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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을 내부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주어진 조건과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로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를, 7개 학교 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규명해보고자 했다. 1)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문제를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가? 2)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로활동을 펼쳐나가는가? 3)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주어진 상황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에 대해 판단과 행동을 하는가? 첫 번째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중학교 진로교육으로 인해 진로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진로정보가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일반고 진학 후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문제를 ‘자기과제’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희망, 요구를 고려하여 조율해야 하는 ‘타협과제’로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제시했다. 두 번째 결과는 학생들이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활동들을 선택했는지, 이와 대조적으로 어떻게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진로활동을 수렴시켰는지를 제시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판단과 행동이 공간, 시간, 인적,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 자기구성과 입시 준비 사이를 

왔다갔다 반복하며 ‘발현’되는 과정임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이 보여준 진로선택을 자기구성적 

과정으로 재해석해보고 학생들의 진로활동이 단순 체험활동을 넘어 

자기언어를 바탕으로 자기표현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진로선택의 복잡성을 논의하고 학생들의 

선택이 단순히 상황에 눌려 내려진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선택이나 

최종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조건과 맥락에 따라 임시적,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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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자 ‘타협’으로 이해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학생 

행위자성 개념에 비춰 진로선택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선택에 붙박인 맥락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논의에 비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선택’이 촉진되는 

데 필요한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주요어 : 진로교육, 학생 진로선택, 일반고, 교육과정, 진로구성(career 

construction), 학생 행위자성(student agency) 

학  번 : 2013-3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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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에서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이다.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 졸업 이후 

성인으로서 그들이 걸어가게 될 이 ‘길’이 달라질 것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이 ‘길’은, 넓게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고라는 

맥락에서는 대부분 대학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즉,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그들이 삶으로서 살아가게 될 

‘어떤 길’의 문제에서 ‘어떤 대학’ 혹은, ‘어떤 전공’의 문제로 

그 외연이 상당히 축소되어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치열한 교육열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학 입시의 중압감으로 인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가 ‘진학’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 강고한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가 진학으로, 더 명확히 말하면,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으로만 천착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노력들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유지시키는 프레임워크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 온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대다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직전에 일반고에 

다니며 그곳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갈등과 고민을 겪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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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여러 시도들이 지속되어 왔으며, 진로문제는 학교 교육에서 등한시 

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이후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급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고 진로교육의 위상과 역할이 이전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의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 발표를 필두로 학교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개발 및 배포,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체험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방안,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었다(문승태, 2016). 이러한 일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노력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과 전공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이인수, 2017)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진로고민과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과 여건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진로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입시 전형 방식에도 

변화가 시도되었다. 점수 위주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소위 말하는 

수능 중심의 한 줄 세우기식의 입학전형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정과 

결과, 대학지원동기, 인성, 관심 영역, 노력과 열정 등 학생의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시행되었다(교육부, 2014). 특히,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이 기록되는 

학생부의 비중이 대학 입학전형에서 중요시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학교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수능 준비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성과 흥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학교 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황현정 외, 2017).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적으로도 일반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했다.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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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이래로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진로에 대한 희망이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교육과정은 문·이과에 편중된 채 

대학진학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화된 

교육과정은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떨어뜨려 이른바 잠자는 

일반고 교실의 문제(김정빈, 2016)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희망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시행(박나실, 2016; 한혜정, 2011; 홍원표, 

2014)됨으로써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이 시도되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최근 고교 학점제의 도입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담아내기 

위한 교육과정적인 노력과 시도에 해당된다.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외부에서 투입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일반고 진로교육과 

관련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해보면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2007년~2008년 일반고의 『진로와 직업』 교과목 운영 비율은 

5.5%(김승보·방혜진, 2010)이었던 데 반해 2015년에는 53.8%로 

증가하였고(장현진 외, 2016), 2011년 도입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2014년에 94.5%의 중등학교에 

배치되었다(서유정·김수원·박천수·정윤경, 2016). 일반고 진로체험의 

종류가 직업인 멘토·특강, 현장견학,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 등으로 다양화되고, 이를 체험한 학생의 비율도 

2010년에는 35.5%였던 것이 2011년에는 66.9%로 

증가하였으며(정윤경·김나라·서유정, 2011), 전반적인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2014년에는 3.37에서 2015년에는 3.60으로 

높아졌다(장현진 외, 2016).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들은 일반고 진로교육에 대한 급증된 관심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시도된 노력으로 인해 이전보다 진로와 관련된 

학생들의 학습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양적인 측면에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진로교육이 

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만으로 점철되지 않고, 학생들의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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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그 삶을 위한 자신의 관심, 흥미, 적성, 꿈, 비전 등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탐색(문진·소경희, 2016)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외적 노력과 

시도가 통계적인 접근을 통한 진로교육의 만족도 확인 또는 진로 탐색 

기회의 확대 여부 확인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노력과 시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그 효과와 결과를 질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새로이 주어진 바에 대한 학생들의 피상적인 만족 여부만을 

단순 체크하는 데 그친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10여 년간 국가 정책적 차원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그리고 교육과정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이에 대해 학생들이 받은 진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만을 묻는 것은, 내부자로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문제의 

복잡다단함을 충분히 포착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식의 접근은 복잡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일반고 

학생들 나름대로 내리는 판단과 행동을 다채롭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주어진 바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대상 즉, 수동적인 응답자로만 여겨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은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해소한다는 교육적 

당위성과 가치가 외부에서 아무리 선언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내부자인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달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격이자 학생들에게 

부담감과 불안만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내부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일반고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의 문제로 이해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 즉 진로‘선택’의 문제에 주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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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로연구 분야의 흐름이 

발달심리학에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정지은·주홍석·정철영, 2013),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물들은 주로 학생 개인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드러나는 심리적 측면을 분석한다. 예컨대,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변인을 규명하거나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박관성·이상무, 2019; 송지숙·안귀여루, 2014; 윤민종, 2016; 

이기학·조미랑, 2003; 이상준, 2011; 이현림·남혜경, 1999), 혹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관한 심리적 특성, 상태, 수준을 

분석한다(이아람·김보영, 2015; 장봉석, 2017). 또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을 유형화하거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구분해보는 연구(방혜진, 2016; 

양미진·허자영·채민정·김경민, 2010)도 수행된다. 한편, 학생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진로선택을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포부와 ‘진학’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학교 유형, 

문화자본 등의 영향력을 분석한다(김미란·박병영, 2009; 

김양분·임현정·남궁지영·박희진, 2014; 박미희·김성식, 2013; 

변수용·김경근, 2010). 즉,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가 대학 

진학을 위한 그들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선택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역동성의 문제로 다루거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의 영향력이 선택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매커니즘을 

분석한다. 물론, 양쪽의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해 상호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진로선택에 대한 학생 

개인과 구조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태를 

충분히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한쪽에서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의 진로선택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학생 밖의 사회구조 차원의 특성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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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보이는 주된 관심이, 앞서 연구자가 

제기한 일반고의 내부자로서 학생의 관점에서 진로선택이 2010년 이후 

일반고에 투입된 외적 시도와 변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데 있다. 일반고 학생들은 주어진 

상황과 그에 따른 제약 사항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학생 스스로가 하고 싶은 바를 자유롭게 펼치는 

자기주도적 존재도 아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그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했던 바와 그에 바탕으로 두고 내리는 의도적인 판단과 

행동이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이해할 때, 학생 개인의 선택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의 복잡성이 풍부하게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행위자성이 발현(emerge)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Emirbayer와 

Mische의 ‘행위자성’(agency) 개념은 이러한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론적인 프레임으로서 주목해볼 만하다(Emirbayer & Mische, 1998). 이 

개념은 최근 교육학 영역에서 다양한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 

행위자성(혹은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양상을 밝히는 이론적 틀로서 

주목받고 있다(Priestley, 2011; Priestley, Biesta, & Robinson, 2015; 

Rajala & Kumplulainen, 2017). 국내에도 제한적이지만 행위자성 개념을 

학계에 소개하거나(이성회·정바울, 2015), 이를 교사 행위자성으로 

해석한 Priestley의 연구를 소개하고 국내 교사교육 연구를 고찰해보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있고(소경희·최유리, 2018; 이성회, 2017), 교과 

교육 쪽에서도 이 개념을 활용한 교사 행위자성에 대한 연구(김갑철, 

2018; Zhang & Wright, 2017)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러한 행위자성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의 행위를 단순히 개인 내면의 심리적 

작용에 의한 의도적 행동만으로, 또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영향력만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행위자성 

개념은 인간 내면의 행동과 판단에 대한 의지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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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성취되는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모두 고려되어 행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자성 개념은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시도하고자 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말하자면, 행위자성 개념은 2010년 이후 일반고의 진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외부의 국가 정책적, 재정적, 제도적 차원의 

시도와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일반고 내부에서 직접 발을 딛고 서서 

이러한 외적으로 투입된 바들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입장 모두를 

설명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어떠한 진로선택의 과정을 경험하는지를 학생 선택 행위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반고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여러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시도가 일반고의 내부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진로선택의 

문제와 관련지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7개 학교 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중심의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일반고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문제를 재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일반고 진로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문제를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가? 

최근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진로교육에 노출되어 진로문제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 좀 더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 연구문제에서는 일반고에 입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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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학교와 달라진 일반고에서의 진로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다.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이해는 어떠한 점에서 이전과 동일하며, 또한 어떠한 

점에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기와 동기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로활동을 펼쳐나가는가? 

일반고에 진학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중학교 시절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떠한 진로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워가며,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한다. 이 연구문제에서는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대별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진로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바들을 어떠한 진로활동들을 통해 

어떻게 전개해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주어진 상황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에 

대해 판단과 행동을 하는가?

일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내리는 판단, 신념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취하는 행위는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한 맥락이 이를 온전히 결정짓지는 않으나, 학생들의 선택, 판단, 

행위와 관계를 맺으며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행위와 얽히게 된다. 

이 연구문제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어떠한 맥락과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취하는지를 탐색한다. 

즉, 일반고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맥락과 상황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반대로 

학생들은 진로선택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들을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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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진로의 다의적인 개념과 

진로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진로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지형 속에서 본 연구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관점과 이론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가 일반고 

교육의 핵심적인 내부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진로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탐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 행위자성(human agency) 이론에 비춰 학생 

행위자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관한다. 

1. 학교 진로교육에서의 ‘진로’의 의미 

  진로(career)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일(work)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된다. 영어의 career 역시 경력, 직장생활, 직업 등 일과의 관련된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사실 career의 의미는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이 

달리는 트랙 혹은, 길이라는 뜻의 라틴어 cararia에서 유래되었으며, 

일과는 무관한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적으로 ‘길’이라는 

career의 의미가 일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한 시기는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한 20세기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일과 관련된 개념의 

career는 사전에도 등장하지 않았다(Inkson, Dries, & Arnold, 2015). 

  20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게 된, 일과 관련된 career의 개념은 

의무교육을 마친 뒤 보수를 받고 하게 되는 일(paid work)로 

인식되었다(Barnes, Bassot, & Chant, 2011). 여기서의 일은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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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 현대 사회의 직업(job)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도제제도에서 

훈련생이 적은 임금을 받고 하는 일로서 이해되었다. 이 후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게 되고 직업에 따른 지식과 기술 역시 

분화되어, 일의 개념은 좀 더 조직화되고 분화된 직업에 가깝게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career의 의미 역시 도제를 통한 단순한 일과 

관련된 활동에서 좀 더 분업화되고 복잡하고 발전된 의미의 일로써 

이해되었다. 요컨대, 20세기에 등장하게 된 career의 의미는 학교 졸업 

후 개인이 얻게 되는 일로 보았던 것이다(Gordon, 2008; Guichard, 2001). 

  그러나 career의 개념은 중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인구의 급증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즉, 중등교육 기관 졸업 이후 개인이 하게 되는 단순한 

‘보수를 받는 직업’(paid work) 수준으로 일의 개념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career의 의미는 단순히 보수를 받는 

일에서 중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활동까지도 

포함하여 그 외연적 의미가 확장되었다(Conley, 2010). 

  career의 의미 변화는 직업과 진학을 모두 포함하게 됨에 따라 그것의 

외연의 폭이 확장된 것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러나 Watts(2001)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 의미 모두 개인이 조직화, 규격화된 격자 공간에 

위치 지어지는 바를 강조한 것으로서 이러한 career의 의미는 전통적인 

관점에 해당되며 이 때 career는 매우 정련되고 순차적인 성격을 띤 

고정된 실체에 가깝다. 비유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 속에서는 

career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개인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하게 되는 일이나, 대학이나 모두 과거에는 큰 변화의 폭이 

없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변화와 글로벌 마켓의 

급속한 변화는 career의 전통적인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개인이 조직이나 사회와 맺는 관계의 본질이 종신과 

충성(tenure and royalty)에서 경제성에 근거를 둔 단기 계약으로 

변화”(Patton & McMahon, 1999: 182)됨에 따라,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career를 재협상해야만 하는 사태를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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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전통사회에서는 종신 계약 형태의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안정성을 뜻하게 된 측면을 보아도 career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career의 

표층적인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진로균열(careerquake)(Watts, 

2001)이라고 불릴 정도로 career의 의미의 기저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새롭게 요구되는 career의 의미에는 학습과 일에 대한 개인의 생애적 

차원의 성장이 부각되었다. 전통적인 career의 의미가 의무교육 직후의 

보수를 받는 일 혹은,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활동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모두 개인이 비유동적인 조직이나 고정된 일에 진입하는 바를 

의미하여 상대적으로 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career는 일생을 거쳐 개인이 자신의 학습과 일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유동적인 일생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형성해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생애성과 자기주도성의 

논리가 전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career의 의미도 이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생애에 걸쳐 개인이 갖게 되는 역할의 연속과 결합(Super, 

1980)이라든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일과 관련된 경험의 

패턴(Greenhaus & Callanan, 1994) 등 개인의 일생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의 총체가 career로도 

이해되며, 이 때 일은 여가생활, 사회활동, 봉사활동, 가정에서의 일 등 

개인이 살아가면서 수행하게 되는 일(work)이 곧, career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임언 외, 2008; 최동선, 2003).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career의 의미는 강조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Barens, Bassot, 

그리고 Chant(2011)는 최근 career의 의미에서 강조되는 개념을 

정리하여, 의미통합(inclusion), 참여(participation), 전생애적인 

성장(lifelong progression), 자아 구성적 정체성(self-constructed identity), 

잘 삶(well-being)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통합은 삶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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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여는 사회에 참여와 자신의 

일을 통한 타인의 웰빙에 기여하는 것을, 전 생애를 통한 성장은 삶을 

통한 학습과 일에서의 발전을, 자아 구성적인 정체성은 긍정적인 

정체성과 자신을 위한 미래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잘 

삶은 의미 있는 일의 성취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진로의 의미는 변형가능하고 다채로운 형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프로틴 커리어(protean career)(Hall, 1996), 하나의 조직에 

묶이지도 않으며 순차적인 계열성을 띠지 않는 커리어를 뜻하는 무경계 

커리어(boundaryless career)(Arthur & Rousseau, 1996), 비표준적인 

고용관계와 다른 조직이나 기업체 간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추구하는 

혼종적 진로(hybrid career)(Bailyn, 1991) 혹은 맞춤형 커리어(cutomized 

career)(Valcour, Bailyn, & Quijada, 2007) 등 좀 더 융통성 있고 변화 

가능한 성격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career의 의미는 직업, 보수를 받는 일, 진학에서 점차 개인의 생애, 

생애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로 정의됨에 따라 그 성격 역시 

고정성보다는 유동성, 변환가능성, 다방향성 등 개인의 스스로 구성하고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그 외연의 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가정하고 ‘진로’의 개념이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career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새로운 이해 

사이 학교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은 어떤 갈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학교에서 수행되어야 할 

진로교육의 개념을 ‘진로관련 학습’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Jo, 

2013).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의 진로교육이 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진로교육은 단순히 

이러한 측면에만 국한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일 관련 학습(work related learning), 정보·상담·지도(information, 

advice, & guidance)를 통합한 진로관련 학습(career-related learn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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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림 2-1] 진로관련 학습(career-related learning) 

출처: Jo(2013). School organisation and STEM career-related learning. 3쪽

  여기에서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학습과 일에 관해 

기회를 탐색하고, 변화에 대해 자신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포괄하는 일련의 활동과 참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신의 

장점, 가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능력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 관련 학습은 1) 일을 위한 학습, 2) 일에 관한 학습, 

3) 일을 통한 학습으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정보·상담·지도 측면은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최근 

정보들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정보를 수집, 이해,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고, 전문가의 지원과 지도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Jo의 연구는 그동안 전통적 

관점에서 진로를 이해해오는 입장과 새롭게 진로에 대한 의미의 외연을 

확장한 관점을 통합하여 학교에서 제시해야 하는 진로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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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 동향  

가. 진로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다. 진로 학습, 

진로 학습과 계발, 진로 상담, 진로 지도 등 진로교육이 활용되는 

맥락과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Sultana, 2013). 

career의 의미가 다양하듯이, 진로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합의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 대한 의미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교육활동인지 정도는 언급된다. 진로교육의 개념이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일의 세계로의 전환(transitions)을 돕는 지식, 이해, 기술을 발달시키는 

계획된 활동이나(Andrews, 2011; Patton, 2005) 혹은, 광범위한 

활동(Moote & Archer, 2017)으로 제시되는 바가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진로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학자마다,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진로교육에서의 다양한 강조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시초로도 볼 수 있는 직업 지도(vocational guidance)와 이를 기반으로 

발전된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며, 이 전까지는 학교 졸업 후 직업을 찾는 

학생들에게 실시된 직업 지도가 있었다. 직업 지도의 등장은 당시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은 당시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과 산업에 맞는 유용한 지식과 행동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Herr, 2013). 이러한 주장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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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다양한 경험에 따라 유용한 일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Frank Parsons이었다. 

그는 현대 진로발달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을 제공한 진로 및 

직업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선구자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Parsons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여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 지도의 세 가지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Barnes, Bassot, & Chant, 2011). 첫 번째 단계는 학생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즉,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 능력, 흥미, 야망, 자원, 약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학생이 다양한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기회, 

특징, 필수요구 사항에 대한 지식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에 근거하여 자신과 직업을 연결 지어 현명한 

의사선택을 하도록 한다. 요컨대, Parsons는 학생, 직업, 선택 총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직업에 대한 학생의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준비시키는 

활동이 곧 직업 지도라고 보았던 것이다(Guichard, 2001). 

  직업 지도에 관한 Parsons의 관점은 최근까지도 진로이론에서 

회자되는 특성-요인 이론(trait and factor matching theory)의 기초가 

된다. 특성-요인 이론은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식별하여 직업 특성에 맞추는 것을 강조한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이러한 이론은 학생이 직장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처방을 내려준다는 점에서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학교 진로교육에서도 진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배적으로 작용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이다. 

  또한 특성-요인 이론은 개인의 차이성을 주목함으로써 능력이나 

개인적 성향과 같은 자아(self)의 특질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는 

성격이론의 발달을 촉진시켰다(Watts et al., 1996). Holland의 성격이론 

역시 특성-요인 이론에서 기인된 진로발달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Holland는 개인의 성격과 환경 사이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선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직업적 흥미는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불리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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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을 곧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74)라는 대전제를 토대로 

성격이론을 제시하였다. Holland의 성격이론은 모든 사람을 여섯 가지 

성격 유형(RIASEC; Realistic,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Conventional) 즉, 실재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비교하여 6가지 유형 중 

적절한 유형의 사람을 서로 매칭(matching)시키는 것이다. 

  Parsons의 접근은 진로이론이 발전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고, 실질적으로 학교 진로 지도를 통해 전환기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처방을 내려 학생들의 선택을 도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Parsons를 비롯하여 특성-요인이론과 

성격이론은 개인과 직업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지만 개인의 특성이 

장시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역동성과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Barnes, 

Bassot, & Chant, 2011).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과 환경을 모두 

정적인 대상이자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Bimrose, 2012; McMahon & Watson, 2006). 

이러한 비판은 진로발달이론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진로교육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접근

1) 매칭관점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으로의 변화 

  Parsons의 관점에 터해 발전된 특성-요인 이론이나 성격이론의 개인과 

환경에 대한 실증화되고 객관화된 이해는 포스트모던적 관점에서 새로운 

진로교육을 제시하고자 한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Patton(2005)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개인과 환경 사이 매치(matc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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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이론을 비판한다. 첫째, 자아와 환경(혹은 일) 간의 매칭을 

강조하는 관점은 개인의 성격을 결정하는 잣대가 객관화된 

유형분류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때의 유형은 일반화된 고정적 

실체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부각되는 일의 특징은, 일을 통해 개인이 

만들어내는(construct) 주관적인 의미를 중요시 하고 개인의 특성에 대한 

분류가 객관적이고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간주한다. 둘째, 기존의 이론은 학생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진로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은 

단선적이며 인간과 체제의 영향력 사이 복잡성을 간과한 것으로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실증주의적이며 객관주의적인 관점을 

통해서는 인간과 환경의 복잡성, 예측불가능성, 역동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실증주의적인 매칭 기반 진로이론이 제시해온 

진로에 대한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Savickas, 1993). 개인과 환경(진로, 직업, 일)을 객관화하여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좀 더 인간의 융통성, 

수용성, 평생학습의 차원을 주목하여 개인과 환경 사이 복잡성을 

이해해보자는 것이다. 진로이론에서 Krumboltz의 진로결정에 대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decision making)이나, 

Gottfredson의 제한, 타협, 자기생성 이론(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이나 Lent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이 대두된 이유도 이와 

관련된다. 인간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발달시키는 복잡한 과정이 

실증주의나 객관주의적 이론에 의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Krumboltz의 이론은 개인이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영향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기존의 이론들이 과학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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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특징지어진 환경과 개인 사이 합리적인 일치를 강조하였던 데 

반해, Krumboltz는 개인이 환경(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목했고 특히 이 결정과정에 작용하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Mitchell & Krumboltz, 1996). Krumboltz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과 사건, 과거의 학습 경험,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는 

기술 등 총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개인의 직업 선택이 이 네 가지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제시했다.

  Gottfredson도 개인의 진로선택의 ‘과정’에 주목하였는데, 그녀가 

쟁점으로 삼은 바는 젠더와 계층의 차이가 개인의 진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있었다(Gottfredson, 2002). 특히, 그녀는 진로선택의 

과정에서도 개인이 직면하는 장애물들에 주목하여 젠더와 계층의 차이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밝혔다. 

