미화하는 구성체로서

도와 진로 구성과정의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Hedberg & Westby, 1993; Super, 1990) 구성주의

그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진로 경험과 의미를

진로개념 역시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진로가 결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진

정되는 것은 아니라 개체가 스스로 실재를 구성

로상담과 교육에 관한 시사점이 클 것으로 생각

해 나간다는 관점을 취하며 문제들과 그 문제들

된다.

의 해결책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직하는 아이디
어를 필요로 한다(Savickas, 2011).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들이
갖는 중요한 의도와 반응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진로구성 이론은 진로를 전생애적 측면의 자아

있는 진로 전환의 경험을 주목하고자 한다. 전환

개념과 함께 발달하는 삶의 다양한 역할들로 규

(transition)은 어떤 사건이나 비사건으로 인해 자기

정하고 진로발달 과정의 개인 내부와 사회문화적

자신과 세계관에 변화가 생겨 행동과 관계적 측

인 환경까지 고려하며 개인의 고유한 주체성을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요구될 때 발생하

형성해가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존의 규

는데 전환과정은 개인의 대응방식에 따라 심리적

범적인 진로발달 모델이 개인적 변인들의 통제

성장이 될 수도 있고 퇴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와 실제 직업 환경과의 조화, 인지적 정보처리

(Bejian & Salomone, 1995; Schlossberg, 1984)). 진로

과정 등을 중시하며 삶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

전환은 직업에서의 이직, 전직뿐만 아니라 경력전

지 못한 한계의 극복을 주장하는 것이다. 삶의

환, 직장내 배치, 학생 신분에서 직업인이 되는

주관적인 경험과 의미,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교육의 수직적 전환단계

내러티브 정체성(Corso & Rehfuss, 2011; Sinisalo &

등을 포함한다. 변화되는 환경과 상황에 대처하는

Komulainen, 2008), 진로결정 과정의 우연적 사건,

역동적인 반응은 커다란 사건이 되기도 하고, 일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통합

상적 사건으로 조용히 지나가기도 하는데 진로전

할 수 있는 진로모델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자신

환 사건을 기회로 지각하고 대응하며 경험과 사

의 진로를 재구성하고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데

건을 의미화하고 진로선택과 결정의 전략과 경력,

유용한 방법으로 진로 분야의 구성주의 기법의

경쟁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중요하다(손민정,

적절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나

2017; 이상희, 박서연, 김신우, 2013).

라의 구성주의적 진로상담은 활발하게 이루어지

직장인의 진로전환은 오늘날 평생직장 개념이

지 않고 있다(김진희, 2012). 특히 대학생을 대상

깨지면서 겪는 조기퇴직,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으로 구성주의적 진로상담 접근은 자신의 진로를

맞이하는 생애 전환으로서 실패나 부적응이 아니

재구성하고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

라 환경 변화의 적응뿐만 아니라 가치에 따른 선

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진로 경험을 이야기함으

택 준거의 변화, 직업인으로서 결단과 실행의 축

로써 자신들의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상

적으로 만들어지는 진로선택과 진로타협 과정이

호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탐구할

었다(김보연, 2016; 김소연, 2015; 김인숙, 2018;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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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2016; 안후남, 이제경, 2017; 전현영, 손은령,

하여 진로전환과 인식변화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

2014). 이처럼 외부적인 또는 자의적인 진로전환

되어왔다. 특히 전과는 대학생 진로수정의 대표

사건을 기회로 지각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진로전

적인 사건으로 대학생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환의 외부적 맥락과 심리 내적인 맥락을 이해하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하고 전과를 조력할 수 있

여야 하며, 생애 진로 분기점에 따른 진로전략과

는 대안과 지원체계 등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진로전환 지원체계에 관한 정책(김기홍, 임언, 이

전과처럼 활성화된 사건 외에 드러나지 않은 진

정표, 2008) 등이 논의되었다.

로전환에 관한 갈등, 시행착오 등은 지나치게 사

그동안 직업인이 아닌 직업 세계 진입 준비과

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크고 이는 대학생 진

정에 있는 대학생의 진로전환에 관한 관심은 미

로전환의 경험 맥락과 경험의 요소, 진로전환에

흡하였다. 취업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장애

관한 내부적 외부적 상황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

학생(김대룡, 신현기, 2011), 북한 이탈 대학생(박

을 시사하는 것이다.

순용, 홍현, 2015) 등 특수 환경에서의 직업전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진로 이야기를 통하

의 특성과 그에 관한 코칭적인 접근이 보고되었

여 맥락적 상황 안에서 진로의 중요한 변화를 탐

으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입학에서 졸업

색하여 대학생 진로구성 과정에서 진로전환 지점

까지의 재학 과정에서 겪는 준비, 직면, 대처,

과 진로전환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주제를 추출

적응, 안정이라는 전환의 단계를 모형화한 연구

하여 대학생 진로교육과 상담에 관한 폭넓은 시

(홍성연, 2019)가 있으나 대학생 진로전환의 개념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이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이

대학생의 진로전환 경험과 경험의 요소가 무엇인

다. 최근 대학생의 전과, 편입, 학업중단이 증가

지 알아보는 것이다.

하는 추세에 따라 전과, 편입, 재입학 등의 사건
이 주목되면서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박희인, 구

방 법

자경, 2011), 전공과 희망직업의 불일치(김진희,
2014), 전공전환 경험(서희정, 윤명희, 2018; 이수

진, 2012: 임은미, 송미숙, 이수진, 2011), 졸업유

연구참여자

예 경험(강경연, 박숙경, 이제경, 2015) 등 진로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진로전환에 관한 경

결정 및 진로 갈등, 갈등의 대처 등의 경험을 통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이름

성별

학년(나이)

주요 진로전환 경험

참여자 1

여

4학년(25세)

자연과학 전공 - 유아교육학 전과

참여자 2

남

4학년(25세)

화학 전공 - 군복무 - 휴학 1년(대입 재수) - 아동학 전과

참여자 3

여

3학년(26세)

경영학 전공 - 휴학 1년(공무원 시험 준비) - 간호학 편입

참여자 4

남

4학년(26세)

문학 전공 - 외국 교환학생 1년 - 외국어학 편입

참여자 5

여

4학년(25세)

공학 전공 - 휴학 1년(취업준비) - 국제학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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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풍부한 대학생 5명이다. 전과, 휴학, 복학 등

환 지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내부자적 관점에서

진로 경험을 보유한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경험을 구조화하고 의미 부여하고

유목적 표집 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진로

상호작용하는지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질적 분석

경험과 이야기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샘

방법(김영천, 2007)을 적용하였다. 질적 접근 안에

플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여 연구 참여자를

서 경험의 요소를 개념화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소수로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과 상황에 어떤 의미와

같다.

의도를 추구하는지 당사자의 관점을 포착하고자
(Denzin & Lincoln, 2011) 삶에 관한 사건들이 이야

기 형식으로 표현된 내러티브 활용이 적합하다고

자료수집

판단하였다. 내러티브 형태는 선형적으로 발전하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층 면담을 실

는 연대기적 속성을 갖기도 하고 주제별로 엮일

시하였다. 면담은 Siedman(1998)의 면담지침에 따

수 있는 에피소드나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라

60분 가량, 2회 진행하였다. 면담은 생애 이

(Michaels, 1981; 신동일, 유주연, 2006에서 재인용),

야기 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생애 이야기 면담

본 연구는 참여자의 진로 경험에 관한 서술적인

은 어떻게 개인의 삶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자료, 즉 내러티브에서 진로전환의 주제들을 분석

드러내는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를 수집하는 실

하고, 그 해석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담아 의미를

제적이고 전체적인 방법론적 접근이다(Atkinson,

만드는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1998). 생애이야기 안에는 정체성, 성격, 사회적

자료 분석 절차는 Wolcott(1994)의 세 가지 자료

관계성, 세계관이 담겨있어 개인의 삶을 전체로

유형 즉,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를 적용하였다.

보는 방식이며, 개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는 직선적이지 않고 순환

수 있다. 본격적인 면담 전에 Savickas(2011)의 커

적인 과정으로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리어 스토리 인터뷰를 참고하여 참여자 경험의

상호보완적인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술

시간성 차원과 내부적, 외부적 맥락의 상호성 차

(description)은 원래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료를 지

원의 진로경험에 관한 반구조화 형태의 질문을

키는 것이다. 면담내용이 전사된 텍스트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질문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진로

읽어가며 연구목적에 맞는 구체적 부분, 연구자에

경험과 떠오르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진로와 관

게 주목된 부분을 밑줄 그어가며 참여자가 말하

련된 가장 중요한 인물,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였다. 분

주시겠어요?“ 형식이었다. 예비 질문을 실시한 후

석(analysis)은 기술 단계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확

질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심층 면담을

장하기 위하여 자료의 주요 요소와 요소들 간의

진행하였고 녹음된 면담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축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일상적 언어로 이야기

어록으로 작성하였다.

한 참여자의 서술적 자료 안에서 반복되는 주제
를 추출하고 범주화하고 주제 간의 연결성을 전
개해 나갔다. 해석(interpretation)은 범주화된 주제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와 텍스트를 상대적으로 배치하며 의미들이 전체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진로전

적으로 연결되도록 자료를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 209 -

상담학연구

다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해석단

한 진로 진로여정은 ‘꿈-진로-취업‘의 내러티브

계에서 진로 경험들이 상호적으로 교차하는 이야

형식으로 재구성되었다.

기 안에서 진로전환의 계기와 사건으로 작용하는
네 개의 진로전환 지점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전

1. 진로 내러티브: 꿈-진로-취업

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재
구성하였다.