예컨대, 개인이 진로선택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젠더와 계층의 차이로 인해 개인의 만족이나 진로에 대한 개인의 포부를 

어떻게 제한하고 타협하는지를 분석했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학문적 

기여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 개인이 보이는 선택의 제한(circumscribe) 

단계와 타협의 특성과 정도를 밝혔다는 점이다. 

  Krumboltz와 Gottfredson은 개인의 진로 선택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탈맥락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을 진로이론에서 주목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rown(2002)도 이 두 학자의 이론이 진로이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들보다 환경과 그 환경과 개인의 선택 사이의 복잡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이론이 개인의 특성과 그에 바탕을 둔 개인의 

선택이 보이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진로이론의 대표인 진로구성주의적 접근과의 사이에 

가교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신에 그는 Lent와 그의 동료들이 

발전시킨 사회인지진로이론이 개인과 환경 모두의 특성을 밝혔으며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진로 선택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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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적인 진로이론들의 발전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상당히 방대한 양의 여러 개념과 특성, 

그리고 개인의 진로행동 모형들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학생의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Lent, Brown & Hackett, 2002: 273).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말하는 

개인의 진로 선택은 1) 진로 목표 설정과 같은 진로 선택에 대한 표명, 

2) 개인의 선택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행동, 3) 성공과 실패와 같이 

수행에 대한 성취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작용을 통한 미래 진로 

행동의 재구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개인의 진로 선택의 세 차원에 

앞서, Lent와 그의 동료들은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차원의 배경이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혔다. 즉, 배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요인을 

촉발시키는 매커니즘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과 개인적 요소가 

개인의 진로 선택의 세 차원인 진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고정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다시 개인의 

진로에 대한 목표와 행동을 재구성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제시했다. 

  이렇듯 진로이론에서 전통적인 접근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해보고자  

사회학습이론, 제한, 타협, 자기생성 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선택과정과 그 과정에서 환경적 특성과 그 영향력,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데 주목했다. 이 이론들이 인간의 진로 

선택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시도한 바들은 이후 구성주의적 

접근의 진로이론의 발전을 촉진하는 발판이 되었고 구성주의적 

진로이론은 기존의 이론을 매개로 개인의 좀 더 융통성 있고 변화무쌍한 

진로에 대한 이해와 그 선택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두로 발전된 대표적인 진로이론은 개인의 

주관성, 자기 개념, 자기 주도성 등이 부각된 진로구성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1)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진로의 

1) 물론, 진로이론에서 인간의 생애 발달적 차원을 고려한 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

(life-span theory)도 있다. 기존의 특성-요인 이론이나 성격이론이 특정시기에 개인이 

내리는 직업선택을 강조한 데 반해, 생애진로발달이론은 인간의 아동기부터 노년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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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주목한 만화경 커리어 이론(Kaleidoscope Career Theory)이 

있다. 

  진로구성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만의 career 구성하고 그 자체가 삶의 프로젝트로 

간주한다(Savickas, 2005). 기존의 진로이론이 주로 career와 개인을 

매칭시키는 데 방점을 두었다면, 진로구성이론은 career를 통해 개인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요시한다. 개인이 

자신의 career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강조는 곧, 진로를 스토리 

혹은, 내러티브로 이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진로구성이론은 

특징-요인 이론에서 비롯된 진로발달이론들이 career를 학창시절부터 

직장 은퇴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의 연속체로 이해한 지점을 

핵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대신에 진로구성이론은 career를 일에 관한 

경험의 총합으로 보지 않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생성하는 응집력 있는 총체(cohesive whole)”(Savickas, 2005: 

43)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vocational personality), 진로 적응성(career adaptability), 

생애주제(life themes) 측면에서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를 생성하는 

내러티브를 중요시 하게 된다. 

  이러한 진로구성이론의 세 가지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의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진로, 즉 개인의 내적 특성과 환경 체계 특성이 인간

의 발달 과정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강상경, 2011)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진

로이론은 분명 특정 시점의 인간과 환경의 특성을 도출하는 작업에 천착하지 않고,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진로가 성장과 쇠퇴의 지속적 

과정임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또한 Super의 이론은 인간의 성장 과

정을 성장기(13세 이전), 탐색기(14-24세), 확립기(25-45세), 유지기(45-65세), 쇠퇴기(은

퇴이후)와 같이 특정 주기별로 구분하여(김봉환 외, 2018), 주기별로 나타나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특성과 수준(예: 진로행동, 진로성숙의 특성과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Super의 

이론은 인간의 진로발달 과정을 연령에 따라 분절시킴으로 인간의 성장을 구획화하고 

각 구획의 특성과 수준을 도출하는, 말하자면 연령별 특성-요인 이론으로 귀결되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발달이 연령별로 요구되

는 특성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를 미성숙으로 낙인찍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예

컨대, 확립기에 성장기와 탐색기에 제시되는 특성이 나타나면 미성숙한 진로발달이라

고 단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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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관련한 개인의 특성’은 진로와 연관된 능력, 필요, 가치, 

흥미를 뜻한다. 이는 Holland의 성격이론에서 정의되는 직업적 흥미에 

관한 개인의 성격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Holland가 도출한 개인의 

성격은 개개인의 독특하고 사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개인의 

특성은 타자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특히 집단에 적절한 자원으로서 

개인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인식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진로구성이론에서 말하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는 Holland의 관점보다 좀 

더 개인의 주관성에 근거한 직업에 관한 개별적인 이해(idiographic 

perspective)를 강조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생애주제와 자아개념이 진로구성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생애주제는 개인의 진로스토리에서 

주관적으로 의미 부여된 이야기의 주제(themes)로서, 성격이론과 달리 

자아가 위치한 장소, 시간, 역할에 따라 맥락화된 개인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진로구성이론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진로구성이론에서 

중요시되는 또 다른 개념인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진로발달 

과정을 성숙의 수준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으로의 

적응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Savickas는 이 적응의 과정에 4C(Concern, 

Control, Confidence, Curiosity)가 요청된다고 보았다(Savicka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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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avickas의 진로적응성 4C 

  관심(Concern) 즉, 진로에 대한 관심은 진로적응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역할로서 미래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계획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태도는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이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여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진로, 세계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으로 

진로적응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통제(control)로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다는 신념(belief)과 같은 

것이다. 즉, 자기훈련, 노력, 인내를 통해 다가올 변화를 개인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적절한 바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이 통제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호기심(Curiosity)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것을 뜻한다. 이는 미래에 자신의 다양한 모습 즉, 가능 

자아들(possible selves)을 미리 예상해보고 대안적인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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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마지막 요소는 자신감(Confidence)으로 이는 개인이 선택한 

바에 대해 자신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하는 태도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Savickas와 

Porfeli(2012)는 4가지 C를 통해 진로적응성을 갖춘 개인을 1) 진로에 

대한 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2) 미래에 대해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추고, 3) 미래의 가능 자아들과 대안적 시나리오를 

탐색함으로서 호기심을 보이며, 4) 자신의 열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전통적으로 진로발달이론들은 개인과 환경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특성들을 추출하고 개인이 환경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태도, 

역량,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적인 특징은 

개인과 환경을 명확히 구분하고 양자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진로구성이론은 개인 혹은, 환경 어느 한쪽에만 주목하기보다 

변화해가는 개인과 환경을 통합(synthesize)을 강조하고 이러한 변화 

사이 보여는 다양한 자아‘-’환경에 관한 적응 혹은 조절 과정을 

드러낸다(Savickas, 2005). 정리하면, 진로구성이론의 요지는 개인이 

의미부여 하는 진로와 관련된 내러티브를 통해 “개인이 하는 것(do)은 

그들의 생애주제(‘왜’의 문제)와 진로적응성(‘어떻게’의 문제)에 

터한다”는 데 있다(Del Corso & Rehfuss, 2011: 335). 

  만화경 커리어 이론(Kaleidoscope career theory)은 Mainiero와 

Sullivan(2005)이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개인의 경력 변화를 관계적, 

맥락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이 이론은 

3000명 이상의 미국 전문 직업인의 커리어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인간관계가 개인의 의무와 역할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진로 변화 패턴을 만화경에 비유하여 제시하였다. 

만화경은 원통 속에 형형색색의 유리 조각을 넣고 장방형의 세 개의 

유리판을 짜 넣어 통을 돌릴 때마다 내용물의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난감이다. Mainieor와 Sullivan은 이런 만화경의 움직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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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의 변화무쌍한 변화와 같이, 개인의 관계와 역할을 재배열하기 

위해 개인이 삶의 여러 영역들을 회전시킴으로서 커리어의 패턴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았다(Sullivan, Forret, 

Mainiero, & Terjesen, 2007).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직장에서의 

요구, 제약사항, 기회, 관계, 개인의 가치, 흥미들을 두고 가장 적절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 만화경의 렌즈를 통해 확인한 옵션과 선택들(만화경 

안의 내용물)을 평가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내린다.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마치 만화경의 통을 회전시켜 내용물의 

패턴을 변화시키듯이 개인의 커리어 패턴도 회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개인의 진로 결정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약, 기회를 비롯하여 내면의 동기, 가치, 흥미가 고려된,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와 그 영향 속에서 내려지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이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마치 

만화경의 세 개의 거울로 무한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개인도 세 

가지 기준에 초점을 두며 이 세 기준에 따라 진로의 패턴도 다양하게 

생성된다2). 만화경 이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은 

진실성(authenticity), 균형(balance), 도전(challenge)이다(Sullivan, Forret, 

Carraher, & Mainiero, 2009). 첫째, 진실성은 개인의 내적 가치가 외적 

행동과 고용 기관의 가치 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뜻하며 양자 사이의 

일치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이 진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면서 나는 나 자신일 수 있는가?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여전히 진실할 수 있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개인 스스로 진실성을 판단한다. 둘째, 균형은 직장과 비직장(예: 가족, 

친구, 상사과의 관계, 개인적 취향)의 요구 사이 균형을 고려하여 개인은 

진로를 결정한다. 예컨대, ‘이 결정을 내린다면 내 삶의 부분들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삶의 조화를 이루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일과 일상의 평형을 맞추려고 한다. 셋째는 도전으로, 

2) 만화경의 여러 패턴의 예시는 Mainiero와 Sullivan(2005)연구 115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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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인 과업과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개인의 필요로서 예를 들어, 

‘이 진로에 대한 옵션을 수용한다면 나는 충분히 도전을 받을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화경 

커리어 이론이 이 세 가지 기준 혹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진로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전통적인 진로이론들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은 고정된 개인의 특성과 정해진 

과업을 일치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만화경 커리어 이론은 개인과 

과업이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등장한 진로구성이론과 만화경 커리어 이론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통적인 진로발달이론을 완전히 해체시키기보다는 

기존 이론들이 제시하는 개인과 환경에 대한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즉, 정적인 실체로서 개인과 환경으로 이해하기보다 개인과 

환경의 역동성, 변화 가능성, 융통성, 유동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성-요인 이론이 개인의 경험에 주목하여 객관적인 개인의 특징 혹은 

유형 추출을 강조한다면, 진로구성이론은 개인의 경험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자아(self)의 경험을 좀 더 역동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전통적인 진로발달이론에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학창시절부터 직장 은퇴를 중심으로만 구분하고 그 과정도 

단선적으로만 이해한 데 반해, 진로구성이론은 전 생애 속에서 일 이외 

개인을 둘러싼 여러 다른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주목하여 개인과 

환경 사이 관계의 양상을 다면적으로 조망한다. 

  실증주의적 매칭 기반의 전통에 터한 기존의 진로이론 이후 등장한 

최근 포스트모던적인 진로이론들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정 즉,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들어 가는, 혹은 개인이 걸어가는 길과 그 

길의 과정으로서의 진로(career)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흐름 속에서 최근의 이론인 구성주의적 접근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일반고에서의 진로교육을 

내부자인 학생의 관점과 경험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고 그 이해의 과정이 개인과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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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순환적이 과정이라는 점에 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절에서 제시된 여러 포스트모던적 접근의 진로이론들 중 특정한 어느 

학자의 이론을 취하기보다는 이들 이론들이 제시하는 특성과 각 개념에 

비춰서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2)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진로이론의 특징

전통적인 진로이론은 인간과 환경(일, 직업, 진로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환경)을 객관적인 관찰 가능한 대상, 일관성을 지닌 대상,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각각에 대해 고정적이며 보편적인 특성을 

도출하는 데 주력한다. 예컨대, 인간의 발달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생애를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각 연령에서 요구되는 발달 사항을 

구체화시킨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이 그러하며, 직업 혹은 

진로선택과정이 인지과정으로서 객관적인 직업의 특성을 파악하기만 

하면, 합리적인 의사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성-요인이론과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이론이 그러하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인간과 환경을 

고정된 실체, 일관되고 객관화된 실체로 파악하여 각각에 대한 보편적 

특성을 탐색하는 데에도 있지만 또한 도출된 인간과 환경에 관한 보편적 

특성들을 1:1로 매칭시키는 데도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진로발달의 

변인, 단계, 과정은 무엇인가?’ 혹은, ‘이것 아니면 저것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고정된 답안을 찾아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 진로이론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진로연구 

분야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의 대두와 현대 직업세계의 유동성은, 고정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들을 전제로 삼는 기존 진로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측면들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인간과 환경에 대한 변화무쌍한 

역동성, 비선형성, 우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만들어가는 과정(design 

process)으로서 진로의 개념 예컨대, 프로틴 커리어, 무경계 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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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적 커리어 등이 진로이론에 소개되었다. 또한 앞 절에서 

제시되었듯이 그러한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출발된 새로운 진로이론들 예컨대 Savickas의 진로구성이론이나 

Mainieor와 Sullivan의 만화경 커리어 이론도 등장하였다. 특히, 이 두 

이론은 기존 진로이론의 선형적이고 수평적인 단계로 이해되는 분절적 

시간성과 진로(일)와 삶을 이분화시켜 이해하는 분리된 공간성을 넘어, 

진로의 연속성과 생애성, 개인의 주체성과 주도성으로 구성되는 

과정성을 드러냄으로써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진로이론의 지평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본 연구가 취하는 진로에 대한 관점도 바로, 최근 등장한 진로에 대한 

이러한 확장적인 시각과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시도하고자 하는 바가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신의 진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가 

구성주의적 시각에 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주의는 본래 

교육학의 이론이라기보다, 세계와 지식 사이의 비대응성, 지식의 상황성, 

실천을 통한 구체적인 앎, 주체의 지식 구성 과정과 구성 능력에 주목한 

하나의 인식론이다. 이러한 앎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이 학습의 맥락과 

결합하여 학습의 성격과 그 과정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곧 구성주의적 

학습에 해당된다. 구성주의적 학습의 성격과 특징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지만 특징적인 면모로서 주로 구체적인 사태에서 일어나는 학습, 

직접적인 실천 활동을 통한 학습, 학습 활동의 과정 중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학습,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구성되는 학습이 논의된다(배영주, 

2005).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이러한 학습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수용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고 회귀하는 

과정을 부각시킨다. 이에 따라 구성주의적 학습은 그러한 학습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주체의 역할과 능력을 중요시 하며, 학습자를 불완전하거나 

고정된 존재라고 간주하기보다 학습자 자신의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로 세운다(Brent, 2004, 심임섭(역), 2014). 

구성주의적 학습의 이와 같은 특성과 의의는 최근 진로이론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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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진로구성이론과 만화경 커리어 이론도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일(진로)과 인간을 해석해보려고 한, 잘 알려진 

이론적인 시도들이다. 이 두 이론이외에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진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는 시도들은 특히 

진로상담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Amundson, 2006; Brott, 2005). 

국내에서도 최근 구성주의적 관점에 관심을 두고 진로를 학습 주체가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보려는 연구물들이 등장하고 있다(강미영 

2018; 김이준·김봉환, 2018; 김진희 2014; 김태환, 2019; 안후남·이제경 

2016; 이덕현 외 2014). 이들 연구들은 학습 주체가 스스로에게 의미 

부여하는 진로 그리고 생애에 걸쳐 구성-재구성의 계속적인 

변화과정으로서의 진로를 상정함으로써 국내 진로연구 분야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시각이 국내 소개된 시기가 아직까지 짧고, 주로 

Savickas의 진로구성이론의 주요 개념을 도입하는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아직까지 선행연구들은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진로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진로에 대한 해외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고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특징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이를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진로를 이해하는 것은, 진로를 

내러티브(narratives)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진로이론이 

경기장의 트랙의 은유에 주로 비유되어 진로의 고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진로의 다양성, 다층성, 복잡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내러티브의 개념으로 진로를 이해할 때 좀 더 진로의 

역동성이 드러난다.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에 대한 개인의 앎의 

형식 곧, 개인에게 일어나는 경험과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혹은, 

그것을 조직화하는 방식(Polkinghorne, 1988)을 뜻한다. 즉, 개인에게 

발생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술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맥락에서 

구조화되는 독특한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개인의 서사 즉, 내러티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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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스토리와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chran(1991)도 내러티브와 스토리를 구분하고 내러티브의 특정한 

구조 즉, 내러티브 안에 중대한 관계, 사건, 자원, 기억, 미래예측, 

장애물, 선호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얽혀진 에피소드들로 구성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내러티브는 곧, 삶이 

살아지고, 재현되고, 설명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장면(scene)에서 

인간의 다층적인 실재를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내러티브의 

이러한 특정한 구조를 에피소드 즉, 특정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의 

일관된 묶음으로 구분하기도 했으며 이 에피소드를 인간의 진로와 

관련하여 7가지―진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에피소드, 생애사를 

구성하는 에피소드, 미래를 그려보는 에피소드, 실재를 구축하는 

에피소드,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에피소드, 역할을 실행해보는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확고히 하는 에피소드―로 

제시했다(Cochran, 1997). 

Savickas도 진로구성이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에 앞서, 진로를 

내러티브로 이해하려는 접근의 특징을 언급한 바 있다. 그가 이해한 

내러티브의 특징은, “우리가 우리의 일(our work)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생산적이며 발생적인 노력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 

과정은 계속성과 심리학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Savickas, 2001: 

311)이다. 내러티브에 대한 그의 이해는 Cochran과 같이 내러티브가 

사건들의 시간 순에 따라 배열된 연대기가 아니라 사건의 구성이 모종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시작과 결말을 갖춘 특정한 구조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러티브에는 어떤 사실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내러티브의 

전경으로 떠오르고 반대로 어떤 사실은 무시되어 후경으로 밀려나게 

하는 패턴과 그 패턴들을 엮어 내는 인과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Savicaks, 2011, 김봉환·김소연·정희숙(역), 2016). 또한 

Savickas는 개인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생애 주제(life themes)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내러티브는 마치 연극과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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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미시 내러티브―자기형성(self-making) 스토리, 무대로서 선호하는 

직장 스토리, 커리어 대본에 관한 이야기, 공연 팁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Cochran이나 Savickas가 제시한 바처럼, 진로를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진로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를 개인의 서사로, 즉 개인이 의미부여하는 주관적이고 다채로운 

진로로 그 시각을 환기시킬 수 있다. 특히, 내러티브를 통해 인간의 

필요와 목표, 목적과 행위를 명확히 하는(articulate) 수단을 제공하고 

삶의 다양한 패턴들을 발견하게 하여 진로의 개인적인 리듬과 속도에 

따라 다층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러티브로 

이해되는 진로는 무엇보다 내러티브를 구술하는 주체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주체가 가진 독특성과 개인이 내러티브를 통해 

생성하는 개인의 창조성 및 불예측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진로이론에서도 특히 진로선택을 진로(일)와 인간 간의 단선적인 

매칭 행위가 아닌 진로선택의 복합성과 비일관성 혹은, 무질서를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진로결정에는 단순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결정보다는 복합적인 결정들이 맞물려 있으며 이 

과정에는 위험과 가능성, 개인이 장애물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 우연적인 기회, 내적 갈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내러티브를 통해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Bujold, 2004; Savikcas, 

2013). 

두 번째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진로의 특징적인 부분은, 

자기구성(self-construction)으로서의 진로이다. 내러티브로 진로를 

이해하는 바와 무관하지 않는 이 특징은, 자기 자신과 진로(일)의 관계를 

생각하여 자신을 구성-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이 직업행동과 직업경험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진로를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Savicaks, 2011, 김봉환·김소연·정희숙(역), 

2016). 이 과정에서 내러티브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일)와 자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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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해 반추해보거나, 말로 

표현해보거나, 글로 작성해보려고 잠시 멈춰 서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하고 일상이 흘러가는 리듬과 

속도에 맞춰져 간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구술할 때(narrate)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왜 그러한 목표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지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패턴, 삶의 주제들이 그들 앞에 출현하게 된다(Del Corso & 

Rehfuss, 2011). 개인에게 있어서, 일상의 흘러가는 리듬과 속도에서 

빗겨져서, 자신의 내러티브 속에서 출현된 그러한 경험, 패턴, 삶의 

주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곧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구술하고 또 다시 재성찰하는 순환의 과정을 겪게 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얻게 한다.

구성주의적 시간에서 진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 가는 것 곧, 진로(일)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펼쳐나가는 자기구성(self-construction)(Guichard, 2005)이 핵심이 된다. 

Savickas 역시 진로구성이론의 토대 중 하나로서 Guichard의 자기구성 

개념에 주목했다. Guichard의 자기구성 개념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논의되는 자기구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양자 사이에서 개인의 역동성과 

이 역동성의 근저에 놓여 있는 반성성(reflexivity)의 의미와 역할을 

논의했다. 

먼저, 사회학적 입장에 비춰 Guichard는 자기의 구성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 개인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스스로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개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회(혹은 구조)는 이미 존재했고 이미 

존재해온 사회에서 개인이 탄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적, 언어적 맥락(가족, 학교, 이웃, 관계성의 

체제 등) 내에서 행위하고 상호작용하며 논의한다(Guichard,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구성은 개인이 속한 개별 사회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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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제안”(identity offer)하고(Guichard, 2005: 114) 그 제안에 

따라 개인이 누구인지가 결정된다. 이 때 ‘제안’은 개인이 누구인지를 

경계 짓게 하는 예컨대, 성, 민족, 연령, 종교, 성적 취향, 직업, 소속감, 

여가 활동 등 사회적으로 그 경계가 규정되는 사회적 범주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의해 결정된 개인의 정체성은 영속적으로 정적인 

속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Guichard는 개인들 간 그리고 공동체 간 

상호작용들로 인해 제안된 정체성의 범주들은 진화해간다고 간주했다. 