1) 초등 시기: 네 꿈은 뭐니?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성 확보

격려 또는 기대 받는 꿈 참여자들은 아동기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칭찬받았던 행동, 책, TV

본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대학

에서 보았던 인상적인 장면에서 시작된 꿈을 이

IRB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IRB 법규 및 연구 관련

야기하였다. 부모와 어른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목

서 격려받았거나 중요한 타인의 영향, 사회적으로

적과 내용, 비밀보장, 연구 참여의 이익과 부작용

유명한 사람을 닮고 싶은 소망. 또는 주변의 암묵

등을 참여자에게 설명하는 사전동의 절차를 거쳤

적인 기대나 주입으로 정해진 꿈을 키워왔다. 주

다.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기대가

변으로부터 격려와 기대를 받지 못하는 꿈은 차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관한 책임감 의식하고

츰 잊혀지거나 억압되었다.

민감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Josselson, 2007).
질적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자 단독으로 확보

어린 시절에 꿈 이런 걸 어른들과 대화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 독자가 함

본 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께 구성해나가야하는 것이다(조용환, 1999). 연구

요. 가르치는 일이 좋아 보였어요. 드라마 속

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연

주인공처럼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 장래희

구가 참여자와 외부인들에게 납득이 되는지를 검

망란에 교사 그렇게 써넣었던 것 같아요. -

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Lincoln과 Guba(1985)가

참여자 3

제시한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와 외부감사
(audit)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에서 분석과 해석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책 읽기를 시켰을 때

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자들과 이메일과 만남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읽어서 칭찬을 받았던

을 통하여 참여자 검토과정을 거쳤다. 외부감사는

일이 기억나요. 성우가 되고 싶어서 유명한

상담전공 박사 2명에게 연구의 해석과 결론이 타

성우가 쓴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친구

당한지를 평가받았다.

들 앞에서 발성 연습도 했는데 꿈을 연결시켜
주는 환경도 어른들이 없었지요. 주변에 성우
학원 같은 것도 없고, 학원이 있었더라도 아

결 과

마 쉽지 않았을 거에요. - 참여자 1

연구참여자의 진로 경험에서 시간적 차원과 상

어릴 적 부모님 이혼 후 외가에서 살게 되

호성 차원의 진로 경험 주제들과 개인들의 독특

었어요. 엄마는 돈 벌러 타지에 가시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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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간이 많았던 어린 시절은 애정 결핍감

중고등 시기는 그저 평범한 아이. 외모에

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피아노를 배우셨

대한 열등감이 많아서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것

고, 할머니도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저도 피아

같아요. 친구 관계도 좀 힘들었고요. 고등학교

노도 어느 정도 잘했고, 어느 정도 소질도 있

때 문이과 정할 때도 별 고민이 없었어요. 여

고요. - 참여자 5

자는 문과 남자는 이과 그런 분위기였어요.
남자니까 이과 쪽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

부모님께서 너는 절대 부모가 하는 일 물려

겼어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 쪽으로 수학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

잘하면 수학 쪽으로 방향을 전한다고 생각했

요. 부모님이 돈을 좀 벌긴 하시지만 새벽에

어요. - 참여자 2

나가는 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
거든요. 나는 도시에 나가서 사무직을 해야

중학생 때까지 공부를 좀 했어요. 고등학교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이

때 더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

켜보면 진로와 관련된 특별한 고민보다는 부

요. 스트레스로 눈에 문제가 생겼고 독서를

모님과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정도... - 참

못하는 최악의 상태까지 왔어요. 진로설계 할

여자 2

새도 없이 수능점수 올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지방 국립대 정도는 가야한다는 강박감이 있
었어요. - 참여자 4

2) 중․고등 시기: 입시 너머의 진로

진로포부는 성적 순

참여자들은 학업의 상대

자기이해라는 분투

참여자들은 중고등 학교

평가가 이루어지는 중학생 시기부터 성적 중심의

의 진로수업과 심리검사에서 적성, 흥미, 가치관

자아상이 형성되어 갔다. 가정과 학교, 학원에서

을 알아가면서 자신에 관한 이해와 직업에 관한

강조하는 성적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

지식을 넓혀갔다. 아동기와는 다른 경험과 경험

감을 경험하며 대학입시를 최종목표로 의식하였

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자아상을 발견하였다. 학

다. 성적 순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가 정해진

교에서 제공되는 단회성 진로 프로그램을 통하

다는 공부 신화를 내면화하였다. 학업 우수자들

여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가정

은 일찍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학업을 포기

환경에 따라서 진로 고정관념이 강화되기도 하

하는 경우 진로발달이 정체되면서 학업성적 차이

였다.

에 따라 진로포부의 양극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
작하였다.