즉, 사회가 개인에게 그(그녀)에게‘제안’하는 바는, 다시 말해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범주는, 한 가지 형식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여러 사회들에 따라 새로운 범주가 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범주에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등 범주를 규정짓는 경계가 움직이면서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족의 귀속적 부와 그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은 늘 존재해왔지만 이를 묶어내는 범주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 이러한 가족의 귀속적 부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금수저’나 ‘흙수저’라는 새로운 범주가 등장한 

것처럼 말이다. 

Guichard는 개인 이전에 이미 주어진 사회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구성해가기도 하지만 개인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범주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그가 사회 

속에서 개인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정체성’(identity)보다는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을 사용하게 한 

이유에 해당된다. 그는 정체성 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이 

누구인지가 본질적인 성격의 것이라기보다 변화가능성의 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즉, 개인은 스스로를 형성할 때 

개인의 현재 상호작용들, 과거의 역사 그리고 미래 계획들과 관련 

속에서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Guichard의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Super(1980)의 

진로발달이론의 자기개념(self-concept)과도 유사해 보인다. 자기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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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동안 수행하게 되는 여러 역할이 부여되는 생애공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생애주기의 두 교차점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발달적 

과정에 해당된다. 그러나 Super의 자기개념은 모든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자기개념에 주목하고 있으며 생애공간과 

생애주기에 따라 혹은, 개인에 따라 드러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자기개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김봉환 외, 2018; Mahoney, 2006). 

Guichard도 이런 Super의 자기개념에 대해 비판하고 자기구성은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성, 변화가능성을 내포한 형성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한편, Guichard는 심리학적인 자기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제시된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개인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범주로서 ‘정체성  제안’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자기구성 과정은 내면의 개인적인 인지 구조에 달려 있다고 

간주한다. 즉, 사회가 개인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것 같지만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사회 세계에 대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지적인 방식에 따라 개인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Guichard는 이를 자기구성과 연결 지어 설명하기 위해 인지구조의 

하위 여러 요소들 중 특히 프레임에 주목했으며 특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해 인지적 

정체성프레임(cognitive identity frame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Guichard, 

2005). 인지적 정체성프레임은 나와 타자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고정적 

요소들(default values)로 구성된 일련의 내적인 속성들 즉 정신적인 

구조를 뜻한다. 예컨대, ‘방’을 머리에 떠올릴 때 네 개의 벽면이라는 

고정된 요소들을 떠올리게 하는 인지 체계, 곧 인지 프레임과 같이 

정체성 프레임도 나와 타자에 대해 떠올릴 때, 개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지적인 범주들이 인지적 정체성프레임에 해당된다(Guichard, 

2009). 자기구성도 이러한 인지적 정체성프레임의 작용으로 구성된다. 

즉, 개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구성하는 인지적 프레임에 의해 

자신을 알아보게 하는(identize) 것이 Guichard가 말하는 자기구성의 

심리학적 측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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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성에 대한 사회학과 심리학의 관점은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한 

규칙과 방식이나 개인의 내적 인지 구조에 의해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Guichard는 개인 바깥의 틀과 내부의 

틀만으로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학에서의 자기구성과 심리학에서의 자기구성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역할로서 두 가지 반성성3)을 제시하였다(Guichard, 

Pouyaud, & Dumora, 2011; Guichard, Pouyaud, Calan, & Dumora, 2012). 

하나는 자기 식별의 과정(identification process)이다. 이는 거울에 미친 

나의 이미지 즉 ‘나를’보는 과정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신념 

체계에서의 이상(ideals)에 견주어 되고 싶은 존재나 하고 싶은 행위로 

자신을 이끄는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 반성성은 개인이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이미지를 따라서 이상적인 그(그녀)가 되려고 

노력하여 자신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반성성은 청소년기의 

개인에게 있어서 그(그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기를 

통합하고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두 번째 반성성은 이와 반대로 개인을 초월하여 여러 다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과정이다. 이는 개인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여러 새로운 경험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보는 

방법이다. 즉, 자기의 경험 밖에서 즉 자신이 겪어온 과거, 진행 중인 

현재, 그리고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내면에 자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자를 둠으로써 끝이 없는 자기분석과 같이 자기(혹은 자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이치에 맞추는(sense-making 

process) 과정이다. 

셋째,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진로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맥락 

3) 자기구성이론을 제시한 Savickas도 자기 생애 스토리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자기성찰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Savicaks, 2011, 김봉환·김소연·정희숙(역), 2016). 특히 변

화가능한 자기와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짐으로써 더 나음 자신과 

더 나은 진로구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성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Guichard

가 제시한 바와 같이 성찰의 구체적인 특성을 상술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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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통적인 진로이론인 

특성요인이론과 성격이론도 개인과 더불어 ‘환경’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 관점에서 환경은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일치시켜야 하는, 개인 외부에 있는 고정적인 대상에 불과하다. 

Bandura의 사회인지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발전된 사회인지 진로이론 

역시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환경을 중시함으로써 개인의 맥락적인 

요소들을 주목했다. 이 이론에서 주목하는 ‘환경’은 개인이 자신을 

일치시켜야 하는 고정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끼치는’객관적인 변인으로 다뤄진다. 요컨대, 

개인의 진로선택과 발달에 있어서 환경은 개인과 분리되어 있는 낱낱의 

객관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환경은 개인 외부에 있는 변인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보이는 관심, 판단,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맥락’(context)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진로에 대한 개인의 관심, 판단, 행위는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시간적인 맥락 ‘내에서’이루어지는 

것으로(Young & Collin, 2004) 맥락은 개인의 그것들 속에 서로 짜여 져 

있는 것(interwoven)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주관적인 

진로(personal career) 즉 개인이 진로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그(그녀)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와 공동체에서의 행위를 통해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락성이 

주목되는 구성주의적 진로이론은 주관적인 진로의 맥락 “내포적이고 

관계적인”(embedded and relational) (Young & Collin, 2004: 381)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개인의 진로가 맥락 내포적이고 관계적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맥락이 진로를 결정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맥락의 개인의 진로에 대한 결정성 보다는 

맥락의 영향 혹은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Blustein, Schultheiss, & 

Flum, 2004). 이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핵심이 개인 즉 개인이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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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로를 만들어가는 능력에 방점을 두고 이러한 

개인의 능력을 촉발시키는 바가 곧 맥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결국 맥락은 고정불변의 성격을 띤다기보다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진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변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맥락의 중요성이 구성주의적 이론에서 강조됨에 따라 개인의 

진로구성과 상호작용을 하는 맥락의 종류에 대한 연구도 관심이 

높아졌다(Savickas et al., 2009). 대부분의 맥락의 종류는 Young이 

1983년에 생태학적 관점에서 제시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Young(1983)은 개인의 진로에 짜여 져 

있는 맥락의 유형을 크게 미시(micro), 중간(meso), 외부(exo), 

거시(macro) 총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미시차원은 가정, 

학교, 직장, 동기(동료) 등으로 개인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맥락에 해당된다. 중간차원은 개인이 참여하는 2개 이상의 주요 미시 

맥락 사이 상호관계로서 예컨대, 학교와 직장 사이 상호관계적인 맥락을 

뜻한다. 외부 맥락은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 학교 교육정책과 같이 

특정한 사회적 구조와 같이 미시적 맥락을 포함하지만 간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맥락들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거시 맥락은 문화적 가치와 

신념의 영향, 역사적 사건, 진로발달에서 성역할, 삶에서 직업의 역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Young이 이렇게 구분해 제시한 맥락을 

좀 더 세분화하여 문화적 맥락 특히, 성(gender)과 다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진로구성을 논의하기도 한다(Pizzorno et al., 2014).

연구자가 본 연구를 통해 주목해보고자 하는 바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직면하게 되는 현실과 여러 제약사항 속에서 진로에 대한 

그들의 판단과 행위가 어떠한지에 있다. 이 절에서는 진로이론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에서부터 포스트모던적인 구성주의적 입장까지 다양한 

이론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연구자가 이렇듯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진로이론들을 제시한 까닭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이 전통적인 

관점으로만으로 혹은, 포스트모던적 관점만으로 해석되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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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지만,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은 기존의 다양한 진로이론의 관점들이 교차되어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Parsons의 이론처럼 때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이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의 특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회적이고 단선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Savickas의 이론처럼 학생 개인이 의미 부여하는 내러티브로서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되는 복합적인 선택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점은 본 연구가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그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서 진로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이론이 구성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이를 좀 더 비중 있게 제시했다. 

3. 학생 행위자성(student agency)의 의미

앞 절에서는 진로이론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한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보이는 진로선택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을 

폭넓게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본 

연구는 최근 포스트모던적인 접근의 구성주의적 진로이론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의 과정이 맥락과의 상호작용의 복합성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앞 절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설명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만, 좀 더 미시적인 차원의 학생과 맥락의 

역동성의 원리나 매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의 미시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최근 교육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개념과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학생 행위자성(student 

agency)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개념은 개인과 맥락(혹은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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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발현(emerge)되는지를 설명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간 행위자성(human agency)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는 상당히 불분명한 개념이다. Hitlin과 Elder(2007)도 행위자성이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행위자성은 ‘미끌미끌한’(slippery) 개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간의 판단에 근거하여 스스로 내리는 선택을 설명하는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그 개념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선택을 인간의 심리학적인 내적 특질인 개인적 성향, 개인의 

능력, 동기, 열망 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의 선택을 문화와 사회 구조의 영향 속에서 이해하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행위자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개인과 사회, 이 양자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행위자성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먼저, 인간 행위자성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내적 능력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규제 능력과 심리학적 작용(psychological 

functioning)(Evans, 2017)에 초점을 둔다. Goller와 Harteis(2017)는 이러한 

입장에서 행위자성이 논의될 때에는 주로 강조하는 요소들을 능력, 

신념, 개인적 기질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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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행위자성의 세 가지 속성 

출처: Goller & Harteis(2017). Human agency at work: towards a clarification and        

      operationalisation of the concept. 95쪽 

  능력으로서의 행위자성(agency competence)은 인간이 그들이 속한 

환경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힘, 시도,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규제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인간 행위자성이 파악된다. 미래의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은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게 동기를 부여하여 해야 하는 일을 더욱 촉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피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내린 선택이나 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한 행동 강령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행위자성이 설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일반적인 

목표를 구조화된 세부 목표들로 나누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세 번째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행위를 

실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목표와 상황을 숙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저항하거나 아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을 찾는다. 

  둘째, 신념으로서의 행위자성(agency belief)이다. 인간이 선택할 수 



- 40 -

있는 능력도 있고,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반대로 

문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성이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신념으로서의 

행위자성으로 가능하다. 즉, 개인이 행위자성을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 기질로서 행위자성이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더라도 여전히 행위자성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필요한 바가 개인적인 기질 

측면으로서 행위자성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다. 특히, 기질로서 

행위자성은 적극적인 성향 혹은, 자기주도적 성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질은 목표나 과업을 서우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문제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뜻한다. 

  이렇듯 행위자성을 인간의 선택 행위에 있어서 심리학적 작용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내적 요소인 신념, 능력, 통제, 기질이 

어떻게 표출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적응과 발달이 어떠한지에 관심을 

둔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심리학적인 작용으로서의 행위자성을 이해한 

접근이 개인의 내적 요소들에 주목한다고 하여 개인 밖의 환경과 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접근에서도 개인 밖의 환경, 사회의 

영향력을 고려하고는 있다. 예컨대, 이들이 상정하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예컨대, 성별, 가족의 경제 수준, 민족성 등 미시적인 

수준의 개인적인 배경을 뜻한다. 개인 밖의 환경을 제도적, 사회, 

문화적인 거시적인 환경과 내적 요소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 행위자성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Evans, 2017). 그러나 개인이 사회와 떨어져 

진공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 한, 사회, 문화, 구조적인 맥락은 인간의 

행위자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행위자성은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즉 구조에 의한 인간의 선택 행위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때 행위자성은, 인간의 발달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개인의 선택이나 인간 삶의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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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행위자성의 표출은 주어진 사회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 

된다(Evans, 2002). 즉, 인간의 행위자성은 언제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와의 병치를 통해 이해가 되는 사회적 행위로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는 행위자성을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구조로 대체하고 인간을 구조에 종속된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행위자성을 개인의 심리적 내적 요소들의 발휘로 

이해하거나 혹은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의 사회적 행위로 이분하여 

이해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행위자성에 대한 개인과 구조의 이분적인 접근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개인과 구조의 이분적 접근을 

극복하고 양자의 상호작용으로서 행위자성을 설명하고자 한 M. 

Archer와 그녀의 이론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정밀화한 Emirbayer와 

Mische의 행위자성 이론이 교육학 영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Biesta & 

Tedder, 2006; Priestley, Edwards, & Priestley, 2012). 이러한 교육학 

연구에서는 행위자성을 인식론적,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려는 M. Archer의 

이론보다는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틀을 제시한 Emirbayer와 Mische의 

이론이 좀 더 많이 소개되는데, 이하에서도 이들의 행위자성에 관한 

이론을 다뤄본다 .

  Emirbayer와 Mische(1998)는 『What is agency?』 논문을 통해 인간의 

행위자성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논의의 핵심은 

개인의 노력, 개인에게 가용된 자원, 맥락적 요소, 구조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놓여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행위와 

시간적 과정(temporal passage) 사이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mirbayer와 

Mische는 인간의 행위를 습관(routine), 목적(purpose), 

판단(judgement)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과거, 미래, 현재라는 시간적인 

개념에 연결시킨다. 즉, 습관-과거, 목적-미래, 판단-현재로 행위와 

시간을 연결 짓는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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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성의 정향(agentic orientations)은 

재구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구성된 인간의 행위자성은 다시 사회 

구조적 맥락을 재생산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린 행위자성에 관한 정의는, 

구조적 환경-즉,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시간적 관계적 

맥락-에 대한 행위자의 시간적으로 구성된 

개입(engagement)으로, 이는 습관, 상상력, 판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인 역사적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들에 상호 

대응하며 그러한 구조를 재생산하고 변혁시키는 것(Emirbayer 

& Mische, 1998: 970)

이다. 바꿔 말하면, 행위자성은 과거의 습관과 미래 목적에 관한 상상, 

현재의 판단이 상호작용하여 구조에(시간, 환경, 문화 등) 대한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의 정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Emirbayer & Mische, 

1998: 971)이라는 것이다. 

  Emirbayer와 Mische는 시간성(시간적 프레임워크)에 행위자성 개념을 

위치시키고, 반복(iterative), 투사(projective), 실천적 평가(practical 

evaluation)라는 구성적인 차원(혹은 요소)으로 분해하여 행위자성을 

구체화하였다(Emirbayer & Mische, 1998: 971-972). 우선 반복적 

차원(iterative element)은 행위자의 행위적인 정향성(agentic 

orientation)이 과거와 관련됨을 설명해준다. 행위자가 하는 사고와 

행동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패턴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활성화되어 현실에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행위자에게 비교적 안정되고 질서 있는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이 차원은 사회적 행위에서 가장 일상화된, 선구조화된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행위자성에 대한 Emirbayer와 Mische가 제시하는 차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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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적 차원으로, 행위성의 정향이 미래로 지향되고 있는 특성을 

드러낸다. 행위자는 과거와 현재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자신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상상하며 가능성들을 꿈꾼다. 

Emirbayer와 Mische는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투사적 차원을 

설명한다. 미래의 궤적들에 대해 상상력을 행위자가 발휘하고 이러한 

상상력은 다시 과거를 통해 수용된 행위자의 사고와 행위를 창조적으로 

재구조화 시킨다. 이는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공포, 

욕망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마지막 차원은 실천적-평가적 차원이다. 이 차원은 인간의 행위성의 

정향이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행위자가 직면하는 요구, 

딜레마, 애매성에 대응하여 실제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통해 그러한 

사항들을 헤쳐 나가는 것을 뜻한다. 

  Emirbayer와 Mische는 행위자성의 시간적 차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지만 이는 분석적인 분리에 불과하며, 인간의 행위(혹은 

행위주체성)에는 세 가지 차원이 모두 발견되며 단지 각각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위의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세 가지 

차원의 특성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1> Emirbayer와 Mische의 행위주체성의 세 가지 차원

행위주체성의 시간적 차원(temporal dimensions of agency)

반복적(과거) 실천적(현재) 투사적(미래) 

＊과거 패턴들에 대한 

선택적 재활성화

＊행위자의 습관

＊ 일 상 화 된 , 

선구조화된 형식

＊실제적이고 규범적 

판단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대응

＊미래에 대한 

행위자의 희망, 공포, 

욕망과의 상호작용

＊미래에 대한 상상력 

＊과거의 사고와 행위 

창조적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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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rbayer와 Mische의 행위자성 이론은 주체와 구조를 이분화하여 

논의하는 입장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개인과 구조를 

분석적으로는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양자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행위자성이 어떻게 

‘발현’, ‘성취’되는지를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Emirbayer와 Mische의 이론은 최근 교사의 행위주체성(혹은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로 제시됨에 따라(Priestly, Biesta, & 

Robinson, 2015), 교육학 영역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들의 논의가 교사교육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다(김갑진, 2018; 소경희·최유리, 2018; 이성회, 2017; Zhang & 

Wright, 2017). 이들 연구들은 행위자성 개념을 바탕으로 교사의 행위를 

교사 개인이 소유하는 자율적, 능동적인 능력이나 자질만으로 제한시켜 

이해하기 보다는 시간적, 관계적 맥락에 참여하여 발현되는 현상, 즉 

개인이 성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성회(2017)와 소경희·최유리(2018) 

연구는 Emirbayer와 Mische의 개념을 교사 행위자성 개념에 적용하여 

이를 설명한 Priestly, Biesta와 Robinson의 연구(2015)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연구가 소개하고 있는 교사 행위자성은, Emirbayer와 Mische이 

제시한 행위자성의 세 가지 시간적 차원(반복적, 실천적, 투사적 차원)에 

Priestly, Biesta, Robinson이 고안한 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이 하위 

구성요소로 추가된 형태이다. 즉, 1) 반복적 차원에는 교사의 생애사와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과거 이력들을 하위 구성요소로, 2) 실천적 

차원에는 교사의 행위와 관련된 문화적, 구조적, 물질적인 특성들을 

하위 구성요소로, 3) 투사적 차원에서는 교사의 신념에 대한 장·단기적 

지향을 구성요소로 추가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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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Priestly, Biesta, & Robinson의 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 

프레임워크

출처: Priestely, Biesta, & Robinson(2015) 연구, 30쪽 

  위 그림의 화살표가 제시된 방식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교사 

행위자성은 단순히 교사가 주체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이 

무엇이냐에 방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교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실행되는 맥락적 조건, 즉 반복적, 실천적, 투사적 차원에서 각 

하위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연되는 일종의 발현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행위에 있어서 능력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그 행위가 실행되는 맥락적 조건과 그 질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함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교사 행위자성 개념을 국내외 

소개한 학자들이 강조한 바도 바로 이 지점이다. 교사 행위자성 개념은 

교사의 실천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소유된 능력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미“맥락이 내장된”(이성회, 2017: 16) 상태에서 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사 행위자성은 행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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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능력을 개인이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촉발시키는 사회, 물질적, 문화적인 맥락적 요소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성취되고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 행위자성  

개념이 교육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교사의 행위를 개인이 소유한 

능력, 내적 기질, 특성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행위와 관련된 맥락의 

복합성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발현시키는 맥락의 조건성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 행위자성에 대한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그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Klemenčič, in press). 즉, 학생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학생 행위자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도 특히, 교육학 연구에서 교육적 결과와 의미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학생 행위자성 혹은, 학생 주체성은 중요한 주제로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학생 행위자성을 학생의 참여, 학생의 

목소리, 학생의 오너십(ownership), 학생 정체성, 학생 내러티브, 학생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Cook-Sather, 2006; Thiessen, 2006). 이들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준과 능력을 

소유하는지 여부에 핵심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OECD가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한 『교육과 기술의 미래: 

교육 2030』(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에서도 

(OECD, 2018) 학생 행위자성이 강조되지만,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성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OECD는 교육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에 대처할 수 있으며 역경을 

직면했을 때에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OECD는 학생들에게 핵심적으로 기대되어야 

하는 바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 행위자성(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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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이라고 보았다. 즉, OECD는 학생의 호기심, 상상력,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개발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탐색한 목적을 향해 역경과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해해 갈 수 있는 학생의 행위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행위자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학생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행위자성을 ‘소유’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존의 행위자성에 대한 연구도 OECD가 최근 제시된 

행위자성도, 교사 행위자성에서도 비판된 바와 같이 개인이 소유한 

능력과 자질로서의 행위로 이해될 뿐, 맥락 내포적인 성격의 행위자성을 

다루지 않는다. 이는 행위자성이 능력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딛고 있는 

맥락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복합적인 특성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예컨대, 학생 스스로가 아무리 자신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발휘하여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Mercer(2011)와 Manyukhin와 Wyse(2019)도 이 점에서 학생 

행위자성을 행위자성에 대한 감각(sense of agency)을 갖는 것과 

행위자성을 발휘(exercise of agency)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단순히 행위자성에 대한 감각을 주입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까지 

이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에, 행위자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맥락적 조건과 그 특성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학습에 대한 행위자성을 ‘발휘’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lemenčič(in press)도 학생 행위자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맥락과의 관계적이고 통합적이며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학생의 행위성자성은 학생이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기반성, 의도적 행동 그리고 맥락 및 조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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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사이의 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 

행위자성은, 학생의 의도적인 행동과, 타인이나 어떤 것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것에 비판적 반성에 대한 자기개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현(emerge)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그 

자율성, 의지, 주도성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학생의 

행위에 대한 의지(의도), 주도성, 자율성이 다양한 맥락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성취되고 발현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행위자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적 조건을 살펴보고, 그것과 

학생의 의도, 판단, 행동이 어떻게 얽혀져 나타나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을 주목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내리는 진로와 관련된 판단과 행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행위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학생 행위자성 개념은 이러한 본 연구의 취지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적인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이하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 부분에서 학생 행위자성 개념은 학생들의 진로선택 

행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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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진로에 대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판단, 행위, 태도 

등을 취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진로를 스스로 구성해 나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에 의해 그 구성의 

과정이 틀 지워지거나 경계가 구획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의 

판단과 행위는 그러한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은 그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맥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를 반복적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라는 

특정한 맥락에 있는 학생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그들이 구성하는 진로, 

즉 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을 탐색하는 

데 질적 사례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접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질적 

사례연구방법은 동시대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 현상, 정황들을 

‘사례’를 통해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을 담아내는 데 적합하다는 

점이다. 이에 질적 사례연구방법은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을 사례로 경계 지어 설명하는 데 주목한다. 이 때 사례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지며 그 경계로 인해 일련의 프로그램, 

사건, 활동 등과 같이 하나의 구획된 체계를 가지게 된다(Creswell, 

1998). 본 연구도 의미 있는 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즉, 진로구성이라는 

활동을 일반고 학생들이라는 특정한 사례에 한정시켜 살펴보고자 했다. 