막연히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으로 스트레스
를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고 항

청소년기에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

상 기숙사 침대에 엎드려 pmp로 영화를 봤었

사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를 목표로 상위권은

는데 그때 봤던 뮤지컬 영화들이 그때는 스트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했어요. 지금 돌아봐도

레스 해소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간의

아쉽거나 하지는 않아요. - 참여자 1

재능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뮤지컬 같은 것을 만들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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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 참여자 2

정보에 의존하거나 가정환경 등 외부 현실을 중
심으로 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심리검사 그런 거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직
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당

부모님 이혼 상황에서 엄마에게 부담 안주

시 결과를 누가 설명해주거나 그렇지 않았어

고 얼른 독립해야지. 속 깊은 어른아이라고

요. 대학에서도 비슷한 검사해 보니 비슷한

해야 하나.. 적어도 학비가 덜 드는 국립대가

결과가 나왔어요. 성실하고 반복적인 것을 잘

목표였어요. 대학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

하는 강점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현실적인

는 교대나 그런 쪽, 막상 대학 원서를 쓸 때

고민으로 이야기할 사람은 없었어요. - 참여

는 점수에 맞출 수밖에요. - 참여자 1

자 4
고등학교 때 이과를 공부했으니 당연히 이
흥미 적성을 알아보는 심리검사에서 항상

과 쪽으로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

예술형이 나왔어요. 고등학생 때 가수가 되려

하게 남자는 이과지 그런 식으로 정했어요.

고 소속사를 알아보았지만 오디션에 참가한다

여드름 피부라서 화장품 회사에 가서 피부 좋

든지 하는 것은 엄두가 안났지요. 성적은 상

아하지는 화장품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비슷

위권이었지만 내가 뭘 하고 싶어하는지 몰랐

한 화학과이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았어야

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 공부는 해

하는데 그런 화장품과 관련된 가가 있더라고

놓아야지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어른들은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랬어요. 저에

요. - 참여자 2

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잘 모르셨
던 거 같아요. 저를 존중해주는 것 같지만 어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했으나 부모

른들의 그런 대답이 싫었어요. 저처럼 다방면

님의 반대가 심하셨어요. 공무원인 아버지는

에 관심이 많은 케이스는 너는 이런 게 더 맞

실업계 진학은 절대 반대 하였어요. 적어도

는 것 같아 하고 짚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었

대학 졸업장은 부모님의 체면 같은 것이기도

을 텐데... 딱히 이야기 할 사람이 없지요. 그

했을 거에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무서워서

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 참여자 5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빠가 대학교
도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점수 맞추어서 4년제

수능 이후 진로 선택지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를 왔어요. - 참여자 3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과 전공 선택은 수능 이
후로 미뤄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수능과 내

대학을 서울 쪽으로 갈 수 있었으나 용머리

신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의도적으로 진로

보다는 뱀머리가 되고 싶었어요. 성적은 괜찮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차단하면서 적극적인 진

았지만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입

로 탐색을 오히려 현실적 진로준비의 장애로 여

학원서 쓸 때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취업이 잘

기기도 하였다. 진학과 진로 결정 상황에서는 수

되는 공대를 추천해주셨어요. 남학생들이 많

능점수에 맞추거나 부모와 교사가 추천하는 진로

은 과 특성상 새로운 분위기에서 대학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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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싶었어요. 이공계 여학생이라면 뭔가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 고민

색다르다고 할까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 참

을 많이 했지요. 제대하고 일 년 휴학하면서

여자 5

뮤지컬 전공하려고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준비
했어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고 저도 확신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 참여자 2

3) 대학 시기: 취업, 이상 속 현실, 현실 속 이상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참여자들은 대학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점수를 맞추어서

입학 후 학과 부적응, 취업의 불안 등 대학생의

왔고, 막상 공부가 흥미가 없고 어려웠어요.

현실을 직면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것과 하고 싶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격증은 하늘의 별

은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아르바

따기 같고... 공부 조금 해보다가 자포자기 상

이트, 다양한 선후배 등 직접적인 경험으로 자신

태였던 것 같아요. 언니가 공무원 시험 준비

에게 맞는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하고 있어서 저도 일 년 해보았는데 공무원은

적성에 관한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내가 할 공부는 아니였어요. - 참여자 3

진로확신이 높았으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의 일관
된 이야기가 없는 경우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대학 입학하고 적응이 힘들었어요. 남학생

하는 일의 확신이 약했다.

이 많은 공대 특성상 새로운 학과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고, 전공도 너무

생물 과목을 좋아했는데 막상 대학에 오니

재미없었고요. 전공이 어느 정도는 맞겠다 했

수업이 재미 없는 거에요. 무엇보다 취업이

는데 학점도 안 나오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

가장 불확실했어요. 저는 집에서 지원받을 수

어서 휴학했어요. 일 년 휴학 기간에 내가 하

없으니까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을까 대

고 있는 걸 봤더니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고

학 일학년 때 고민이 되었던 거 같아요. 막내

있더라고요. 내가 살려야 할 것은 언어구나

이모가 늦게 결혼하여 사촌 동생이 태어났는

확신이 들었어요. - 참여자 5

데 아기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이모
곁에서 사촌 동생을 돌보면서 보육의 어떤 관

중대 결심, 전과 참여자들은 대학에서 전공 부

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적응과 불만족으로 진로목표를 수정하거나 전과,

부터 강아지를 매우 좋아했어요. 부모님 반대

편입, 유학 등을 고민하면서 진로를 수정하는 돌

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다가 스무 살이 되던

파구를 모색하였다. 전공전환은 부모의 요구, 주

해에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고 그때 무척 행복

변의 권유, 자신의 주체적인 욕구로 진로수정의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 참여자 1