즉, 진로선택의 과정은 다양한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질적 사례연구방법이 ‘사례’에 주목하고 사례가 담고 있는 

일련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으로 선택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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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이 사례와 관련된‘어떻게’ 그리고 ‘왜’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있다(Yin, 2008). 질적 사례연구는 사건, 현상, 정황의 

발생 자체나 빈도를 제시하기보다는 시간에 걸쳐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특정 사례가 일어나는지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해명하는 것이 가능한 연구방법이다. 일반고 

학생들이 보이는 진로에 대한 선택을 살펴보는 사례도 과정적 차원의 

문제이지 결과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들이 일반고를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맥락적 차원의 문제이다. 질적 

사례연구방법은 특정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례와 관련된 주요 

정황, 조건, 맥락을 중시하는 연구방법이다(Yin, 2008). 이에 연구자는 

일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미 상황적이며 

복합적인 맥락을 담고 있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데 질적 

사례연구방법이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가. 예비조사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진로선택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구술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자는 

학교 내부자가 아닌 외부 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 대상 학교들과 연구 참여 학생들을 섭외해야 하는 연구 진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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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난점과 미성년자인 연구 참여자들과 성인인 연구자 간의 신뢰 

형성의 난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 수행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기간은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3월 초까지 대략 

3개월이었다. 예비 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자는 과거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서울시 소재 일반고 소속 김명희 교사를 통해 소속 학교의 학생을 

소개받았다. 해당 교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한울고는 혁신고로서 외부 

연구자들의 방문이 빈번하여서 상대적으로 외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한울고를 방문하여 김명희 

교사와 김교사를 통해 소개받은 당시 장주은(17세), 김연선(18세)을 만나 

모두 2차례씩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본 연구의 목적에 공감하였던 김연서가 자발적으로 

학급 친구인 한윤성(18세)을 연구자에게 소개하여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한윤성을 만나 1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총 4명의 한울고 

교사와 학생들의 예비면담을 진행하였다.   

  한울고는 일반고이지만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본 

연구자는 혁신고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고의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상고 

박성태(18세)를 만나 1차례 면담을 진행하였다. 경상고는 서울시 소재 

공립고로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상당히 신경 

쓰는 학교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다. 

연구자는 박성태와의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와 최근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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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예비조사 연구 참여자 리스트

  예비조사 기간에 연구자는 4명의 학생들과 1명의 교사를 1~2회씩, 

교사의 경우 대략 1시간 정도, 학생의 경우 30~40분 정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울고는 학생들의 일부 창의적 체험활동을 20-30분 정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거나 티타임을 가지면서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경상고 

방문을 위해 연구 수행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직접 방문은 불가하였다. 대신 경상고 박성태는 평소 연구자와의 

친분으로 별도의 라포 형성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예비조사 기간을 통해 연구자는 미성년자인 학생 연구 수행의 난점을 

처음 경험하였다. 연구자가 수행해온 기존 연구들은 성인 교사 혹은 

대학생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연령에 근거한 권위를 포기하고 

학생들과 “진실로 평등한 관계” (Fine & Sandstrom, 1988: 62)를 

만드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은 연구자로 하여금 

본 연구 수행 시, 연구자의 옷차림, 태도, 억양, 말투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고등학교 

1-2학년(17~18세)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 기억을 기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예상보다 학생들은 

1-2년 전의 과거 경험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었고 이를 

묘사하는 방식도 맥락에 기반 하여 사건의 전후 상황을 상술하기보다는 

연번 소속 학교 이름 학년 및 연령 섭외 경로

1

한울고

장주은 1학년, 17세 한울고 

김명희 교사 

소개로2 김연선 2학년, 18세

3 한윤성 2학년, 18세 김연선의 소개로 

4 경상고 박성태 2학년, 18세 개인적 친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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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인상적인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군다나 면담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 연구자가 준비해간 반구조화된 

질문지도 고등학생들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사용된 용어나 질문들의 구성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하기 쉽도록 연구 질문을 변경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선정 

1)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예비조사 수행 이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국내 진로교육 

연구소 소속 연구 경력 15년 차 연구원 1인과 연구 경력 20년 차 연구원 

1인 총 2인에게 연구학교 추천을 받았다. 전문가 2인은 서울시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지역 공립 7개, 사립 2개 총 9개 학교를 

추천하였다. 연구자는 추천받은 학교 리스트를 가지고 각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유선을 통해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9개 추천 학교들 중 2개 학교만이 연구 참여를 수락하였고 나머지 

학교는 학교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여건으로 인해 연구 참여를 

거절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를 거절한 교사와 참여를 수락한 

교사 모두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주변 학교를 추천 받아 

누증표집(Miles & Huberman, 1994)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 학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수락, 유보, 거절, 수락 후 거절 등 지난했던 연구 참여 

학교 모집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참여를 승낙한 학교는 예비조사 

기간에 방문했던 한울고를 포함 총 7개가 되었다. 연구 참여를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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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사립고인 인현고(서북)와 승인여고(동북), 강촌고(남부) 3곳과 

공립고인 연문고(중부), 한울고(강동), 문창여고(강서), 송현고(강남) 

4곳이다. 본 연구에 최종 참여 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선정 

조건으로서 가장 고려하였던 바는 지역별로 균형 있는 연구학교 선정과 

사립고 사례 선정이었다. 연구자가 이러한 두 가지 선정 조건을 

중요시했던 이유는 예비조사 기간을 통해 만났던 교사와 학생 면담에서 

지역과 학교의 유형(공/사립)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일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지역 선정과 

학교 유형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본 연구를 위해 섭외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에게 소속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본 연구에 참여 가능한 학생들을 

소개받고자 하였다. 참여 학생들 모집은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학생 모집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추천을 받아 총 13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학생 모집 과정에서 본 연구를 위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례 선정을 위해 목적적(purposeful) 표본 선정 방식을 취했다. 11명의 

참여 학생들은 중요한 집단 패턴을 드러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갖는 집단 특성 표본 중, 일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는 다양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여러 변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최대이질성(variations) 표본 

선정을 하였으며, 단 2명의 경우만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소개로 

누증표집으로 선정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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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 학생 정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13명의 학생들이다. 본 연구자는 13명의 

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한 이래로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을 듣게 

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방향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경험에 관한 

‘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 반해 선정된 참여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표본 

크기에 대한 어떠한 규칙도 없으며,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는 연구의 맥락 예컨대, 연구자가 알기 원하는 것, 연구의 목적과 

성패,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 가용 가능한 시간과 자원에 있다(Patton, 

2015).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본 연구자는 가용 가능한 참여자들을 될 수 

있는 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함께 하였다. 연구자가 13명의 

참여자들과 본 연구 기간 내내 함께 하는 일은 시간적, 물적, 감정적, 

체력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기에 연구 과정 중 참여자 숫자를 

줄이기 싶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를 점차 

진행하면 할수록, 학생들과의 만남의 횟수가 잦아질수록, 연구자를 믿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려주었던 학생들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양심이 결코 단 한 명의 참여자와의 만남도 중단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풍부해지는 여러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 이야기도 연구자로 하여금 13명이라는 다소 많은 참여자들 모두와 

함께 갈 수밖에 없게 만든 주요 동인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질적 

연구가 10명 미만의 적은 참여자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에서 13명의 일반고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왔다. 

  각 연구 참여 학생에 관한 소개에 앞서 개별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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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연구 참여 학생 리스트 

  이상의 13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경험에 관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삶의 맥락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이들이 걸어가야 하는 미래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들의 

모든 삶의 맥락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정된 지면에 담아낼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과 연결되는 개략적인 

맥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인현고의 성동환은 일반고를 다니지만 고2 때부터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 

소속학교 학교유형 권역구분 이름

연구 참여 

기간 동안의 

참여자 연령 

비고

인현고 사립 서북
성동환 19세-20세

직업정보학교 

위탁학생

이희범 18-19세

승인여고 사립 동북
송보배 18-19세

정유미 18-19세

강촌고 사립 남부 남태곤 18-19세

연문고 공립 중부
이성민 19-20세

김재후 19-20세

한울고 
공립

(혁신)
강동

김연선 19-20세

한윤성 19-20세

문창여고
공립

(혁신)
강서

서수현 18-19세

임태진 20-21세
직업정보학교

위탁학생

송현고 공립 강남
송지훈 18-19세

김지운 18-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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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내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느긋한 입장을 취하였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았으며 “남들이 다 가는 대학”, “대학에 

꼭 가야는 이유를 모른 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학교생활 내내 학업 성적은 중/중상위권이었고 학업 성적과 별개로 

영어와 중국어를 현지인과 무리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동환은 아버지의 해외 주재원 근무로 인해 온 가족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였으며 중학교는 외국에서 졸업하였기 때문에 외국어 구사에 

능통했다. 또한 성동환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성동환이 진로에 대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언제나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연구자와의 만남 전반기 때에 성동환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3학년 2학기 말 대학 입학 원서 제출 

직전에 서울소재 요리관광 학과에 지원하여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동환은 대학에 합격하고서도 “특별한 뜻 

없이 지원한 대학”에 진학할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2) 인현고의 이희범의 첫인상은 아직 중학생 티를 벗지 못한 풋풋한 

이미지이었다. 연구자와의 매번의 만남에서 이희범은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학생이었다. 이희범의 학교생활은 

학업성적은 중/중상 수준이었고 교사가 추천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늘 

긍정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타입이었다. 이희범은 인현고 진학과 

동시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하였다. 스스로 관심 

있는 외부 강연을 찾아서 친구들을 독려하여 함께 다니기도 했으며, 

학교에서 공지하는 진로관련 정보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거의 모든 

진로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희범과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사이는 겉으로는 티격태격했지만 내적으로는 

돈독해 보였다. 이희범은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로서 어머니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어디든 좋으니 반드시 인서울만 하라”는 

부모님의 메시지를 수시로 듣는다고 하였다.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이희범은 프로그래머인 아버지와 같이 자신도 프로그래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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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 공학과가 있는 

서울의 어느 대학이라도 가면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3) 승인여고 송보배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해외 

유학 연수로 외국에 1년간 체류한 경험이 있었던 송보배는 한국의 

일반고 생활이 조금은 답답하다고 했다. 교과 수업에서 이해를 하기 

보다는 외워야 하고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것이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과는 너무 달라서 힘들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보배는 그 특유의 

유쾌함과 쾌활함으로 빡빡한 일반고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역사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송보배는 역사교사가 되고 

싶었다가도 역사 연구자가 되고 싶기도 했다가도 또 학예사가 되고 

싶기도 했다가도 그냥 외국에 나가 살고 싶기도 했다. 학교에서의 학업 

수준은 중~중상이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보배의 부모는 그녀에게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좋은 자원을 제공해주고 싶어 하여 해외 유학도 

나갔으며 다소 비싼 사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송보배는 

연구자에게 “진로의 감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일단은 

“성적부터 올려야 한다”고 보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과 

포부를 보여주었다.  

  4) 승인여고 정유미는 송보배와 단짝 친구로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중학교 시절부터 학내 종교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를 

일찍부터 해온 정유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호텔리어가 

꿈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월등히 우수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꾸준한 성적 향상으로 인해 학업과 대학 진학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그녀가 연구자에게 보여준 생활기록부는 

고1때부터 해온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교과활동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정유미는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연구자와의 만남에서도 차근차근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전달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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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도 했다.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일반고의 진로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민낯을 

상세하게 설명해준 참여자이었다. 정유미는 고2 2학기에 학교에 방문한 

국제교류학부 학생들의 홍보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국제교육학부를 

차선의 선택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 정유미는 학업 성적이 계획대로 

상승하여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대학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5) 강촌고 남태곤은 참여자들 중 가장 조용한 목소리의 소유자로 면담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귀를 기울여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했던 참여자이었다. 소극적인 성격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조리 있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기도 했다. 남태곤은 

연구자를 만나기 이전에도 학술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된 적이 있어서 

처음부터 연구자에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남태곤은 

하나에 굉장히 몰입하는 타입으로 자신이 관심을 두는 문제를 집요하게 

“연구”하여 교내 학술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하였다. 남태곤은 

연구자의 길을 걷고 싶어 했다. 그래서 본 연구자에게도 자주 연구자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문하기도 했다. 남태곤은 “인서울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친형이 가족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대에 진학한 것과 달리 

자신은 꼭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태곤은 

컴퓨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는 

가족 중 아무도 컴퓨터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6) 연문고 이성민은 어릴 적부터 수학만을 꾸준히 좋아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잡고 고민하는 과정을 즐거워하는 이성민은 요즘 일반고 

학생들이 좀처럼 쉽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6번의 대학입시 원서를 모두 

수리논술로 준비하는 소위 말하는 “육논술”의 길을 선택했다. 

이성민은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믿고 고3 입시 준비 기간 

내내 성실히 논술고사를 준비해 왔다. 이성민은 겉으로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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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고 모범생의 이미지이지만 연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부터는 

유쾌하고 엉뚱한 매력을 발산하기도 하였다. 집안의 외아들인 이성민은 

부모님의 “티 나지 않게 보이려는 지원”을 알고 있었기에 다소 입시 

준비 기간이 부담스러웠지만 부모님께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어 했다. 

이성민은 자신이 소속된 학교가 교과중점학교로서 규모가 크지 않아 

학교 내신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누차 언급했다. 이점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수학 이외에 과목에서는 좀처럼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이성민에게 있어서는 내신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었고 고1 말 

전학을 고심해보게 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성민은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입시 전략을 택해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 본인이 원하는 

학과와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다. 

  7) 연문고 김재후는 같은 학교 이성민의 소개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구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 참여자 중 

하나이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어릴 적부터 만나온 

김재후는 처음 만난 연구자에게도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끔은 엉뚱하고 발랄한 상상을 하는 김재후는 학내 

인기인이었다. 연구 참여 기간 동안 온라인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여 

갑자기 유명인이 되기도 했다. 김재후는 중학교 때까지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러다가 사춘기를 겪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신부보다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성취하고 싶어 했다. 특히 김재후의 어머니는 간호사로서 김재후의 이와 

같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김재후의 학업 성취는 중간 

정도이었고 영어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성적이 중간 정도이었다. 

김재후는 늘 열심히 공부했지만 노력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김재후는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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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후는 본래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고3 2학기에 성적을 

고려하여 생명공학부에 지원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희망하는 “인서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8) 한울고 김연선은 예비조사 기간에 섭외된 참여자로 연구 참여자들 

중 가장 연구자와 오랫동안 만나온 참여자이며 연구자와 사석에서도 

만나고 개인사를 비롯하여 가족사 등 개인의 내밀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한 참여자이기도 했다. 김연선은 시종일관 대학 졸업 후 자립, 

독립을 꿈꾸고 있어서 직업을 빨리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김연선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대학 

진학에 별 관심이 없다고 했었다. 졸업 후 바로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굳이 대학 진학을 하여 4년간 등록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였고 학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족들이 요구하는 학과도 동시에 지원하기도 했다. 김연선의 학업 

성적은 중~중상이었으며 학교에서는 늘 모범생이었다. 특히 김연선은 

방송반과 학생회 활동을 3년 간 수행하여 학내 교사, 학생들과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연선은 비판적으로 자신의 삶을 

고찰하는데 익숙했으며 연구자에게 일반고의 현실을 가장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설명해준 참여자이기도 했다. 김연선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 

학과에 진학에 합격했음에도 부모와 담임교사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자신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인서울 대학” 공공인재학부에 

진학하였다. 

  9) 한울고 한윤성은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대안적인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참여자이었다. 서울시에 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인 

오디세이 학교에서 고1을 보내고 고2 1학기에 본적교인 한울고에서 

일반고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윤성은 일반고 안에도 독특한 

진로경험 소유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으며, 같은 학교 김연선을 통해 

소개받았다. 한윤성의 부모는 한윤성을 촛불시위와 노동운동 현장 등에 

데리고 다녔으며 사회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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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한윤성이 오디세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부모의 

권유 때문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한윤성 부모는 한윤성이 자율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윤성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공부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아 오디세이에 진학하기도 했었다. 

한윤성은 인권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연구자와의 만남 초기부터 대학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다. 우선 오디세이 학교생활로 인해 

고2-3학년 학업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대학 진학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윤성은 사회학적으로 

인권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대학 입학 원서 

마감을 앞두고 사회학과에 지원하였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심화시켜 줄 

수 있는 한 대학의 사회학과에 진학했다. 

  10) 문창여고 서수현은 학교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교과활동을 열심히 해온 참여자이었다. 스스로 독서 자율동아리를 

조직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담당 교사를 섭외하는 적극성과 사회성을 

소유하고 있는 참여자이었다. 또한 학내에 불의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를 침묵하지 않고 학생들과 대자보를 붙여 교장, 교감, 학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기 의사 표현이 명확한 

학생이기도 했다. 연구자를 만나는 기간 중 서수현은 페미니즘에 

심취하여 이를 연구자에게 설파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성취해온,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서수현의 부모는 크게 서수현의 진로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내비치지는 않았다. 늘 서수현의 결정과 의견을 그대로 

믿고 따라주는 부모였다. 그러나 서수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딱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자신의 미래는 무난한 대학에 

무난한 과를 나와 어느 회사에 취업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서수현의 생각에는 언니의 행보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서수현의 언니는 

통계학과를 나왔지만 지금은 항공사 승무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언니의 

삶을 보며 서수현은 대학과 학과 그리고 취업은 별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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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창여고 임태진은 일반고 소속이지만 고3 시기 내내 

직업정보학교의 주얼리학과에 다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국에서 

다닌 경험이 있는 임태진은 한국의 일반고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학업도 어려웠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일반고를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의지를 발동시켜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소개받게 된 직업정보학교에 

주얼리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손재주가 좀 있었던 

임태진은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배워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생겼다. 

일반고에서 자신은 “존재감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었는데 주얼리 

학과에서만큼은 아니었다. 전국 규모의 고등학생 주얼리 대회에 나가 

본선에 진출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하나씩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임태진은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연구자에게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임태진은 고3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친구와 단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자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한 경험담을 연구자에게 

신나게 설명해주었다. 임태진은 졸업 후 한 액세서리 공방에 취업하여 

공방 생활을 하고 있다. 

  12) 송현고 송지훈을 연구자가 처음 만난 날 송지훈은 교내 역사 

골든벨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하고 한껏 상기된 얼굴이었다. 

송지훈은 교내에 유명한 “역사덕후”이었다. 어릴 적부터 꾸준히 

역사에 관심을 가졌으며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양한 역사 

관련 교양서적을 섭렵하여 역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는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수차례 

반복하며 자신은 역사교사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송지훈은 

연구자에게 개인의 진솔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때때로 

연구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에 마음 

아파해야 했다. 송지훈은 어려운 상황에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상위권에 해당되는 송지훈은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와 학교에 진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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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좋은 역사교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 

  13) 송현고 김지운은 영어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명랑하고 똑똑한 

학생이었다. 늘 바른 언행과 계획된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업 

성취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김지운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만 해도 희망 직업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으며 고1 때 “하도 학교에서 꿈을 정해야 한다”고 하여서 평소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일을 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른 과목들도 잘 하지만 유독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김지운은 서울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영어교사가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지운은 연구자가 진행하는 연구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연구자가 배포한 연구설명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참여자이었다. 김지운을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로 조직화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었으며 실지로 교내 

학술연구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자신의 생각을 가장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평소 시를 좋아해 

표현력과 단어 선택이 남달랐다. 김지운의 부모는 김지운의 진로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으며 매사에 부모의 도움 없이도 척척 알아서 잘 

해온 김지운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김지운은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으로 연구 기간 중간 중간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불안감과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김지운은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진 탓에 큰 동요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장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들은 특정 문화 속에 속한 특정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기억의 



- 65 -

재현들로서 문서, 구술, 사진, 영상, 현지 자료(물증 자료)로 구분될 수 

있다(윤택림·최정은, 2012).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경험에 관한 기억을 재현해줄 수 있는 기록물들인 연구 참여 

학생들의 구술 자료 및 현지 자료, 연구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수집한 

물증 자료 및 진로상담교사들의 구술 자료, 학교정보 공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수집한 온라인 자료, 

연구자가 직접 대학 입학사정관 연수 모임 참여를 통해 획득된 공식 

연수 자료집 등을 수집하였다. 

가. 면담 자료 

  현장연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활용한 주된 자료는 참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게 된 구술 자료 및 이를 전사한 녹취록이다.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다른 사람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에 부여되는 주관적인 의미 

생성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Seidman, 2006) 중요한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활용된 자료는 학생들의 면담 

자료이다. 연구자는 면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예비조사 기간을 거쳐 

심층 면담을 기획하였다. 연구자는 총 13명의 연구 참여 학생들과 

2018년 3월 말부터 2019년 2월 초까지의 만남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 학생들과는 최소 3번에서 최대 7번까지 

면담을 진행했으며 각 면담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학생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을 했으며 

녹음된 파일은 참여자가 전사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면담을 시행한 장소는 연구 초반에는 학교 상담실 

등 학내 여유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한 

이후부터는 학교 근처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소나 혹은 연구자가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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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초청하여 학내 회의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는데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수집된 자료를 잠정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간을 두기 위함이자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변화된 생각, 태도, 행동 등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18-19세 참여자들과의 면담의 경우,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전후,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전후와 기말고사 전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다. 19-21세 참여자들은 수학능력시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전후, 여름방학,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후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루고 난 이후부터는 최대 7번까지 자유롭게 연구자를 만나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녹취를 실시한 공식적인 면담을 수행한 것 이외에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과 행동을 이해하고자 비공식적으로도 만나 같이 식사, 

티타임, 기타 활동 등을 갖거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같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삶과 연구자가 본 연구를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를 연구 참여자들과 공유하고자 연구자가 진행한 강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거나, 평소 연구자의 연구실 생활이 어떠한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예비조사 기간을 통해 도출한 

유의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에 임했다. 그러나 실제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준비해간 면담 질문지의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학생들이 구술하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식을 띠도록 했다. 다만, 학생들의 

이야기가 너무 과거에만 집중되는 경우의 한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중재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골고루 구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이 개방적인 형식을 띠게 되어서 면담이 거듭될수록 

연구 참여자 별로 진로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구술되었다. 이는 

질적 연구의 접근 자체가 자연주의적 탐구를 지향함에 따라 개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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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된다는 점(김영천, 2016)에 근거하며, 상황적인 변인을 조작, 통제, 

제거하지 않고 변화되는 실재의 복합성을 수용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면담의 주제들은 일관되거나 한 두 

개의 주제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면담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자가 

융통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현장연구에 

임하기에 앞서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문헌연구를 통해 면담의 주요 

항목들을 작성한 바,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3> 초기 면담조사 주요 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개관

1. 평소 개인의 성격 

- 스스로 알고 있는 자신의 성격

- 타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성격

2. 선호사항

- 좋아하거나 감명 깊었던 책, 영화, 음악 등

- 좋아하고 잘 하는 교과목/싫어하고 못하는 교과목 

3. 최근 관심사 

- 자주 보는 웹사이트 

- 뉴스, 신문 등에서 관심 있게 본 사건들

4. 하루 일과

-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 학교에서 하는 일 

5. 학업

- 학업에 대한 최근 고민 

학교 

진로활동

1. 교과 수업 시간에서

- 진로를 위해 교과 시간에 한 일 

- 교과를 통한 진로 준비

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을 통해 

진로 계획, 실천 

대학입시 1. 대학 입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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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수행하는 과정 중 연구자는 메모수첩, 전자기기를 활용한 메모, 

그림, 음성 등의 현장노트(이용숙, 2010)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면담 

당일의 분위기, 면담 시점의 특이사항들, 추후 물어보아야 할 사항들에 

혹은 취업 

준비

- 입시 정보 출처

- 입시 준비 과정

2. 취업 준비

- 취업 정보 출처

- 취업 준비 과정

인적 사항

1. 교사와의 관계

-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관계

2. 부모와의 관계

- 진로에 대한 상담

3. 친구 

- 교우 관계

- 진로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4. 기타 

- 학교 밖 친밀한 인적 관계

- 진로에 대한 조언 

미래

1. 10-20년 후 미래

- 먼 미래 자신의 모습 상상

2. 고등학교 졸업 후 미래

- 졸업 후 대학 혹은 직장에서의 자기 모습 상상

3. 대학에 대한 생각

- 대학 진학의 이유, 목적

- 희망 학과에 대한 이해 

4. 직장에 대한 생각

- 취업 선택 이유

- 취업처에 대한 정보

과거

1. 중학교

- 중학교 진로 교육에 대한 평가

- 중학교 때 희망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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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체크리스트, 연구자가 느꼈던 인상, 감정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기록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전사된 구술 자료를 잠정적인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이 구술한 바들의 역동성을 기억해 

내는 데 활용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구술한 진로활동들의 시간적인 

진행 순서와 학교 측의 진로 프로그램 진행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2곳을 

제외한 모든 연구 대상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과 1~2회 정도,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이외에도 연구 현장 섭외 과정에서 연구자가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만난 진로진학상담교사들 중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일반고 진로교육 수행의 방향, 난점, 긍정적인 측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현지노트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 

교사들은 일반고 진로교육 관련 도서를 출판하거나, 여러 학교들을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하는 등 일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사이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과의 면담은,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진술한 이야기들의 전체 

흐름 특히 학내에서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의 시간적인 흐름과 맥락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 현지 자료 

  연구 참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술 자료를 수집한 이후 연구자는 

학생들로부터 학교 안팎에서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생산해낸 

다양한 결과물들 예컨대, 대학입시를 위해 작성한 연습용 자기소개서, 

실제 대학 입학 원서 제출 시 활용된 자기소개서, 진로포트폴리오,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 결과보고서, 과제물, 사진자료, 자가 출판한 

책 등을 수집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만들어낸 현지 자료의 경우 학생의 

동의 후 수집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해 혹은, 학내 비치된 학교 홍보 자료,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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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학교 게시판 게시물 등을 수집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 대상 

학교들의 진로교육 현황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 예컨대, 졸업자의 진로 

현황, 진로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학교 포트폴리오 등은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파일 버전으로도 수집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일부 대학의 입학사정관 연수 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연수 자료집들을 수집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 연구 

대상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추천으로 연구자는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입학사정관 연수 모임들에도 참석하였고, 

대학 입시 자료 예컨대, 대학의 공식 혹은 비공식적 입시 요강, 입시 

결과 등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물증 자료들은 본 연구의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배경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자료 분석

  질적 자료 분석은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그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는 것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도 전사된 전체 텍스트를 

정독하면서 참여자별로 구술된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을 일차적으로 

수행했다. 연구자는 전체 텍스트를 시일을 두고 서너 차례 정독하면서 

참여자가 강조하여 진술한 부분이나 반복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별도의 

메모를 달아 표기해두었다. 예컨대, 학생들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바를 

상당히 길고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구술하는데, 연구자는 학생들의 

대학 입시 관련 진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변 정황, 관련 인물, 관련된 

시기와 장소를 체크하고 메모를 붙여두었다. 또한 연구자의 언어나 

이론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최대한 자제하고, 참여자의 은어, 

비속어, 줄임말을 그대로 표기하도록 하여 최대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노력했다. 

  참여자별로 수집된 면담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파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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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좀 더 미시적으로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면담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연결되는 단락을 별도로 구분하여 핵심 키워드, 

주요 주제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키워드와 주제들을 두고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1) 무엇이 쟁점이 되고 연구자는 어떻게 

그것을 정의내릴 수 있는가? 2) 이러한 쟁점은 어떻게 발전되는가? 3) 

연구자 참여자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보이려고 한 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4) 

쟁점이 되는 바는 언제,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5) 쟁점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총 5가지 질문(Charmaz, 2006, 

박현선·이상균·이채원(역), 2013)을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제공한 현지 자료와 학교, 교사, 학교 알리미 등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대조하여, 추출된 키워드에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예컨대, 면담자료에서는 

학생들이 생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언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구술한 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실제 학생들의 생기부를 대조하면서 

분석해야 했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제공받은 

생기부를 비교대조하면서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분석의 과정을 연구문제에 따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한 후 진로문제를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지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앞서 

정리해둔 참여자별 면담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를 참고하여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된 키워드, 주제들을 모두 하이라이트 처리 했다.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진로를 변경했던 시기와 이유,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결정한 시기와 이유, 그 과정에서 참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진술한 부분들만을 

모아 동일한 색으로 표기하고 ‘변곡점’, ‘결정’, ‘개입 

배경’,‘변경’등의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후 표기된 코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 간의 면담내용을 교차 분석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없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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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특이사항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기록해두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해본 바를 구체적인 진로활동들과 연결 지어 어떻게 펼쳐보는지를 

다룬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교교육과정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텍스트를 

정리한 방식과 동일하게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면담 내용을 모두 구분해내고 별도의 색으로 표기했으며 교과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와 행동은 ‘교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결된 

학생들의 이해와 행동은 ‘창체-자율’, ‘비교과-진로’, 

‘비교과-봉사’등으로 코드를 부여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주어진 공간적, 시간적, 인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탐색하는 질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면담 자료에서 네 

가지 맥락과 진로에 대한 진술 부분을 연결시켜 각각에 대해 다른 

색으로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자료를 분류했다. 분류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분류된 자료에‘공간’, ‘공간-학교 밖’, 

‘장치’, ‘시간’, ‘인적 관계’, ‘사회 통념’등의 코드를 

부여했다. 

   이와 같이 연구문제에 따라 구분된 자료들은 연구문제라는 틀을 

중심으로 방대한 면담 자료를 나눠놓은 것으로서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들 속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러내어야 하는 바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돈하고 연구문제별 참여자들의 진술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다시 면담 자료를 읽으며 좀 더 

면담내용을 세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앞서 부여했던 코드 

즉,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주요 주제에 가까운 코드를 학생들이 언급한 

특정한 단어, 표현방식, 스타일 등의 에믹한 코드로 세분화시켜 자료를 

분류했다. 이후 세분화된 에믹한 코드들은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주제와 패턴으로 다시 군집화 되었으며, 이 때 최대한 에믹한 코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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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두되 연구자가 이해한 바에 근거한 에틱한 코드, 연구문제에 따라 

분류된 코드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이론에 비춰 부여된 코드와 

교차 비교하여 표기해둔 코드들을 적절히 전환 혹은 변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연구자는 귀납적 분석과 연역적 분석 사이를 순환하며 

귀납적 분석에서 찾아내지 못한 코드와 연역적 분석에서 제시하지 못한 

코드들 사이 보이는 틈을 순환 과정을 통해 그 틈을 매워보고자 

했다(Miles & Huberman, 1994). 예컨대, 일차적인 코드 분류 과정에서 

부여된‘비교과-진로’는 학생들이 비교과 진로 활동에 대해 구술할 때 

활용한 표현인‘좋은 이야기’, ‘나와 다른 이야기’, ‘관계없는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등의 코드로 세분화시켰다. 이후 

부여된 코드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주제, 

패턴을 도출하고 이것에도 역시 에믹한 코드인 ‘남의 성공스토리’라는 

상위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류된 많은 코드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상위 

범주에 해당되는 코드명들은 연구 결과의 각 장과 절의 제목으로 

동일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4.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신빙성은 

곧 연구의 신빙성과 직결된다. 질적 자료 수집, 분석, 해석, 글쓰기 등 

질적 연구 전 과정에 연구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성향과 편향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질적 자료 자체의 신빙성 못지않게 연구자에 관한 

신빙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관한 

신빙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자가 누구인지, 연구자의 배경과 관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자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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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수행 

역량의 측면의 문제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Patton, 2015). 

  우선,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일반고 진로교육, 경험된 교육과정, 

고등학교교육과정, 고등학교 직업교육, 고졸자의 커리어 등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다. 

이러한 고민들의 시작은, 대학학부 시절에 만났던 동기들의 다양했던 

배경과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다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여 같이 공부를 했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왜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직장 커리어를 두고 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인지 등 그들이 선택하는 ‘표류하는(drifting) 진로’는 

연구자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였다. 졸업 후 연구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종류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와 부서에 들어온 사람들, 고졸자로 회사에 들어와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들, 희망하던 대학에 진학했지만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등 왜 그렇게 사람들은 

표류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다. 물론, 

연구자도 돌이켜보면 회사를 그만두고 학부 전공인 언어학과 거리가 

있는 교육학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9년째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연구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진로’를 알 수 없는, 

마치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동일한 표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연구자의 과거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통한 지식과 경험은 진로, 그 표류하는 삶을 

이론적으로 이해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기에 겪게 되는 표류의 시작점이 

고등학교 때부터라는 점은, 연구자로 하여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궁금증은 연구자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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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일반고 진로교육과 관련된 소박한 연구(박나실, 2016, 2017)을 

진행시킨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에서 그려내는 

학생들의 진로가 편향된 시각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그동안 소박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만났던 

일반고 학생들(직업특성화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임)은 결코 수동적이고, 

입시에 짓눌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롯이 입시에 매진하는 

피동적인 입학 준비생들만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선행연구(신철균 외, 

2018; 조용환 외, 2009)4)에서 그려지는 일반고 학생들의 ‘일그러진 

인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고 이전의 연구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를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엮어내고 싶었다. 일반고 학생들이 

겪는 진로 경험이 파편적이지만도, 피동적이지만도, 그리고 미결정적인 

특징으로 귀결될 일만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 향후 일반고 진로교육을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랐으며, 학생들의 진로 경험에 관한 이해의 

폭이 다양화되고 무엇보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회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른들의 시각을 논의해보고자 했다. 

  연구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연구 

참여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기 위해 참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연구자의 

진심을 담아 설명할 수 있었고 연구자의 이러한 진심을 연구 참여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본 연구에 참여해주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 대부분 학교 선생님, 부모님과 친인척, 학원 선생님을 제외하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성인 여성’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연구자의 

4) 제시된 두 연구물 이외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경험을 다루는 선행연구물들에서도 

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온전한 의미의 진로 설정의 난점(고은희·조아미, 2017, 김병

숙·송혜령·김민정, 2011; 오헌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 2010)은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주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부정적인 입장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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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연구자가 열어 보이는 연구자의 마음 그리고 삶을 받아주었다. 

연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표류하는 연구자의 삶을 

도리어 응원해주기도 했으며 연구물을 기대해주기도 했다. 또한 

연구자의 삶처럼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해보겠다는 연구 참여자도 

생겼고, 그와 정반대로 연구자의 삶을 보고 절대 대학원에 진학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물론, 연구자도 연구 참여 

학생들과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학술적인 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사고, 행동, 문화, 태도 등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진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 연구자의 이와 같은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과거 경험, 현재의 

경험 그리고 일반고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자 나름의 관점은 이론적 

배경과 함께 또 다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질적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은 실증주의 연구의 타당도 신뢰도의 

준거와는 다른 준거들인 1) 양질의 자료를 산출하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현장연구와 2) 신빙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자료 

분석이 활용된다(Patton, 2015). 본 연구의 현장연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략 1년의 기간(예비조사 기간 3개월 포함 대략 

15개월)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문서, 구술, 사진, 

영상, 물증 등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는 면담을 통한 

녹취록이므로 연구자는 총 13명의 참여자를 최소 3회에서 최대 7회까지 

진행하여 심층적인 구술 자료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알기 위해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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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소속 학교 진로진학상담 교사들 및 일반고 진로교육의 

전문가를 찾아가 구술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대학 입시의 실제를 알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연수 

모임에 참석하여 2017~2018년도 대학들의 입시 정보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부차적인 것들로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지만 일반고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학생들의 진술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연구자는 수집된 질적 자료의 충실한 분석을 위해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Patton, 2015). 

삼각검증법은 질적 자료들 간의 검증과 분석자 삼각검증법, 이론 및 

관점 삼각 검증법으로 구분된다. 우선, 본 연구의 질적 자료의 삼각 

검증을 위해 구술 자료들 간의 비교와 공개적으로 말한 것과 개인적으로 

말한 것 사이 비교하기를 진행하였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일관성 있게 내용을 이야기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연구자는 분석결과와 연구 결과를 

동료 연구자들과 연구 참여자들의 조언과 지적을 통해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방향과는 

상충되는 실증연구들의 결과들, 혹은 본 연구가 비판했던 이론적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6. 윤리적 고려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와 어떠한 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연구 

윤리사항이다(Bogdan & Biklen, 2007).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윤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우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본 연구의 

계획과 진행 절차에 관한 심의를 거쳤다(IRB 승인번호 1805/0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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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가 준수한 연구 윤리 사항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는 면담을 수행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설명하고 본 연구 참여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철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참여자가 연구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참여자에 대한 연구를 즉시 중단하고 수집된 모든 녹음파일, 녹취록, 

현지 자료 등은 참여자가 참여 철회를 밝힌 시점에 즉시 폐기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 소속 학교의 일정과 개인 

시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였으며, 면담 녹취는 반드시 

참여자의 동의하에서만 실시하고 면담 참여자에게 사전에 언제든지 면담 

녹취 중지, 휴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가명 처리되었으며 개인 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표기되었다.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에 

포함된 참여자의 최초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관리한다. 특히, 연구 자료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으며 

보관하여 오직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지 녹음을 않는 내용은 녹음 파일과 

전사기록지에 삭제하여 보관도록 했으며 자료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음성 

파일, 녹취록, 현지 자료 등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5년간 

보관할 예정이며, 연구 완료 5년 후 연구자의 관리 하에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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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고 진학 이후 진로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어떠한 진로선택과정을 

경험하는지를 탐색해봄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그들의 ‘선택 

행위’와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학생들의 삶 그 자체로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반고라는 특정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 바, 이 장에서는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 접하게 된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변화하게 된 변곡점에서는 학생들의 

주변사람들인 교사와 부모의 관여 즉, 그들이 학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학생들이 

주변사람들의 관여와 개입을 매개로 자신의 진로를 인식하는 접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고 교육의 무게중심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그 

나름의 의미 있는 사고와 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여전히 일반고의 현실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완전한 독립체로서‘주도’하거나, ‘자율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이 수동적인 

존재라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는 현상적인 근거들도 본 연구 과정 중에 

포착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암기식, 주입식,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 공부를 치열하게 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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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기도 했으며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성인인 연구자, 교사, 부모의 시각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세밀한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는 어떤 동기와 

계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 입장, 행동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생들이 일반고에 입학한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고민하며 그 고민의 과정에서 

개입되는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실화된 자기과제로서의 진로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직면하게 된 학교‘현실’에 대한 대개의 

논의는 대학 입시 일변도의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상황(신철균 외, 2018; 

조용환 외, 2009) 및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과는 동떨어진 학습 상황을 

기술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인들의 통념적인 

인식도 일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상황을 대학 입시를 위해서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보다는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인고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해는 입시라는 거대한 구조적인 압력에 순응하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학생 즉, 외적 구조와 상황에 상당히 종속된 

주체로서 일반고 학생들을 상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논의의 경우, 

입시를 둘러싸고 있는 논리와 질서에 의해 일반고 학생들은 

‘조형되고’, ‘만들어진’ 기획된, 구조 올가미에 갇힌 존재로 

기술되기도 한다(오유진·손준종, 2016). 물론, 일반고 학생들이 희망 

대학을 선정하여 실질적으로 입시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특정한 

‘대학 결정’장면에서는 학생들의 의견과 동기보다는 교사와 부모의 

의도나 메시지가 지배적으로 투영되는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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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대학 ‘선택’의 결과의 측면만 놓고 보면 어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 학생들을 판단할 여지가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주목해 본 진로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에서는 입시의 중압감과 강제적인 외부 압력 속에서도 

학생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의 사태들을 계기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한 관심, 고민, 행동 등 진로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개입’(engaging)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러한 개입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학기간 내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중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가. 진로문제의 상세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 문제에요”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일반고에 입학한 이후 중학교 때와는 달라진 

진로교육의 온도차를 종종 언급하였다. 중학교 재학기간 중, 

자유학기제를 일부 경험할 수 있었던 정유미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중학교 진로교육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했다. 

사회의 여러 직업군들을 나열식으로 소개를 받았거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과목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로교육이 진행되어 학생들은 

마치 “이것저것 다 섞인 정보 뭉치를 던져주[는]”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중학교 때에는 진로교육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접한 적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기억에서 중학교의 

진로교육은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경험으로 진술되고 있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은 “꿈과 끼”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중학교 때부터 자주 

들어왔고, “나의 꿈 찾기”, “꿈 정하기” 등 막연하게 꿈이라는 

단어를 진로교육에서 빈번하게 접해왔다고 했다.  

  “꿈과 끼”를 막연하게만 접해오던 참여 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 특히 진로수업이나 진로체험 기회를 자주 제공받았던 1학년 

1학기나, 학교에 따라서는 1학년 2학기 때를 기점으로 자신의 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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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민의 질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했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중학교 때의 진로교육과 일반고 진로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학생들은 진로관련 정보의 양적 차이를 주로 

답하였다. 중학교 때도 진로정보가 제공되기는 했으나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빈도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정보가 “뭉치”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접점도 해당 정보들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고 

진학 이후 학생들은 이전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었으며 다양한 진로관련 

정보를 진로수업을 비롯한 학교교육과정 전반에서 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자: 고등학교 와서는 [진로교육이] 어땠나요?

송보배: 뭔가 확실히 기회가 많고, 접할 기회가 많고, 활동도 

많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진짜 온갖 것이 많았어요. 진로의 날도 있었고, 진로 

아카데미라고 부모님 중에 한 분 초청해서 자기 

직업과 진로로 뭘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1학년 때는 시간표 안에 진로 수업도 

있었어요. 

송보배가 재학 중인 학교는 사립고로서 다른 연구 참여 학생들의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진로와 관련된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송보배의 학교에 3차례 

방문하였는데 그 때마다 학교 1층 로비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1년 내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말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진과 글들이 게시되어 있었다. 

  사립고 학생들만이 진로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가 만난 공립고 학생들도 중학교 때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와 기회들을 제공받았고 그 기회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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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학생들 모두가 “즐거웠다”거나 “좋았다”거나 

“행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생각해본 계기나 동기가, 이전보다 많아진 기회를 통해 쌓여진 

진로 정보의 양만이라기보다는 그 정보의 내용이 좀 더 성적이나 입시, 

직업과 같이 학생들의 현실과 구체화되고 상세화될 때라는 것이다. 

연구자: 꿈이 늘 강조되잖아요?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진로는 

어때요?

김재후: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중학교 경우 과목  

쪽을...너가 좋아하는 과목을 말해봐라 이런다면, 

여기[일반고]에서는 과목들이 어떤 학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이성민: 저도 비슷해요. 중학교는 뭉뚱그려서 ‘어디 쪽으로 

가고 싶니?’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로 물어보고요, 

이러고 지금은 과학 과목으로 간다고 해도 물,화,생, 

지로 나뉘고 [직업인 특강 같은 걸 들어봐도] 그 

안에서 교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상당히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뭉뚱그려서”주어지던 정보가 좀 더 세분화된 학과와 직업 정보로 

제시됨으로써 학생들은 이전보다 진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사항 즉, 

진로문제를 고민할 때 고려해봐야 하는 측면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한 후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 정보가 입시나 

실질적인 직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접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혹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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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보였다. 

연구자: 지금 하는 것들이 중학교 때랑 완전 달라요?