갈림길에서 자기 주도적인 도전의 용기를 발휘하
는 사건이었다. 주변의 수렴, 타과 수업 청강, 상

다들 주변의 친구들도 뭔가를 하는 것 같긴

담센터 이용, 등으로 치밀하게 전과를 준비하여

한데 서로 잘 모르지요. 학교 진로상담도 해

전과에 성공한 경우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경쟁

봤고, 선배, 주변 친구들과 조금씩 이야기도

력을 확보한 자신감으로 주체적인 삶으로 진입하

해보지요.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다녀오면

는 계기가 되었으나 전과 실패나 전과 적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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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경우 진로효능감이 떨어지고 진로 미결정의

망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서 망

방황이 반복되었다.

하자 그런 마음으로.. 부전공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안되면 외국에 나가서
살면 되지 뭐.. - 참여자 5

전과한다는 것은 이미 한 번의 실패라는 의
미잖아요. 두 번 실패는 안 되니까 전과를 앞
두고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수업도 청

스펙 쌓기와 마음 비우기

참여자들은 취업준

강해보고, 주변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어요. 여

비 과정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이야

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면서 결심했어요. 졸업

기하였다. 취업목표 결정 상태에서는 목표에 맞는

하면 취업이 되는 안전빵으로 - 참여자 2.

스펙 쌓기에 집중하지만 취업 목표 미결정 상태
에서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휴학과 졸업유예

나는 이미 공무원 시험공부를 한번 해보았

를 고민하였다. 휴학과 졸업유예 기간에도 진로목

잖아요. 공무원 포기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표와 현실의 불일치, 결과에 집착하는 압박감으로

못하는데 다행이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

현실을 회피하는 취미활동에 몰입하거나 현실과

모님께 할 말이 없지요. 의료는 엄마가 일하

타협하는 취업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타인과

는 분야이고, 오죽 잘 아시고 권할까 싶으니

비교하는 좌절감과 자기비하의 우울감에 빠지기

까 따를 수밖에 없지요. 어떤 친구는 일찍 전

도 하였다.

공과 상관없는 쪽을 준비해서 현재는 안정적
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현명한 거지
요. - 참여자 3

전과 후 전공이 재미있고 학점도 좋고요.
취업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젠가 점집에 가본

재수까지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대학교 다니

적도 있어요. 타인의 확인을 받고 싶은 거지

면서 방황하다가 교환학생을 가게 되어 딴 세

요. 지금 생각하면 이전 전공을 포기하고 전

상을 보았다고 해야 하나.. 내가 언어에 흥미

과하길 잘했어요. 현재 전공으로는 취업 걱정

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노어 매우 어렵다

은 안들어요. 조금 더 나은 직장에 가거나 그

고 하는데 저는 재미있더라구요. 다행이 편입

렇지 않거나 욕심을 버리면 미래에는 먹고 싶

을 했고,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학점 스펙도

은 거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과 편안하게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기업에 원서를 내보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 - 참여

있는데 자소서 통과도 어렵네요. 더 필요한

자2

스펙들도 있어서 졸업해야 할지 유예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참여자 4

어째튼 졸업하면 간호사 자격증은 따니까
미래의 보험은 되잖아요. 내 밥벌이는 할 수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영어. 국제부로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전과하려고 청강도 해보고, 재미있어요. 이전

하고 싶은 거에요. 나보다 어린 후배들도 열

전공보다는 분위기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심히 하는데 부모님도 공부한다고 하면 지원

획기적으로 인생의 반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주시지만 공부를 안 하면 더 걱정하고 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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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시니까요. 오늘도 토익시험 보는 날이었

격려 받는 꿈에 관한 경험과 이야기, 증고등 시

어요. - 참여자 3

기 ‘입시 너머의 진로’ 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흥미와 능력, 입시 중심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요즘은 취업하려면 무조건 전공을 버려야

미래의 진로포부를 유예하는 청소년기의 진로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교수님 이제 보니 딱 맞

달에 관한 경험과 이야기, 대학 시기 ‘이상 속

는 이야기더라 구요. 지원서 많이 써보는데

현실과 현실 속의 이상’ 은 구체적인 취업목표

광탈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요. 일찌

설정과 취업준비 과정에서 현실 요인들을 고려

감치 공무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현명했

하고 타협해가는 대학생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

던 같기도 하고, 눈을 낮추자니 그동안 열심

고 있다.

히 해온 것들이 아깝고. 흡족하지 않지만 공

한편, 대학에 재학 중인 다섯 참여자의 진로 경

무원 정도면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은 평

험의 중요 주제들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꿈-진로-

타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문과생들은 비

취업‘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하였고 이 내

슷할 거에요 - 참여자 4

러티브 형식 안에서 진로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하
며 새로운 진로를 설계해가는 네 개의 진로전환

이전 전공과에서 대기업 취업한 선배들 보

지점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부모의 진로지침‘은

면 나도 버텼더라면 지금쯤 취업하지 않았을

부모가 제시하는 진로목표와 진로지원을 그대로

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이공계가 취업 잘

따르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양가적 감정의 지점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된 사람은 소수에요.