서수현: 어찌 보면 중학교 때랑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 학교 대회나 이런 것은 없었으니까 좀 다르네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갔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선생님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대학교 입시는 되게 힘들구나’를 

느껴요. [진로수업 시간에] 입시 커트라인을 

조사하다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대학 못 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다보니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하는 데에는 단순히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 입시에 조금 더 가까워진 시기적 특성도 그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많은 정보가 학생들이 발을 딛고 서있는 일반고의 현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서수현은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솔직하고도 대담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 서수현은 진로시간은 교과수업도 아니고 하니 처음에는 잠을 

자러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진학과 관련된“꿀팁” 때문에 

“맨날 자야지 했는데 [진로수업 시간에] 자본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진로수업을 통해 듣게 된 정보들은 그녀로 하여금 이전보다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게 했으며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바 

즉,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일부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제공되는 현실적인 많은 정보들이 

“압박스럽[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기 때문에 

유익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인 

학생들도 대학 입시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로 인해 “그곳[대학 

전공]과 맞는지”, “그곳에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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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좀 더 자신의 진로에 관여하고 자신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주어진 정보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수험생으로서의 실천적 대응: “어떻게 해야 [앞으로] 제

게 더 유리할까?”  

  일반고에 진학 후 학생들이 접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와 연결지어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학생들이 접하는 정보들은 더 이상 여러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정보 뭉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흥미, 

현실과 접목시켜 나름대로 주어진 정보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자기가 일부 투영한 자기 지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계기와 동기가 본 연구의 면담 과정에서 

포착되었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수험생’으로 자각하기 

시작할 때이었다. 학생들마다 이 시기에 대한 자각 시점은 달랐지만 

대개의 경우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혹은, 3학년 1학기~2학기 초반 

사이로 대학 입학 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대학 입시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시점이었다.  

이희범: [생기부에] 뭔가 많지도 않고, 그냥 너저분하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깔끔하게. 

연구자: 깔끔하게? 어떠해야 깔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이희범: 음, 뭐라고 말씀 드리지?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어떤 

목차 같이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얘기가 어떤 한 

테마를 딱 잡아가지고 그 테마에 맞춰서 활동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연구자: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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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그래야지 진로 관련 활동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생기부라 하면 솔직히 활동 진로 관련 활동이 

많아야 하고 가고 싶은 학과 비슷한 관련 활동이랑 

독서가 충분해야 하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그냥 되는대로 한 것 같아요. 이 생기부를 가지고 잘 

고려해서, 좀 더 열심히 내신 공부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래서 요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질까?[이에요.] 원래 [대학에] 딱 갈 마음은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희범은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수험생활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희범은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과거 학습 경험들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희범은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였고,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부족한지 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서수현도 이희범과 비슷한 시기에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특히, 

직업박람회에서 입시컨설팅을 받고난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학 당시에 서수현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입시컨설팅에서 자신의 

내신 성적과 생기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교육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 

서수현: OO교대 남자분이랑 상담도 거기에서 해봤는데, 

제가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케바케(case 

by case)라고 자기 주위에서는 요즘 신입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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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컷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현실이 

이렇구나, 그 때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거 같아요. 

그 전 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려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거기 다녀와서 아, 최소 2등급이 나와야 

하는 구나. 최대 1.5가 나와야.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안 되겠구나. 다른 거를 생각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문과이기는 

한데 수학이 제일 편하고 쉬워요 수학 너무 좋아서 

꿈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경영, 경제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어릴 적부터 희망하던 초등교사가 현실적으로 선택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수현은 평소 자신의 소질을 고려하여 무엇을 대안으로 

삼아야 할지를 고민했다. 서수현의 이와 같은 판단은 외부에 의해 하기 

싫은 바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낙담이나 체념을 하는 수동적인 

태도라기보다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자신에게 맞는 바를 찾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에 가까웠다. 

  이희범과 서수현 이외에도 고3 참여 학생들이 대학 수시전형 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다. 김재후는 평소 

존경하던 종교인을 본받아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연구자가 김재후를 처음 만났던 3학년 1학기 초반에도 해도 

김재후는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간호학과에 지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대학 수시원서를 작성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김재후는 자신의 내신 성적으로는 도저히 간호학과에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조언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담임교사가 진학하고자 했던 간호학과의 입시 커트라인과 상세 

합격 정보를 김재후에게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희망하던 학과로의 

진학이 어렵게 되자 김재후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학과를 고민했다. 평소 

자신의 관심, 소질, 특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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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는 어렵지만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로로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중학교 시절부터 문과 교과목보다는 과학 

특히 생명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김재후는 

생명과학과로의 진학을 고려하기도 했다. 

  같은 학교 이성민도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시전형을 

도전하기에는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에게 맞는 

입학전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보았다. 

연구자: 어떻게 ‘6논술’만 했어요? 다른 전형도 고려해보지 

않았나요? 학생들 사이에 ‘6논술’은 악평이 

자자하던데......

이성민: 그 논술 자체가 내신을 약간 커버해주니까요. 

왜냐하면 논술 반영 비율이 더 크거든요. 

과중반(과학중점반) 얘들이 다 내신이 좋아서 다 

잘해요. 그것 때문에 논술을 선택했어요. 제가 

모르는 거는 몰라도 아는 거는 남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줄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 글을 또 쓸 수 있을 

자신도 있어서요. 논술이 그거잖아요. 결국 자기가 

아는 거 글로 적는 거니까. 그거랑 제 적성이랑 딱 

맞아서 논술 해야겠다 그랬어요. 도저히 수학을 포기 

못하겠다 싶은데 수학과는 가고 싶은데 논술이 

답이다 싶었어요. 

  학생들은 ‘수험생’으로서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진로를 실현시키기에는 문제가 되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때 학생들은 그 현실의 한계로 

좌절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현실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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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이라는 진로선택 혹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을 결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않았다. 스스로의 현실과 평소 자신의 소질, 

관심, 흥미를 성찰하고 ‘수험생’으로서 그에 맞는 전략적인 대안들을 

도출하는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해 나름대로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일반고 수험생이라고 하여 직면한 현실에 매몰되거나, 혹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주체라고만 간주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보이는 진로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수험생으로서 직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그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그 다름대로의 판단과 성찰을 취하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미래 ‘직업’에 대한 막연함의 역설: “모르니까 제가 더 

[스스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일반고에 진학한 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양은 점차 증가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습득하게 된 대학 입시 정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구체화되기도 했다. 

연구자가 2학년 1학기 신학기에 참여 학생들을 만나서 대학 입시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참여 학생 모두는 단순히 정시와 

수시전형에 대한 구분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외 다양한 입학전형과 

입시 준비 방법 등은 상세히 알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3학년 1학기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2학년 2학기 말쯤에서는 

연구자도 미쳐 다 파악하지 못한 특이하고 세부적인 입학전형과 방법을 

학생들은 연구자에게 줄줄 읊어줄 수 있을 수준이 되었다.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미래 자신의 직업, 하고 싶은 일, 이상적인 삶에 

관한 정보는 잘 알지 못했다. 연구자는 면담자료 수집 기간 중간에 

‘일반고 진로교육이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했었다. 학생들은 분명 중학교 때보다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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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빈도는 늘었지만 좀 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정보와 직접적인 체험은 부족하며 이것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자: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 봤다고 가정해 봐요, 

‘학생들이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고 싶나요?

이희범: 저는 희망하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서 

그 직업 관련 회사를 견학 같은 거 해 보고 싶어요. 

그런 거를 하면 이렇게 일을 하는 구나,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이렇게 느끼거나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완전 진로 관련 희망사항이 없는 

아이들은 이런 직업들을 어떨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히려. 저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과는 거의 다 

이과 쪽으로 가고 싶다 이걸로 갈 거야는 맞는데, 이 

과내에서도 여러 가지 진로 아니 직업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어떤 직업으로 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확실하지 않잖아요. 

연구자가 만났던 참여 학생들 중 김재후와 이성민이 소속된 학교를 

제외하고 미래 직업이나 일과 관련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학교는 

드물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입시 관련 

정보는 많이 알게 되었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직업’, 나아가 

‘삶’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보배도 진학할 대학의 학과는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직업이나 생계(“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의 

문제)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역사 쪽은 좋아하는데,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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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길이 많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며 송보배는 미래 직업을 

생각하면 “방향을 잃은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송보배 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은 미래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즉 

미래 자신의 경제생활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답답해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 할수록, 

이를 알기 위해 여러 관심 직업 분야들을 탐색하며 기웃기웃 한다는 

점이었다. 김재후와 진행했던 3학년 1학기 면담에서도 김재후는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정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었다. 

김재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요, 

연구자: 본인의 관심은요? 그 관심사나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도 연결되던가요?

김재후: 음, 사실 저는 아직 꿈같은 거를 못정해서요. 여러 

가지 계속 들어보고는 있는데요, 잘 모르니까요. 

그냥 학교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생명화학 쪽 보고 어디지? 음, 과학 

체험으로 어디를 가서 활동 한 게 있었는데 

메추라기 해부도 하고, 좋은데 근데 저는 아직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 같아요. 

즉,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막막하고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진로에 대해 좀 더 탐색하고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미래 직업이나 일을 생각하면 막연하여서 “정한 

것들이 흔들리까봐”의도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대학에 진학하여 추후 고민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일단은 회피하거나 유예하겠다는 학생들도 이에 

대해 이후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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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A: 학교 진로수업 시간에 직업군 조사하는 숙제 

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 조사하면 1-2개씩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니까 갑자기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흔들리고...특강 같은 거나 

진학컨설팅에서 이런 [학]과 너한테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이런 직업이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고민을 

안 할 수가 또 없고...저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학생도,  

학 생B: 사실 저도 딴 것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전 과목이 

다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역사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그것도 고민하다가 

영어로 결정하긴 했지만 2학년 올라와서 <윤리와 

사상>을 처음 공부하는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미있어서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 많았는데요, 그냥 

현실이니까 이것만 걸어가라, 딴 거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의 길은 이거다. 이러니까 

사실, 근데 [대학]가려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고. 현실이니까요. 또 그런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막 왔다갔다 하기도 해요  

라고 했다. 즉, 막연함과 불안감을 잠정적 결정으로 덮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래에 직업과 일에 대해 고민을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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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구자가 보기에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계속적으로 

탐색해보고 그것이 자신과 맞는 것인지, 자신이 할 수 있을지 등을 

따져보게 하는 모종의 개입 기제에 가까웠다. 

2. 주변 사람들과 조율과제로서의 진로

  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 후 중학교 때보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 

선택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그 선택이 남들보다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이어야 한다는 경쟁적 분위기를 직면하면서 학생들은 때때로 

스트레스, 걱정, 불안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진로가 학생들 밖의, 자신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좀 더 현실화된 자기문제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렇듯 일반고 진학 후 학생들은 진로를 현실화된 자기문제로 

이해하기도 했지만 오롯이 학생 자신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주관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지는 않았다. 특히, 일반고 진학 후 교사와 부모가 대학 

입시를 두고 혹은 삶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던지는 메시지, 태도, 행동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와 부모의 메시지, 입장, 태도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학생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양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성인이 던지는 메시지, 의견, 입장, 

태도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 94 -

가. 교사의 조력: “선생님 때문에 [진로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보인 진로에 대한 인식은 오롯이 개인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관적인 성격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 행동, 의도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기존의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수업,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역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왔지만(남수정, 2011; 신은경·윤경·김진강, 2016; 

오헌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 2010; 조성심·주석진, 2010; 

주현준·이쌍철, 2014),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력 있게 제시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존경심이 학생들의 진로프로그램에 참여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상준, 2011)는 보고되었지만 학생의 진로에 대한 

교사의 어떤 관여 혹은 개입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기존의 문제의식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예비 연구 단계에서 

연구자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 교사들의 진로에 대한 개입은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입과 

관여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시한다.   

  남태곤은 일반고 진학 후 자신의 진로를 어느 쪽으로 정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국어, 사회와 같이 문과 교과목들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 과목의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1학년 한 때 문과를 선택하여 

심리상담사를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학교의 특성상 

문과반에서 내신 성적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소문을 듣게 된 뒤 

남태곤은 문과 선택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태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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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교사와 진로교사에게서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도래가 미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신선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또한 이 두 명의 교사로부터 그와 관련된 진로를 

고민해보라는 추천을 여러 차례 받게 되었다. 

남태곤: 1학년 때는 진로의 폭을 쫙 펼쳐두고 찾아보자 

그래서 강의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4차 

산업 혁명이라든가 정말 많이 듣는데...OOO 

선생님과 많이 친해지게 되어서 기계공학?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가는 게 어떨지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연구자: 그 분 전공이?

남태곤: 아, 전혀 다른 쪽이시긴 한데...제가 기계공학, 

컴퓨터 공학 쪽 어떨지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아무도 이쪽에 대해 모르고, 잘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전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 그러는데, 때마침 

OOO 선생님과 친해져서 방과 후 동아리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이쪽[컴퓨터 공학, 기계 공학 쪽]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어요. 

남태곤은 자신의 적성과 자신이 잘 하는 과목을 고려해보면 문과가 맞고 

문과계열의 대학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고 

진학 후 친분이 깊은 교사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정보들은 남태곤으로 하여금 기존의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진로에 대한 남태곤의 이와 

같은 반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사와 나눈 대화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미래 사회 변화에 맞는 진로를 추천 받아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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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으로 자신의 진로를 전향했다는 점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의 

추천이든, 교사가 던져주는 정보든 교사의 개입을 두고 남태곤이 자신의 

진로문제를 조율하고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즉, 남태곤은 자신이 

생각해온 진로문제는 교사와의 이야기를 통해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자는 참여 학생들 중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일수록 교사가 추천하는 진로정보, 진로관련 기회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달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어디로 

가야할지를 두고 평소에도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다소 

막연했으며 주변 친구들과 분위기가 다들 진로를 고민하고 있으니 

자신들도 고민해야할 것은 느낌만 받을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몰랐다. 

  더욱이 이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부모가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에 대해 신경을 써줄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을 통해 전달된 정보는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기회로서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변화시켰다. 즉, 교사의 개입을 통해 이 학생들은 

그동안의 진로 고민이 좀 더 구체화되기도 했으며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제공받은 정보와 기회를 통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했다. 

임태진: 중학교 때 특성화고 가고 싶었는데 저는 주얼리 

고등학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만화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 제가 되게 공부에서 손을 놓고 성적이 안 

된다 해서 완전 포기하고 일반고 왔다가 그러다가 

공부에 대한 아예 흥미가 없어서 남들은 열심히 

해야 한다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쪽이라...[진로]수업 끝나고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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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고 그랬어요. 주얼리에 관심 있다고. 그랬더니 

대학이나 그런 거 그쪽으로 어느 정도면 여기 갈 수 

있다 이런 거랑 어떻게 찾는지 이런 거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길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오게 

되었는데 

연구자: 지금은 어때요? 학교가?

학 생: 저는 되게 행복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걸 하다보면 진짜 너무 집중해요. 

이렇듯 교사를 통해 접하게 된 진로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조율해보고 

이전에는 몰라서 하지 못했던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교사의 개입이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율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 형편과 

무관하게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태도, 행동에 있어서 교사의 

직·간접적인 개입은 학생들이 다른 시도를 해봄으로써 기존의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율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성동환도 요리사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교사의 권유가 대학이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이었다. 성동환은 성적도 

중상위권 학생이었고 다른 일반고 학생들처럼 대학에 진학해서 “무난한 

삶”을 추구했다. 딱히 직업반에 들어갈 생각을 애초부터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진로수업 시간에서 교사를 통해 진로의 선택의 다양한 

길을 듣게 되었고 대학이 아닌 직업을 선택해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로교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당시에 성동환은 그것에 대해 별 감응이 없었지만 “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봐야지”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성동환은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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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사의 그 한 마디와 그 설명이 자신이 지금의 진로선택을 추동하는 

첫 계기이었다고 고백했다.  

  이희범의 진로 선택의 경험에서도 교사의 개입은 이와 유사하게 

작동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 활동을 열심히 해오던 이희범은 

고2학년 때 잠시 전반적으로 공부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 때 

이희범의 담임교사는 거점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었다. 평소 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수학 성적이 곧 잘 나왔던 이희범에게 주의를 기울여 온 

교사는 이희범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준 것이었다. 이희범이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은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는 것보다 친구들과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었기에 교사의 신선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희범은 거점학교에서의 심화수학 학습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며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희범이 

작성했던 자소서의 내용에는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의 일부 가 진술되어 

있었다. 

  수학을 배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성적도 매우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대입을 위해서는 성적을 올려야 했고 흥미 없이는 공부에 

집중을 잘 못했기에 선생님의 추천으로 고급수학Ⅰ 

거점학교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행렬을 배우며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사영작용소라는 개념을 활용해 

위성좌표계를 화면 속 좌표로 변환하는 기본적인 AR개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미래에 제가 학습하게 될 

다양한 지식들의 기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수학에 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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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거점학교를 비롯한 수학 공부에 더 시간을 쏟게 되었고 

이는 제가 수학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학문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하략)

이희범에게 있어서 교사는 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전달해주기도 

했으며, 잃어가고 있던 학습의 흥미를 다시 살리게 하는 계기들을 

마련해줌으로써 진로를 달리 생각해보게 했다. 

  또한 새로운 정보전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사의 삶이나 교사가 

보여주는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도,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조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 한윤성이 그러했다. 

한윤성은 고등학교에 진학 이후 인권 문제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부하는 데 흥미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한윤성은 

이를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고 관련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러한 삶은 힘들 삶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다. 한윤성은 자신의 관심은 

주변의 메시지의 장벽에 막혀 쉽게 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워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윤성에게 한 교사가 일상에서 보여준 태도는 한윤성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윤성: 멀쩡한 대학을 나오셔서 전공과 관련 없는 걸 

가르치셨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그 분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해하세요. 그게...저는 다른 삶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요. 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또 제가 이걸[사회운동가, 사회학 공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동기이기도 했고요. 

  교사가 제공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 의견, 입장, 삶의 태도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자신의 기존 생각을 달리 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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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교사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기존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학생들이 교사의 개입에 의해 

진로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진로라는 것이 

개인이 혼자 걸어가는 길, 혼자의 생각을 관철시키며 가는 길이 아니라 

교사의 의견, 정보, 태도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조율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나. 부모의 제한사항: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1) 진로 재탐색의 계기: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시니 일단 다

시 생각해봐야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입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부모의 관여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는 부모의 개입이 학생들의 

진로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내는가이다. 참여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생들의 부모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든가, 어떤 학교를 꼭 진학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부모는 학생들보다 최신의 진로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어떤 부모는 대학 입시 전형이 수시와 정시로 구분된다는 

점조차도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관심’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대부분 “이거 해라, 

저거해라 스타일”은 아니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의 부모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든가 ‘무엇은 결코 안 된다’라는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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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생의 꿈이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거요.

서수현: 그냥 저는 그냥 저랑 잘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연구자: 그 평범한 삶이 가장 어려운데..

서수현: (웃음)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거든요. 식당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더 공무원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절대 자영업은 하지 말라고 절대 반대!  

  

서수현은 자신의 부모처럼 자영업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반대하는 자영업은 

선택 리스트에서 배제시켰다. 대신, 자영업과 같이 불안정한 직업보다는 

최대한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그런 직업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수현은 아이들이 좋았기 때문에 

한 때 초등교사를 고민했었고 그와 더불어 안정적인 직업을 희망했던 

이유도 이와 관련되었다. 초등교사가 자신의 미흡한 성적으로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 다른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고 연구자와의 마지막 면담에서 회계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관심이 수학이나 통계에 있다 보니 나중의 

직업은 회계 공무원이 좋겠다는 것이다. 서수현이 취했던 이와 같은 

태도는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고민의 대상으로 제외시키고, 

대신 안 되는 것 이외 다른 직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이었다.  

  남태곤도 비슷했다. 남태곤의 부모는 프리랜서로서 비정기적인 일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모는 남태곤에게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해왔고 했다. 

연구자: 부모님께서 뭔가 바라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남태곤: 다른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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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자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니가 가고 

싶은 길 가. 단 책임은 니가 져야 해...(중략)...직업 

조사하는 데 제가 어떤 직업을 쓰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 직업란에 공무원을 쓰셔서. 저는 다른 

거였는데 정반대라서. 정반대라기보다 틀어져서 

다르게 그냥 써서 냈어요. 

연구자: 공무원을 생각하고 계신가 보네요. 

남태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듯. 막 저에게 강요는 안 

하시는데 부모님이 직업이 어머니만 해도 직업이 

많이 바뀌셨고, 아버지도 직업이 약간 뜸하게.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나쁘게 말하면...뜸한 일. 나가는 게 

불안정한. 일이 없으실 때는 시골 가시고 농사도 

도우시고...

남태곤도 부모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프리랜서가 되는 길이 아닌, 그것과는 다른 길, 다른 흥미를 찾으려고 

했으며 다른 관심과 소질을 계발하려 했다.  

  연구자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듣게 된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다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제시했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처럼, 그것조차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조심스럽게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은 부모의 그러한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미안해서라도”, “고마워서라도”그 

제한 사항은 지켜주려고 노력했다. 물론, 부모의 당부의 메시지가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결되어 있었고 

학생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어떤 식으로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직간접적인 지침과 같은 제한 사항이 

학생들의 진로고민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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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반대나 갈등을 단순히 학생들의 진로 진척의 방해하는 요소로서 

간주(김민선·서영석, 2010; 방혜진, 2016)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오히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부모의 제한 

사항들은 장애물이나 장벽과 같은 요소라기보다 다른 선택지를 스스로 

찾아 나서게 만드는 조건에 가까웠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2) 합리적 설득을 통한 제한사항의 변경: “근거와 논리를 갖

춰서 [제]말을 꺼내려고요”

  앞서 제시했듯이,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관여는 

직접적이거나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부모의 제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진로문제를 두고 부모와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의견 조율의 과정을 보여준 사례는, 김연선에게만 

해당되었다. 연구자가 김연선과 진행했던 초반 면담에서만 해도 

김연선의 부모는 진로에 대해 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집안의 둘째이자 

딸인 김연선에게 부모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 “조용히 각자 

알아서 잘 살자”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달했고 서울 밖을 벗어나 지방에 

있는 대학에 홀로 보내줄 수 없다는 제한 사항만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김연선에 따르면 부모 개인의 바쁜 일정으로 김연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연선이 대학과 

학과를 본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러 부모는 김연선의 

그동안의 고민과 결정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연구자: 부모님이 반대하시면서 썰전이 벌어진 건가요?

김연선: 썰전이...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저 위에 있고 

저는 저 밑에 있으니까 저는 근거와 논리를 갖춰서 

말을 꺼내야 하니까요. 절대 떨지 않고 흥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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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경찰안보학과 넣는 

것까지는 겨우 설득했어요. 