었다. 두 번째 ’자기이해의 분투‘는 자신과 직업

자소서만 쓰고 있는 선배들도 있고... 도서관

세계에 관한 지식이 확장되면서 자아상과 진로포

에서도 다들 공무원에 관한 대화를 듣지요.

부가 거듭 수정해가는 지점이었다. 세 번째 ’전공

물론 저도 같이 전과한 친구도 공무원을 생각

전환‘은 자신의 주체적인 욕구 또는 외부적인 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어를 살릴 수 있는 직

구에 따라 진로수정을 결심하고 행동하는 결단력

렬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의 지점이었다. 네 번째 ’취업, 이상과 현실의 충

것 같아요. 잘 안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

돌‘은 취업준비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은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실패는 괜찮을

극복하거나 타협하는 지점이었다. 네 개의 진로전

것 같아요. 망하더라도 일단 나의 목표를 향

환 지점은 진로 여정 안에 부딪히는 새로운 이슈

해서 갈 겁니다. - 참여자 5

와 숙고, 실천적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이
며, 이상과 현실, 개인과 관계, 도전과 실패의 문
제를 해결해가는 새롭게 구성해가는 의미가 함축

2. 진로전환 지점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진로 경험을 초등, 중등,

‘꿈-진로-취업’의 내러티브 형식은 대학생의 진

대학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꿈-

로 경험을 넓은 관점으로 확장하여 조망할 수 있

진로-취업‘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으며, 진로에 관한 개인과 사회문화 환경의 상호

초등시기 ’네 꿈은 뭐니?‘ 는 초등 시기 현실적

작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특별한 이해의 유

여건보다는 환상적인 소망과 주변에서 지지받고

형이다. 또한 환상기, 잠재기, 구체기로 발달해가

- 215 -

상담학연구

표 2. ‘꿈-진로-취업’ 내러티브
꿈
내러티브

진로전환
지점

진로경험

진로

⟾

취업

⟾

초등 시기:

중등 시기:

대학 시기:

네 꿈은 뭐니?

입시 너머의 진로

취업, 이상 속 현실, 현실 속 이상

부모의 진로지침

기대 받는 꿈

자기이해의 분투

취업,

전공전환

이상과 현실의 충돌

진로포부는 성적순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자기이해라는 분투

중대 결심, 전과

수능 이후의 진로 선택지

스펙 쌓기와 마음 비우기

는 진로선택 여정(Ginzberg et al., 1957)의 대순환

논 의

과 각 발달 단계마다 반복되는 소순환의 역동적
인 구조(Super, 1990)를 보여주는 것으로 진로발달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 경험을 ‘꿈-진로-취업’

의 다층적 진로경험 주제와 진로전환 지점에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하였고 진로 경험 안에

부딪히는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가는 의미가 내

서 네 개의 진로전환 지점을 추출하였다. 네 개의

재되어 있다. ‘꿈-진로-취업‘ 내러티브의 다차원적

진로 전환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층과 구조를 도식화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세 개

논의하고자 한다.

의 층으로 이루어진 내러티브 형식의 위쪽은 아

첫 번째 진로전환은 ‘부모의 진로지침’으로 부

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의 진로발달 과정, 아래쪽

모 기준의 진로목표를 내사하거나 부모의 지침에

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로 경험과 이야

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등의 지점이었다. 자녀의

기 그리고 중간층은 유기적 진로 경험 안에서 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진로 기준과 포부를 주입

견된 진로전환의 사건과 요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되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녀의 전공 선택, 전

다른 한편으로는 네 개의 진로전환점 외에 모르

공전환, 직업 결정까지 관여가 계속되었다. <기

고 지나치는 수많은 진로 전환점들을 가정해볼

대 받는 꿈>에서 자녀가 부모 기준을 따를 때의

수 있다. 의미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접근

안전감과 부모 기준에서 벗어날 때의 실패 두려

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

움에 관한 양가적인 감정을 볼 수 있다. 대학생

으로(Craig & Huber, 2007) 대학생의 진로 내러티

진로와 부모 애착의 관계(김경희, 2009; 박은선,

브에서 무엇이 이야기되고 이야기되지 않는지에

이재창, 2009)와 청년기 발달과업 수행에 있어서

대한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 많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중요한 규범으로 여긴다는

관심을 두어야 함(Gubrium & Holstein, 2009)을 의

주장(최상진, 2000; 최인재, 2006)과 일치하는 내용

미한다.

이다. 부모의 진로 기준이 자녀의 대학생 시기까
지 미치는 큰 영향력은 진로 고정관념 강화와 진
로정체감을 유실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사고에서 권위와 외부 기대에

- 216 -

김경희 / 대학생의 진로전환 경험 탐색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청년기 자율적인 의사결정

인하는 수준의 단기적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실

능력의 취약성과(김선미, 심인성, 2006) 부모로부

정이었다. 대학 진로교육은 이전 단계와 똑같은

터 내사된 진로 결정과 자신의 온전한 선택을 분

방식으로 고민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되며, 보다

별해내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중․고

선택에 관한 주체적 재해석은 심리적 독립의 근

등시기의 진로교육과 연계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거로서도 매우 중요하며(강미영, 2019) 청년기 진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전문대학생의 진학, 전공

로발달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의 가족 이야기, 그

결정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변인에서 고교계열이

이야기 속에서 내재된 의미, 가치, 신념, 열망, 세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라는 결과(김성남, 최

계관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의 경험에 따

수정, 2012)는 청소년기의 진로상담의 중요성을

라 부모 관여가 억압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무관

강조하지만 실제 대학입시를 앞두고 문이과 선택,

여가 결핍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 강력한 부

전공 선택 등 청소년기의 본격적인 진로 고민이

모지침과 무관심은 지나친 독립성과 의존성의 역

대두되지만 부모와 교사 외 진로 고민을 나눌 수

기능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부모는 자녀 학

있는 진로 멘토가 부재하였다. 진로결정 과정에서

업성취도 저하가 학교생활 부적응, 심리적인 불안

부모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거나 또는 부모의

과 함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 진로 고정

해하고, 자녀 스스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

관념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진로포부는 성적

히 안내해주는 역할 이상을 넘어서 강압하지 않

순>은 학업 수준에 따라 스스로 진로포부를 제

도록 절제할 필요가 있다(박희인, 구자경, 2011).

한하는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의 진로 스토리를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상담에서도 독립

조력하는 멘토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성인

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서구문화와 관계의 조화

과 청소년의 중간자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지

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성이

각하는 대학생에게도 진로 멘토링은 직업정보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고, 진로 대안들을 찾

두 번째 진로전환은 ‘자기이해 라는 분투’로 중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생에게 선배들이 강

고등 시기 진로 교과 수업을 경험한 세대로서 진

력한 동기유발자가 되는 점에 주목하면, 전공별로

로캠프와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와 자기객관

선후배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진로 멘토링이 활성

화의 경험을 의미화하는 지점이었다. 자기이해력

화되어(임은미, 2013) 취업한 선배들이 기업 및 직

은 일생에 거친 과제로써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

무소개와 스펙사항, 준비 방향 등 실질적인 경험

욕구와 현실을 중재하는 자기이해력은 더욱 중요

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자아상과 직업세계, 대학전공의 정보를 종합

세 번째 진로전환은 ‘전공전환’ 으로 <중대 결

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목이 된다. 그러나 입시

심, 전과>, <수능 이후의 진로 선택지>의 진로

위주의 중고등 교육환경에서 제공되는 진로 프로

경험 주제가 보여주듯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그램은 대부분 단회성으로 자기 이해와 직업 세

충분한 탐색하지 못하는 대학서열 중심의 입시,

계의 지식을 확장 시키지 못하는 한계와 대학에

부모 의견으로 전공을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도 중고등 시기와 유사한 진로 관련 검사가 실

대학진학 후에도 전과, 재수, 편입의 기회를 포기

시되거나 개인의 진로포부와 진로장벽 문제를 확

하지 않는 것은 미충족된 교육포부에 집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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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유예, 또는 정체감 유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갈등을 실패나 부적응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과거

우리 교육 문화의 풍조라 할 수 있다. <하고 싶

의 경험과 미래의 가능성이 연결되는 변화과정을

은 일, 해야 하는 일>은 대학 1, 2학년 시기에

겪어가며 배워가는 실천지(practical knowledge)의

다양한 경험으로 진로에 관한 실제적인 탐색이

힘을 키워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Cochran, 1991).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군복

실천지는 작은 계기를 진로전환이 되는 바람직한

무 제도가 남자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뒤로 미

사건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

루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임은미, 2011; 홍영숙,

인 자아상과 사회지지체계라 할 수 있다. 우연한

2018) 군 입대 전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적

진로 사건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긍정적

극적으로 탐색하여 군복무 기간을 잘 활용하도록

인 특성과 행동력 등을 배우는 진로지도와 상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전과는 주도적 삶

이 필요하다(김진희, 2014; Chen, 2005). 한편, 최근

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생애사적 사건인 반면에

취업준비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뉴스(황효

부모와의 갈등, 학과 부적응, 관계문제 등 부적응

원, 2018; 이해나, 2019)로 보도되는 것처럼 휴학

상황 탈출을 위한 차선책으로써의 전공전환은 미

과 졸업유예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좌절감

해결된 진로의 문제 악화, 새 전공 부적응 스트레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스, 미약한 진로확신 등의 방황이 반복되었다. 학

휴학과 졸업유예를 일반화하는 분위기에 따라 휴

교 차원에서 복수전공 제도 등으로 대학생 전과

학과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준비, 전과 동기와 목적, 전공계열에 따른 차별적

정신건강에 대한 학교 차원의 심리상담 개입이

인 정보, 취업정보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할 것이다.