연구자: 반대 많이 하셨어요?

김연선: 어차피 경찰과 나온다고 경찰되는 거 아닌데...굳이 

4년을 해서 또 시험을 봐서 또 해서 할 필요가 

있냐...영어과 가서 언어 공부하고 외사과 

지원하든가, 다른 가능성을 열어 둬라 이것이 

부모님의 전략이었죠. 

김연선이 선택한 진로가 부모의 반대에 부딪쳤던 구체적인 이유는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이 되었는데5), 이에 대해 김연선 스스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밑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희망을 설득하는 

일이 가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연구자에게 토로했었다. 

  그러나 부모와의 대립의 상황 속에서도 김연선은 “부모님의 전략”에 

바로 순응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즉각적으로 포기했다기보다 

부모님을 설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김연선은 자신의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판단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납득시켜야 할지를 계속 점검했다. 연구자에게도 몇 차례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다. 김연선이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의 면면을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김연선의 진술에 따르면 부모의 

우려보다 자신이 훨씬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와 시간과 재정을 소모하지 않을 

자신감을 피력하여 부모를 설득하였다. 김연선이 부모를 짧지 않은 

시간동안 설득했으며, 대학 입시 원서 작성 시 자신이 희망했던 바를 

부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다. 즉, 김연선은 지난한 노력과 시도를 

통해 부모와 어느 정도 의견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던 

5) 참여자 김연선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는 의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임을 밝

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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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조건부 형태로라도 성취할 수 있었다. 

  김연선의 사례는 전체 참여자들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다소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참여자들은 부모와 진로를 두고 전면적인 

갈등을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가 제안하는 제한 사항에 대해 크게 

반대하거나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한 부모의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을 능동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뿐이었다. 그러나 김연선은 이와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개진했고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계속 돌아보고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하자면, 부모와 진로를 두고 갈등 상황이나 부모의 제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제한 사항을 진로장벽이나 

제약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모의 제한 사항을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다른 진로를 탐색해본다든지 혹은 제한 사항이 갈등과 

대립으로 표면화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모를 납득시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3. 소결: 진로문제에 대한 자기개입(self-engaging)의 과정 

  이 장에서는 일반고에 진학 이후 학생들이 진로문제를 중학교 시절과 

비교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 중 

자유학기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자유학기제 이후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중학교 기간 동안 참여 학생들 

모두는 어느 정도 진로교육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일반고에서만큼 진로 진로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제공되는 정보도 

피상적이었거나 많은 정보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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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와 연결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중학교 시절의 진로문제나 고민은 학생 외부에 놓인, 자신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였고 당장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바는 

아니었던 것이다.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 상세화된 정보와 경험을 통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와 

반응을 통해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정리하였고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와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진로문제를 자신의 문제 즉, 진로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하는 ‘자기과제’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일반고 진학 이전까지 학생들은 꿈과 끼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학교에서 제공된 정보는 다소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정보에 가까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일반고에서 

접했던 정보들은 대학의 전공 학과와 그와 관련된 세부 직업군들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까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강연, 체험활동 등 상세한 진로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접할 수도 있었다. 이렇듯 이전보다 상세화된 정보와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떤 것을 잘 하는지, 어떤 

것을 잘 못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다. 

  한편, 이전에 비해 좀 더 깊이 있는 진로 정보와 경험에 노출될수록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를 타개해보고자 스스로 진로에 대해 탐색해보거나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반대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미래 직업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을 잠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확정하고, 확정된 바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탐색활동을 의지적으로 

멈추고 결정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가 교육적인지의 여부나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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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결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잠시 차치해두고, 여기에서 좀 더 주목해볼 바는 일반고 진학 후 접하게 

되는 달라진 정보와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문제에 점차 자신의 

입장을 투영해보고 이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점이다. 즉, 진로문제가 좀 더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의 

생각이 개입된 자기의 문제로 점차 인식된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문제를 자신이 고민해야 하는 자기과제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조율해보는 일종의 타협과제로도 파악하고 있었다. 

교사와 부모의 메시지는 학생들이 진로문제에 대해 좀 더 현실화된 

고민과 판단을 내리게 될 때, 학생들을 이를 중요한 판단 기준이나 

고려사항으로 간주했다. 교사가 주는 구체화된 정보나 학생의 

진로고민에 대한 교사의 개입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바꾸거나 

촉진하는 주요한 요소였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개입은 진로에 대해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바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했거나, 

이에 대해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부모가 

학생의 진로에 대해 제시하는 제약 조건들 즉, 특정 영역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특정 직업은 안 된다는 사항들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개입이나 부모의 제약 

사항들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결정’짓는 일방적인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은 교사와 부모의 

제안 및 제약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와 맞춰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조율하는 모습에 더 

가까웠다. 

  이 장에서는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 후 어떻게 진로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기과제이자, 타인의 메시지를 고려하여  

좀 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는 조율과제라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발견 사항은 일반고에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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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화된 진로정보와 경험,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중학교에 비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무게감 있는 정보와 타인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혹은,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이라기보다, 그에 대해 

성찰해보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킴으로써 

진로선택의 방향이 좀 더 자신에게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학생들의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거나, 진로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일반고 진로교육이 어떻게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판단과 개입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109 -

V.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활동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앞 장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태를 직면하게 

됨으로써 중학교 때와 달리 ‘진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면하게 된 일반고의 현실과 주변 사람들의 개입을 

매개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 입장,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 장에서 진로선택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모습은 그 역동성과 운동성의 폭이 주체적인 성인 학습자와 

비교했을 때 크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외부의 변화된 상황과 

가해지는 압박에 그대로 끌려가는 예속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성찰과 그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결정-재결정을 반복해나가는 모습이었다. 

  이 장에서는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직면하게 된 현실과 주변사람들의 

관여로 촉발된 진로에 관한 그들의 달라진 생각들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일반고의 학교교육과정이라는 경계 안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를 다룬다. 그러나 사실 학생들은 학교 밖의 

다른 여러 공간 예컨대, 학원, 종교기관, 오락장소 등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여러 공간의 분위기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학교교육과정 못지않게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례가 ‘일반고’그리고 

‘학생’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연구의 주된 관심이 학교 밖보다는 

학교 안에서의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있으며, 연구 결과 도출된 바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가 일반고 교육과정과 학교 진로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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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교과 수업시간에서 학생들의 진로활동6)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대부분은 수업시간의 교과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반드시 교과학습 시간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학생들의 등교~하교 시간의 대부분이 

교과수업을 듣는 활동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고3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의 수업시간의 교과학습의 

양과 그에 비래하여 그 시간은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시간의 교과학습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두고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일반고 교과교육 시간에 학생들의 생각과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수능 점수와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 교과 내용을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외우고,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만난 연구 참여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념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들도 대학 입학이라는 일반고의 

현실적인 목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성적을 높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과 수업시간에 보이는 생각과 행동이 단순히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경쟁적인 활동으로 온전히 환원시켜 이해되기에는 다른 측면들도 

포착된다. 말하자면, 압박스러운 상황과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은 교과수업과 자신의 관심, 흥미, 소질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봄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6) 이 때 ‘진로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삶을 위해 고민하고, 이

를 바탕으로 취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

동과는 구분됨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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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내용을 통한 진로활동

1) 관심사의 재탐색: “심화된 걸 하니까 다르게 생각되더라고요”

    

  중학교와 비교하여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다루게 되는 교과학습 내용의 

폭은 상당히 넓어진다.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목의 수도 늘어나지만 

개별 교과의 학습내용에 있어서도 중학교 때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학습 주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해진 

학습 주제들을 통해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관심을 포착할 수 

있었다. 

김연선: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가 사회과학 계열을 좀 더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안 보이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덕후’(오타쿠)에 대한 이야기도...또 좀 사회 소외된 

계층 동성애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관심사가 이쪽에 있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주제들로 좀 충격을 받았나요?

김연선: 음…제가 그 사람들을 아예 배제시키고 살았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평범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예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뭔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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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늘 배워오던 사회교과이었지만 고등학교에서 

접하게 된 새로운 학습주제들은 김연선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했다. 김연선은 이전에는 사회 속에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한 김연선이 고등학교에서 접하게 된 새로운 학습주제들은, 자신이 

사회를 바라보던 시각이 상당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상당히 협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소 그녀에게 있어서“충격을 [먹게]”한 

매개체이었다.  

  김연선이 접하게 된 새로운 학습주제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연선은 일반고 진학 

후 경찰관을 희망직업으로 삼았으며, 이후 꾸준히 이 직업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데 관심을 쏟았다. 이 때문에 김연선은 다른 

관심사를 탐색해보려고 하거나 혹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흥미를 확장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점차 최소화시켰고, 오롯이 정해둔 

경찰관이라는 목표 달성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다. 그런 그녀가 새롭게 

접하게 된 학습 주제는 자신이 내렸던 판단을 점검하게 했다. 예컨대, 

이 사건을 통해서도 김연선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대상들이 꽤나 많다는 점에 

무지했던 자신이 ‘사람을 돕는다는 점이 무슨 의미이지’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김연선에게 있어서 교과학습에서의 새로운 

주제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 길을 반성하게 

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연선과 같은 학교 소속의 한윤성에게서도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한윤성은 고1 시기 위탁교육기관에서 대안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고2 1학기에 본적교인 일반고로 복귀하였다. 대안 교육 

기관에서의 활동과 경험은 추후 다른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겠지만, 

한윤성의 1학년 시기 동안의 진로와 관련된 학교 밖 경험의 핵심은 

일반고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사회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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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됨으로써 한윤성이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한윤성이 본적교로 돌아와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은 “세상을 좀 더 공부하고 그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것, 

“부조리한 제도를 바꿔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관심사가 다소 

막연한 상태이었던 한윤성은 2학년 2학기 생활과 윤리 교과 시간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들 중, 유독 

한윤성의 시선을 끈 것이 있었다. 

연구자: 아, 생활과 윤리 2학년 2학기네요.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고용불안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서 부의 

양극화가 결국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자살율과 저소득층 문제까지 가게 되는 사회현실을 

고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윤성: 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렇게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상황이고, 비정규직/정규직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그 다음  

문제가 자살율이랑 저출산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수업시간에] 발표했어요.

한윤성은 이전부터 사회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다. 그런 그에게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다룬 비정규직 문제는 좀 더 

자신의 관심사가 특정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한윤성과의 

또 다른 면담에서는 그의 관심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한윤성은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사회 문제에 눈도 떠지고 여러 

문제들이 보이고 그 문제들 속에서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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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더라고요.”라고 진술했다. 즉, 교과학습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독 자신의 눈길을 끈, 자신의 

관심사는 ‘인권’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한윤성이 

알게 된 자신의 구체화된 관심사는 이후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에 

‘사회학과’에 진학하여 인권운동을 하는 사회학도가 되겠다는 그의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여러 연구 참여 학생들은 1학년 때에도, 2학년 때에도, 3학년 

때에도 자신의 관심사나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언급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2학년 심화교과 과정을 

수강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던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재후의 사례도 그러했는데, 김재후는 일반고의 입학을 전후로 

자신이 “이과 체질”이라는 정도로만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재후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수학을 좋아하는지, 과학을 

좋아하는지, 과학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던 김재후가 

자신의 관심사를 세분화시킬 수 있었던 시기는, 고2 이후 과학중점반에 

들어간 후 과학과 관련된 심화학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부터이었다. 연구자는 김재후에게 과학중점반에 들어가 심화교과 

학습을 하는 과정이 자신의 진로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 

김재후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김재후: 저는 수학 별로 안 좋아해서. 

연구자: 좋아하진 않고?

김재후: 네,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수학 문제 찾아서 

풀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과학을 더…화·생(화학, 

생물)을 좋아해요. 

연구자: 왜 화·생을 좋아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김재후: 일단 물리는 물리랑 지구가 싫은 게 큰 이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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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서 얘네들을 하다 보니 좋아진 거 같아요. 

물리는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뭔 소리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가 있고 성적은 나와 있고, 

그래도 이거를 봤더니 답은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물리는 안 될 것 같고, 지구 과학은 천체 쪽에서 

고전을 많이 겪어서 앞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천체 들어가서는 물리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생을 했는데 생물을 하다 

보니 유전이니 그런 거 재미나고 화학도 화학반응도 

재미있는 거 같고 II과목을 공부하다 보니 화생이 좀 

더 좋아진 거 같아요.

고2 때 과학중점반에 들어가게 된 이후 1학년 때와 달리 4개의 심화 

과학교과들을 수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김재후는 심화된 물리와 

지구과학은 자신의 적성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반면에, 생물과 

화학은 심화된 내용을 하면 할수록 내용은 어려워졌지만 김재후는 

“하다 보니”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과학에서도 생물과 화학에 더욱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김재후는 다른 교과들과 

비교를 통해 특정 교과에 자신의 관심이 더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의 세분화된 관심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좀 더 자신의 열정, 

시간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재후는 생물의 심화교과의 학습을 

통해 유전병과 같이 좀 더 심화된 새로운 내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수업 진도를 따라서 그냥 신속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이에 

대해 관련 자료들을 뒤져보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알게 된 교과서 이외 

지식들과 엮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도하는 등 자신의 관심과 흥미가 

촉발된 부분을 외부로 표출하고 싶어 했다.  

  정유미도 심화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진로희망 

분야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정유미는 1학년 입학 

시기부터 호텔리어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며 이 꿈이 흔들리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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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며 끊임없이 자신의 희망직업은 호텔리어라고 되새겨 왔다. 

연구자와의 초반 면담에서도 정유미는 희망하는 대학도 무조건 

호텔관광학과가 있는 곳으로만 한정시켰으며 전공도 호텔관광학과만을 

선택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던 정유미에게 심화된 교과학습은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정확히 말하면 서로 연결 짓지 못했던 바를 

시도해봄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고집해오던 희망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연구자: [생기부를 같이 보면서]이게 뭐야? 이익 

극대화...뭐라고?

정유미: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선정 방식.

연구자: 뭐라고 작성한 거야 거기에?

정유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영화관을 운영하면 이익 선정 방법, 가격 선정 

방법을 정하는 거니까 이 커피의 가격을 선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의 최대치를 얻을 수 있을까, 

기업의 입장에서. 그럼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가격을 선정할까‘를 미적분이랑 관련지어서 쓰고, 그 

뒤에 경영 전략이라고 해서 ’리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레스토랑을 파라마운트가 굉장히 

신기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처럼. 

레스토랑에서는 앉아서 주문하고 음식을 먹는데 

여기는 서서 주문을 하면 바로 거기서 해서 바로 

계산해서 먹을 수 있는 회전율이 엄청 빠른 거예요. 

돈을 되게 잘 벌어요. 신기해서 이거 하고, 친구랑. 

연구자: 리틀의 법칙? 이 특별한 경영 전략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어서 탐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유미: 네. 흥미로웠어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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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는 수학I에서 배운 미적분을 경영학과 연결시켜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선정 방식을 고민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수업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수학과 경영학의 내용이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유미는, 발표를 위해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전공과가 반드시 호텔관광학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국한하여 

자신의 희망 전공과를 고집해왔지만 자신이 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을 발전시켜 경영학과에 진학하여서도 충분히 이 

분야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와 접하게 된 새로운 학습주제나 

심화된 학습내용을 통해 자신의 관심, 희망진로, 흥미 등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촉발된 관심과 흥미를 더욱 발전시켜 

구체화시키기도 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진로를 확실히 정했다고 말하는 학생들조차도 자신의 고정된 

시각을 반성하거나 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해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오롯이 

입시공부에만 매어 있어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도 입시가 

가까워졌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한 틈조차도 없다고 토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생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자신의 관심, 흥미,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가고 싶은 길에 대해 조금은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관심사의 확장보다, 진도 따라가기: “일단 그냥 [진도대로]

하고보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의 교과수업을 통해 새롭거나 심도 있는 학습주제를 

접하다가 몰랐던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발견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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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기도 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과 흥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업시간의 

학습을 통해서는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이 늘어나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진도를 다 빼는 수업”은 

자신들을 너무 분주하게 만든다고 했다. 

연구자: 뭔가 1학년, 2학년, 3학년도 거치고, 수능 다 보고, 

다 했잖아. 만약에 후배나 동생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이성민: 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감소함수처럼 지내왔다.

연구자: 그래서?

이성민: 그래서 너는 상승하는 쪽으로 잘됐으면 좋겠다고. 

연구자: 왜 감소하면서 지냈다고 생각해요? 

이성민: 가면서 좀 힘들어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연구자: 뭐 성적 때문에?

이성민: 그것도 있고. 확실히 공부양도 늘기도 하고. 

공부양이 또 는다는 게 내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쏟는 시간도 좀 많아지고. 수I, 수II는 솔직히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과목이었는데 미적분이나 확·통(확률 

통계)같은 건 어느 정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수I, 

수II 보다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고 물론 제 

두뇌의 한계도 있었고요. 

정해진 시간에 배워야 하는 과목들은 점점 늘어났고 교과목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넉넉하지 않은 시간인데, 그 내용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찾은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진도를 다 빼는데 급급한 수업”은 수업에서 학생들은 학습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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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씹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싶어도 그럴 틈이 생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남태곤도 “내가 알고 싶고, 깊이 이해하고 싶어도 교육과정 진도는 

빼[야하고], 수능 문제풀이도 같이 해야 하고 따지고 보면 이 둘은 

모순이고 그 사이에서 학생들은 죽어나는 거”라며 진도 나가기 급급한 

수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성민도 남태곤도 교과 공부양이 

많아지면서부터 교과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천천히 탐색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어려웠다. 

  이희범의 경우는 시간이 부족해서 수업시간에 접하는 학습이 자신의 

진로와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기보다 다른 이유에서 수업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연결 짓기 어려워했다. 일반고 진학 초기에는 정말 

열심히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 교과 수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임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학습 내용과 “쭉 

앉아서 해야 하는 공부”가 늘어나다 보니 깊이 있게 자신의 진로와 

교과를 연결시켜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희범: 동력이 없죠. 네, 없죠, 없죠. 뭐 딱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막 즐기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도 아니고. 그냥 ‘어? 쉬는 

시간에 게임해야지.’ ‘어, 눈 떴네. 아침이네.’ ‘아 

학교 가야되네.’ ‘아, 짜증나 학교 가야되네.’ 학교 

가서 수업하고...‘애들 있네. 애들이랑 놀아야지.’ 

‘뭐하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하고 그냥. 뭐 

딱히 동력이나 이런 건 없죠.

연구자: 그래도 수업을 통해 뭔가 나에게 활력을 주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진로를 고민해볼 

수도 있고요. 

이희범: 글쎄요, 딱히 그러지 않는데. 요즘은 그냥...애들이랑 

노는 게 흥분되고 그게 활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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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높아지면서 남태곤, 이성민, 이희범에게 있어서 수업시간에 

접하는 학습내용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 혹은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를 

투영시키기 어려운 “그냥 하는 공부”이거나 혹은, “해야 하는 

공부”에 불과했다. 

  일반고 직업반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그냥 하는 공부”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는 임태진은 교과 내용에서 

자신과 연결되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임태진: 선생님은 좋으신데, 제가 성적이 아예 안 되잖아요, 

성적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적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도 결국 대학인데...저는 대학 못갈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없는. 저한테는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엄청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임태진은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도 점차 어려워지고“별로 알려주지도 

않으신 거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와는 아무런 연결점도 찾지 못했는데 배우는 내용까지 어려워지다 

보니 임태진에게 있어서 일반고에서의 수업시간의 학습은 그야말로 

“그냥 하는 공부”에 불과했다. 반 친구들과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해보는 것은 임태진의 말을 빌리자면 괜찮은 

일이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해내야 하는 과업이 많아 지다보니 

그조차도 버거워졌다고 했다. 

  다른 학교의 직업반 소속인 성동환도 임태진과 비슷했다. 다만 

성동환은 교과 공부를 아주 못하거나 흥미가 아예 없어서 직업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졸업 후 쉐프의 길을 가고 싶어서 

직업반에 들어왔다. 자신의 관심과 진로를 요리 쪽으로 설정하다보니 

성동환은 수업시간의 학습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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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어렵다고 했다. “딱히 공부에 취미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 대학에 

꼭 가는 것도 아니라서” 가끔 공부해보면 흥미도 생기지만 자신의 

관심사와 교과학습을 관련짓거나 자신의 열정과 관심을 수업시간의 

학습에 불어넣지는 않았다.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하는 공부가 학생들의 흥미, 적성 관심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 비판은 늘 제기되어 온 바이다(김나라 

외, 2018; 신철균 외, 2018). 이러한 비판을 해결해보고자 교과 

수업시간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연계 진로교육 모델이 

제시되기도 했으며(임언 외, 2008), 최근에는 고등학교 개별 교과의 

내용과 진로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수학습 매뉴얼도 개발되어 배포되기도 

했다(김나라·정윤경·이윤진, 2017).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의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보통교과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거나 기존의 관심사와 연결 지어 이해하기 보다는, 주로 

교과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냥 하는 공부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관심, 흥미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를 투영해서 자기와 

연결시켜보려는 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습양의 증가에 따라 학습 내용을 간신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후부터는 시도했던 바들도 무의미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나. 학생참여형 수업방식에서 진로활동

1) 해봄으로써 자기능력의 발견: “이런 걸 제가 잘 할 수 있

더라고요”    

  연구 참여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빈번하게 학생들의 참여가 독려되며 



- 122 -

여러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했다. 연구자가 참여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교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 형식이 아닌 발표, 토론, 협동학습 등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어떤 참여 학생도 수업 

참여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 참여의 방식과 

정도에는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수업시간이 가만히 앉아만 

있거나 일방적으로 교사의 수업을 듣는 형태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예컨대 수업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업의 영역을 이끄는 적극적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재학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수업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은 

‘참여’하고 있었다. 물론,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대부분의 고3 교과 

수업은 문제풀이식의 교사 일방향적인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수업에서 조차도 교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문제풀이를 

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직접 하거나, 교사나 다른 학생의 

풀이 과정 중 오류를 찾아 함께 고쳐보는 방식을 취했거나, 일부 

학교에서는 고3 시기에도 토론과 발표, 조별 활동을 지속하여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위기이었다. 