네 번째 진로전환은 ‘취업, 이상과 현실의 충

대학생의 진로전환 지점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

돌’ 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 부모의 가치

여 진로 경험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의 중요

와 태도를 절대적인 준거를 이상으로 여기는 우

성(McAdams, Josselson, & Lieblich, 2001)을 언급하고

리나라 대학생 진로 신화(손은령, 2006)가 내포 되

자 한다. 진로구성은 사회적 문화적 조건 내에서

어 있는 지점이었다. <부모의 진로지침>, <하고

의 개인의 행위와 사건에 대한 의미 찾기라는 반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의 진로 경험 주제에 나

성적 의식화를 담지하고 있기에(김소연, 2015) 한

타나는 직업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은 취업 이

개인의 진로 발달사와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포괄

후 직업전환을 반복하는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한다. 대학생 진로발달 역시 일련의 과정으로 경

비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김인숙, 2018; 전현

험요인의 상호연결된 경로로 이해되어야 하며(최

영, 손은령, 2014). 취업 목표와 현실의 불일치는

진영, 이광호, 2012) 과거와 미래, 개인적이고 사

비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나치게 현실지

회문화적 차원의 진로 경험들이 전체적으로 조명

향적인 결정, 타인의 준거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취업률 제고를 우선으로 하는 대학

대처하게 되는데(김기홍, 임언, 이정표, 2008), 최

교 진로상담 현장에서는 획일적으로 구조화된 프

근 졸업유예 현상과 공무원 시험 준비 열풍은 진

로그램이 쉽게 활용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이

로미결정 대학생의 표면적인 대응 현상이라 할

처한 상황과 삶의 맥락에 따라 차별적인 상담개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이상과 현실을 조율하는

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야기는 무엇이 일

현명한 의사결정 기술이 훈련되어야 하며, 진로

어났는가를 말하고 플롯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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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데(Foster, 1927) 플롯은 위기 사건, 삶의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대학생의 진로전환을 고

의미, 분명한 목표를 향한 조직화된 행동 등에 관

려하는 상담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한 것으로 삶의 전체 맥락에서 정체성을 설명하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 위한 지점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Savickas,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2011) 상담 장면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의 중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섯 명 대학생 명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자의 진로 경험을 탐색한 결과로써 이를 일

연구 참여자에 따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관

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여자는 지방

한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진로 확신

소재의 대학 재학생들로서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

이 높았으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관한 일관된

경험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추후 편입, 휴학, 졸

이야기가 없는 경우는 부모 등 주변의 의견과 정

업유예 대학생의 진로전환 경험 탐색이 이루어지

보에 혼란을 겪었는데 일관성과 지속성은 개인의

길 바란다.

특성들을 모으고 통합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

둘째, 본 연구는 비연대기적 속성의 내러티브를

고 발달시키는 기능을 한다(McAdams & Olson,

활용한 대학생 진로전환의 주요 주제를 분석한

2010). 진로구성을 위해 삶의 이야기를 재해석할

연구로써 진로 경험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탐색하

때에는 삶이 가진 경험으로서의 속성을 인식하면

지는 못하였다. 추후 근거이론, 구조방정식 등의

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강미영, 2019).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진로전환 경험의 주요 요인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가족적 내러티브

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생애 변화의 경험에

축적된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러티브 해석

관한 짧은 이야기들은 전체 삶의 거대한 이야기

방법을 통하여 시간성과 관계성에서 구성되어가

로 통합하기 위하여 개인의 다양한 생애 역할의

는 진로발달 과정을 보다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

상대적인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진로상담 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에서 본 연구에서 추출된 진로전환 지점을 내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재학 중인 취업 준

담자의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하는 주제로 활용할

비 대학생 진로전환 탐색으로 진로전환 이후의

수 있을 것이다. 진로 현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

자기이해 수준, 취업 만족도 취업 이후의 직업 변

며 진로 준비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글

화적인 경험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추후 전로전환

쓰기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전후 경험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대학생들에게 진로 저널쓰기, 진로 연대기 작성,

를 바란다.

정체성과 행위를 조망하는 면담방식으로 tellingretelling 등의 상담기법(White, 2010)이 유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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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llege students’ career transi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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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college student career transition experience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career transition experiences of five participants and the interview data were qualitatively analyzed. As the
results, the participant’s career experience was reconstructed to the narrative form of ‘dream-career-employment’
and four career turning points inherent in the career experiences were extracted. The first turning point was the
internalization and departure of the career standards that parents wanted. The second one was discovery of
self-understanding. The third one was worry over career transition and decision. The last one was a conflict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the employment goal. The insights about career experiences that implied at
the career transition point and practical behavioral implications for college student career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The study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diverse prospect of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rough career transition points by analyzing the
career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in multi levels.
Key words : College student, Career experience, Career transition, Narrative,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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