  수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연구 참여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뜻하는 바는 다양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주로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지 즉,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맥락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했다. 예컨대, 

송보배는 한국사 수업 시간에 교사를 대신해 ‘미니 수업’을 혼자서 

진행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송보배: 저는 한국사 시간에 그때 <나도 선생님>이라고 

애들끼리 진행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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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 사건 요약해서 년도 순서별로 원하는 

애들끼리 발표하는 건데, 제가 1920년대인가, 그걸 

했는데. 거기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랑 민주운동 

있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PPT를 만들면서 그냥 

발표가 아니라 진짜 수업하는 거였는데, 수업하는 게 

재밌었어요. 마치 선생님처럼.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솔직히 애들이 집중을 많이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얘들이 다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제가 질문 같은 거 리뷰 퀴즈로 내면 다 대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뿌듯했던 게 쌤이 저 

발표 끝나고, 지금까지 발표한 애들 중에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발표한 거에 대해 얘들이 막 

좋다고 반응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때 완전 

뿌듯했어요. 그게 제일 열심히 준비했던 세특이었고, 

동영상이랑 영화 클립 같은 거 모아서 보여주고, 

마지막에 퀴즈도 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했다. 송보배는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그 날의 발표 

과정을 상당히 소상히 연구자에게 구술했다. 송보배는 본인이 평소 잘 

알고 있었던 한국사 지식을 반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과 그날 자신이 느꼈던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인해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일에 소질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이 일 이후 

같은 반이었던 정유미도 송보배에게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준 것 

같다며 교사가 잘 어울린다고 했다. 송보배는 정유미를 비롯하여 

주변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칭찬하고 그 능력을 계발하여 

교직으로 진출해보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었던 송보배에게, 타인의 인정과 독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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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을 통해 우연히 발휘했던 능력을 자신의 소질로서 받아들이고 

이후 이를 발전시켜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서수현도 유사한 경험을 수업시간을 통해 겪게 되었다. 서수현의 

학교는 혁신고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전 학년, 거의 모든 과목이 학생 

참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수현은 늘 

수업시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해서 바쁘고 때로는 버겁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업에서 와글와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무엇보다 

서수현은 수업시간에 모둠활동을 여러 차례 겪게 되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무엇을 잘 하지는 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했다. 

모둠활동에서 서수현은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때 “[친구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모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조금은 남보다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낫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남태곤도 수업에서 배운 바를 발표로 준비하는 해보고 이를 발전시켜 

미니연구를 수행해봄으로써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는데 연구하는 걸 더 

좋아하고 논문 보는 걸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들었다면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잘 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며 배운 바를 실천해보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터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부딪쳐보고, 

성취해보고 뭔가 ‘해보는’것 자체가 좋았으며 해보는 과정 도중에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무엇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드시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체험학습이 

아니더라도 교실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해보는 것, 즉 자신이 

직접‘해보는 것’, 자신의 생각, 관심, 노력, 열심 등 자신의 일부분을 

직접 투영해보는 행위 자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금은 확장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게 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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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의 아이러니적인 경험: “[생기부를] 챙겨야 하니까 

하는 것도 있죠”   

  학생들은 발표, 모둠활동, 토론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 교과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대학 입시를 위해 매우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로서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일명, 

‘세특’)은 학생의 학교 내신 성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잠재가능성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황현정 외, 2017).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도 대학 

입시에서 세특이 일반고 학생인 자신들에게 입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세특 

란’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챙기기 위해 교실수업에 

전략적으로라도 꼭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희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발표할 사람, 발표하면 

생기부에 써준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생기부 챙기는 

얘들은 막 열심히 하고 그래요. 저는 꼭 생기부를 

관리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특 

채우기에는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정유미도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이와 유사한 바를 언급했었다. 특히, 

정유미의 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교 행사, 교내 

프로그램, 그리고 수업시간에서의 참여 기회가 많았던 학교로서 

연구자는 정유미에게 참여수업의 의미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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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정유미: 네, 막 얘들이 발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요. 

생기부를 채워야 하니까요. 엄청 경쟁이 심해지기도 

해요. 물론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하느라] 잘 안 

하긴 하지만요. 

연구자: 생기부를 채운다...

정유미: 저희 학교는 수시위주로 대학을 보내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뭘 좀 많이 하고 얘들도 많고 다들 생기부 

신경 쓰고요, 엄청 쓰는 얘들은 발표나 그런 거 엄청 

해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죠. [수시 전형을 

생각하니까] 생기부 신경 안 쓸 수 없으니까요.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생기부의 세특 부분이 중요시되다보니 학생들도 

세특의 공란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수업에서 발표, 모둠활동, 토론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즉, 학생들의 수업 

참여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학생들도 이 기회를 입시 전략으로 삼아 

적극성을 발휘하여 ‘참여’는 한다는 것이다. 

  김재후도 처음에는 생기부 세특 란을 굳이 챙겨야 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심했었다. 그래서 김재후는 자신의 흥미대로, 

관심이 생기는 대로 수업에 참여했을 뿐 특별한 전략이나 의도를 가지고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모두 마치고 진행된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김재후: 진짜 전 뭘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거 

할 때는 뭘 또 챙겨야 하나 싶어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좀 

아닌 거 같아요. 일반고에서 수시를 생각하는 

거라면, 무조건 진짜 무조건 생기부를 챙겨야 

하고요. 학교에서 하는 대회들은 꼭 아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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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나가야 해요. 그래야 생기부에 뭐라도 

채워요. 대회 수상도 챙겨야 해요. 입시를 다 해보고 

나니까 그게 아주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연구자: 어떤 친구는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김재후: 3학년이요?

연구자: 아뇨 2학년 학생이요. 

김재후: 아 2학년.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무조건 

진짜 수시 넣는다면. [생기부 세특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라고 생기부 세특“챙기기”를 상당히 강조했다. 무조건 수업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보고서를 쓰고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고 

수시 원서 지원자라면 누구나 필수라는 것이었다. 

  김연선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진로와 관련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기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학교는 좋은 대학 가기만을 바라는 상황에서 ㄷ자 

책상이 배치가 무슨 소용인지 목만 아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김연선의 소속 학교는 3학년 수업에서도 토론, 발표, 조별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김연선은 그런 학교의 분위기가 모순적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이희범도 학생의 활동을 강조하는 학교 안팎의 메시지 속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흥미 있어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희범은 최대한 시간과 여건이 되는 

선에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활동들에 참여했으며 학교 밖 외부 강연, 

프로그램 등을 본인 스스로 찾아다니면서까지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이 가만히만 앉아 듣는 수동적 수업보다 재미있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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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향후 진로를 연결 지어 고민해볼 수 있는 

자극점이 되었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너무 

많은 활동들을 수행하다보니 이희범은 가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와 같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의 방향성이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다. 평가에 의한 진로활동: “제가 한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

[더라고요]” 

  일반고의 교실수업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흥미, 

관심을 반영하거나 연결점들을 찾게 됨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 때 학생들이 말하는 의미는, 발견된 

새로운 흥미와 관심에서든 혹은, 입시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행위에서든 자신에 대해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그려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유용한 활동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학생들은 교실수업에서 자신의 진로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업시간에 하는 바들이 “그냥 해야 하는 공부”로 판단하기도 했다. 

일단은 주어지는 공부를 “소화하기도 바쁜”것으로 간주했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 미래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투영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수업에서 배운 바들을 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평가는 

좀 더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진로에 대해 가졌던 관점과 입장을 유지 

혹은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난점으로 작용했다. 앞서 제시했듯이 참여 

학생들은 교과 수업에서, 일정 부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관심사를 찾거나 능력을 

발견하는 등 자신의 내적 가치와 관련된 바들을 교과 수업을 통해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재학기간 중 교실수업에서 

학생들이 의미를 부여 했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은 외부의 잣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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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통해 모두 점수와 등급으로만 환원되면서부터 부여했던 긍정적인 

의미를 무의미하다고 여기기도 했다. 그동안 자신이 공들인 노력, 관심, 

열정은 모두 “쓸 데 없는 것”으로 그 가치를 전락시키기도 했다. 

연구자: [생기부 세특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그동안 뭘 

많이 진짜 많이 했네요. 정말 어디도 많이 가고 

참여도 많이 하고요. 

이희범: 아뇨,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일단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온병이 있고요, 보온병이 

있어서 막 흔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요. 찰랑찰랑 소리가 나거든요. 

궁금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물이 딱 바닥 한 1/3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시고 아주 

조금만 남아 있는 상태인거죠. 그래서 ‘아, 뭐야’ 

이러고 짜증나서 집어던지는 그 정도. 아주 조금만 

남아 있어서...

이희범은 정말 열심히 학교 수업과 그 수업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시험을 통한 내신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자 자신이 수업 

시간에 해온 활동들이 별 가치 없는 것이었다고 치부해버렸다. 

  김재후, 이성민, 서수현, 김지운, 남태곤과의 면담에서도 내신 점수와 

등급이 좋지 않으면 수업에서 한 활동들과 자신의 진로와 흥미와 

관련지어 내적으로 깨달을 바들이 아무 쓸 데 없는 것이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다. 송보배와의 3학년 1학기에 진행했던 면담에서는,  

연구자: 열심히 공부했네요. 수업 시간에 참여도 열심히 

하고요. 의미 있지 않았어요?

송보배: 의미요? 있긴 했는데...결국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일단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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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추가되더라도 결국 성적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건 상대평가잖아요. 전 너무 

상대평가가 싫은데요, 왜냐면 저는 저만 잘 보면 

저가 잘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건 제가 잘 봤다 해도 

잘 본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괜히 약간 그래요. 

요새 들어서 더 는 건데 얘들 보면 대략 어디 갈지 

보이잖아요. 솔직히 어느 쪽 생각하는지 다 알고. 

약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열등감 느끼고. 

부러운 것도 있고...(중략)...그렇다고 제가 논 것도 

아니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되게 억울해요 

요즘은요. 

학생들은 분명히 교과를 통해서 재미도 느꼈고 알지 못했던 바들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관심사나 능력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점수로 

환원되어버리고 그 점수에 따라 일렬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워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열등하며 자신이 

이뤄놓은 바들은 하등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부여 했던 의미의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대학의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논리가 좀 더 강력하게 작동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리고 점수로 환원되지 않았던 나름대로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정성적인 활동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김연선도,

이 학교[본인 소속 학교]가 저를 이렇게 사람으로 변화시킨 

건 좋은데, 진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입시로 말하면 

달라지거든요. 대학은 궁금해 하지 않아요. 제 성격[인격]이 

바뀌었는지. 제가 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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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성적이 얼마나 높고 학업 수준이 높고 이런 게 

최우선이니까요 

라고 토로했다.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점수 이외 다른 활동들을 

고려하여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과 열정을 평가한다고는 홍보하지만 

학생들은 결국 대학은 높은 점수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자신들이 

재학기간 중 해왔던 의미 있었다고 보았던 활동들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지 못한,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귀책사유를 자신의 노력 부족에서 찾았다. 

  연구자가 만났던 학생들은 그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선택하든지간에 

재학기간동안 교실수업에 자신의 관심, 흥미,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연결 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져온 관심, 적성, 흥미 등을 무조건 유예시키지 않았고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의지를 

발동시켜 자신이 가고 싶은 그 길에 대해 탐색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러나 객관화되어 부과되는 점수와 등급은, 특히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학생들이 공들여온 노력과 고민을 일순간에 

무화시켜버리기도 했다. 자신들이 해온 바들에 대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자신만의 준거와 관점을 조금씩 세워오고 있었던 학생들이 

상대적인 시험 점수와 등급 앞에서 자신의 과거 흔적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너무 쉽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입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올수록 자신이 세워온 기준에 

의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판단하던 모습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만 자기에 대한 이해와 그에 근거하여 

수행했던 활동을 판단하고 규정짓는 모습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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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의 진로활동  

  앞 절에서는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과 활동을 펼쳐나가는지를 

보여주었다. 수업시간에 접하게 되는 수업의 내용과 학생참여 방법 

그리고 평가 측면에서 학생들이 각각의 장면에서 자신의 관심, 흥미, 

미래 희망이 어떻게 투영되고 반대로 저해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좀 더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생각을 직접 해보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 진로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이 네 가지 활동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전개해나가는지를 보여주고 그러한 자신들의 

활동에 학생들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진로활동7)

1) 강연자와의 거리감: “좋은 이야긴데, 남의 성공스토리잖아요”

  연구 참여 학생들의 학교에서 주로 자주 제공되었던 진로활동의 

프로그램은 진로 강연이었다. 진로 강연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여러 

직업인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해당 직업의 특성과 진로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빈번히 접할 수 있었던 진로활동이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들은 한 해 평균 7~8회 정도 강연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진로 강연을 통해 평소 만나기 어려웠거나 혹은, 만나고 싶었던 

7) 학교에서 진행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다양한 형식을 제공되지만 이 절에서

는 학생들이 의미 있었다고 인식한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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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인8)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재후의 학교는 유독 다른 연구대상 학교들보다 진로 강연이 더 자주 

열렸는데 특히 학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다보니 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들이 자주 초청되었다. 김재후는 평소 이과 

과목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전공도 이공계열로 정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공계열 전공자가 졸업 후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김재후가 주로 알고 있었던 

이공계열 졸업자의 직업은 부모의 직업과 관련된 것들로 제한된 경향을 

보였다. 그런 김재후에게 학교의 진로 강연은 이공계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김재후는 특히 

과학자의 진로 특강을 유독 언급했는데, 평소 과학자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로 강연에 초청되어 온 한 과학자의 직업과 삶에 

관한 이야기는 김재후로 하여금 과학계열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이후 

진로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김재후와 동일한 학교 소속의 이성민의 면담에서도 

나타났다. 이성민은 과학보다는 수학에 전적으로 몰입한 수학 

덕후(오타쿠)임에도 불구하고 초청된 인사들의 강연은 그 자체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넘어선 확장된 지식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민은 과학에 관한 지식이 오롯이 학교 과학교과의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전해준 

새로운 과학 지식은 이성민이 과학을 바라보는 안목을 다소 달라지게 

했다고 했다. 

  진로 강연을 통해 학생들은 초청된 강연자들의 전공분야와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직업인들의 강연의 내용은 대학 입시에 대한 전략이나 

학교에서 성공적인 내신 성적을 받는 방법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로서 학생들이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선 ‘삶’, 

8) 학생들이 진로 강연을 통해 만나보았다고 언급한 직업은 방송국 PD, 기자, 정치인, 마

케터, 애견미용사, 호텔리어, 대학 교수, 과학자, 연구원, 소설가, 시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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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희망’, ‘웰빙’ 등을 다루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진학, 전공, 대학으로 일반고에서의 진로활동이 점철되어 가는 

중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할지를 고민하도록 

했다.  

김재후: 학원에서는 교과적인 걸 배운다면, 학교에서는 

비교과적인 걸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막 

강의들을 많이 해줬으니까요. 그런 게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꿈을 정하는 데나 진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 같아요. 

연구자: 예를 들면?

김재후: 진로 특강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말씀해주시는 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끝나고 생각을 해봤던 거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거 같아요. 

  진로 강연이 학생들에게 직업과 직업 분야 그리고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매개체이었다는 점은 모든 참여 학생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진로 강연을 계기로 발견하게 된 자신의 관심사, 다소 

즉흥적인 흥미, 가고 싶은 진로 등에 대해 좀 더 확장시키려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강연의 내용이 평소 학생들의 관심 

주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후속적인 도움을 요청해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강연을 

통해 받았던 자극과 생각의 기회들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로를 향해 좀 더 밀어붙이는 힘이 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질문했고 그들의 대답은 

아이러니 했다. 진로 강연의 내용이 좋았고 자신의 생각에 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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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연의 

내용에 몰입하거나 강연 내용을 발판삼아 생각을 확장해 보려다가도 

멈칫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희범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연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강연도 스스로 찾아가는 열성을 보일 

정도로 유독 다른 참여 학생들보다 진로 강연을 많이 참가했다. 그런 

이희범이 자신의 강연 참여 경험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 

이희범: 저는 그런 거[강연]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학교에 오니까요. 다양한 직업도 

있고 여러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좋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히 별로이었던 이유는 강연에는 

성공한 사람만 오는 거 잖아요. 학교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는 거야 당연히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공부 자체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과학과, 특목고 나온 분들이었고 저희처럼 일반고가 

아니어서 저희랑 상당히 격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모아서 그 직업 관련 회사를 

견학 같은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청되어 온 강연자의 이야기가 성적도 별로 좋지 못한 현재의 자신과 

너무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희범은 그들의 성공적인 

삶의 이야기가 자신과는 만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초청된 강연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인 

경우에도 일부 참여 학생들은 자신과는 크게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예컨대, 정유미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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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학교에 호텔리어가 초청되어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텔리어들의 세부 담당 직무가 천차만별이어서 강연 날 초청된 연사의 

직무와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는 달라서 호텔리어라는 직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도움이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정보를 전달해주지는 

않았다. 이에 정유미는 강연자의 이야기가 자신과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진로 강연은 학교 ‘안에서’다수의 학생들에게 각종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직업인들의 생활 세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진로 강연을 통해 듣고 배운 바 혹은, 깨달을 바를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거나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와 어떻게든 

연결지어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말처럼 진로 

강연은 그저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 “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업 

얻어서 잘 살고 있어”라는 느낌의 남의 이야기였을 뿐,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다. 

2) 진로체험에서 얻게 된 안목: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었어요”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진로 강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직업인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1년에 1회 교육부와 유관 기관들의 

주최로 개최되는 진로 박람회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 

분야를 접하기도 했다. 학교로 초청될 수 있는 직업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데 반해, 박람회에는 문자 그대로 한국의 다양한 직업의 

전시회로서 각종 직업과 관련 분야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진로 

박람회는 다른 외부 진로 체험 활동과 비교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비교적 쉽게 허락해줬던 행사로서, 매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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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들을 모집 공고하여 단체로 박람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띠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송보배와 김지운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일반고 재학기간 중 최소 1번 이상의 진로 박람회에 참여했다. 

  연구자는 진로 박람회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상과 기억에 남는 일들에 

대해 물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 예컨대 

로봇, VR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박람회가 좋았다고 

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중 남태곤의 박람회에 대한 진술이 

인상적이었다. 남태곤은“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으며 특히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최신 “뜨는 직업 분야”도 볼 

수 있었다는 매우 흥미로운 경험담을 진술해 주었다.  

연구자: 박람회에 가서 어땠어요? 저는 작년에 날짜를 

놓쳐서 참석을 못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가서 어땠어요?

남태곤: DDP 동대문 플라자에서 했는데, 그 정보를 

예전부터 진로샘에게서 들었어요...(중략)...샘이 여유 

시간을 많이 주셔서 친구들하고 막 건물 사진도 

찍고, 진로 박람회라 저희 학교 학생들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가고, 저만 간 거는 아니고요, 위험한 

건 아니고 같이 가고요. 전국에서 다 오는 엄청 큰 

행사이었어요. 막 관광차로 오고 그러더라고요. 

박람회에 갔더니 부스가 있는데 대학 입시 상담 

부스도 있고 고등학교 부스도 있고요. 이곳에서는 

자기 학교 이런 거 한다고 소개하는 것들이었고요. 

이게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VR 체험도 있고 로봇도 있고 막 4차 산업 혁명 관련 

뭐가 뜬다 이런 거도 있고 약간 비행기 조립해서 

원리 설명해주는 곳도 있었고요. 처음 가봤는데 꽤 

좋았어요. 체험을 하니까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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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요. 흔하지 않은 거니까요. 아 그리고 

동시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진학] 

상담도 받아보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이거 

기다리다 보면 다른 거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했어요. 

대신 진짜 온갖 체험을 해본 거 같아요. 

남태곤이 소속된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초청된 진로 강연을 제공하고 있어서 진로 강연의 주제와 초청 강연자의 

직업의 다양성이 다른 학교에 비해 폭 넓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태곤은 자신이 직접 만나고, 보고, 만지고, 해보는 활동이 가능했던, 

학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직접해볼 수 있게 했던 

박람회를 상당히 의미 있는 진로 활동으로 꼽았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단위의 행사로서 또 다른 진로 활동에는 

대학 탐방도 빼놓을 수 없었다. 학생들이 체험했던 대학 탐방도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대학들의 입시 

설명회를 탐색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단체로 학교에서 특정 

대학을 방문하거나, 학교의 추천을 통해 모집된 학생들에게 워크샵을 

진행하는 등 몇 가지 대학 탐방의 유형이 존재했다. 학생들은 대학 

탐방의 다양한 유형 중 어느 유형이든지 간에 탐방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즐거워했다. 연구자가 대학 탐방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같이 모두 

즐거운 표정과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다. 학생들이 탐방했던 

대학들은 꼭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이었던 경우보다는 평소 잘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의 

관심과 전혀 무관한 전공 주관 워크샵을 들었거나 희망과 관련된 

학과만을 소개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혹시 진학할 수도 있어서”, “대학이 

그냥 궁금해서”, “입시 정보가 궁금해서”, “대학의 공기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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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셔보고 싶어서”등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 탐방에 참여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두어 온 학과가 아니었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해볼 수 없는 실험을 “대학의 실험실”을 체험해봤다는 자체만으로도 

대학 탐방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비록 자신의 관심 분야는 

아니었더라도 유사한 분야의 전공자들과 교수들을 만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서 

즐거워한 학생도 있었다. 

송지훈: OO대 입시 설명회를 가서 그 때 사학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나이 드신 쌤이셨는데 과 

설명을 막 하셨는데 그건 생략하고 대만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엮는 짧은 강의를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 대학 수업은 이렇겠다’라고 생각 

했어요. 그런데 50분짜리 대학 수업에 익숙해지면 

1시간 30분짜리 강의 들을 수 없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거 100% 한 시간 들으면 30분은 멍 

때리겠는 걸. ‘좀 나를 바꿔 와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수능 끝나면 몸에 좀 길들일까 싶어요. 아 

그리고 큰일 나겠다 싶은 과목들도 있었어요. 

연구자: 뭔데?

송지훈: 서양사료 강독이요. 대부분 영어로 한다는데, 

클라스가...(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 

중략)...사학과에서 교직이수 하려면 학점 일정 이상 

따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사료 나오면 전 큰일  

나요. 전 한문엔 진짜 자신 있는데 어릴 때 한문 

때문에 역사를 좋아한 것도 있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꼭 사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야 

역교(역사교육)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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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박람회든, 대학이든 자신이 친숙한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에 

들어가 이제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자신들이 가고 싶은 그리고 

가게 될 길을 체험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직접 해볼 수 없었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에 대해“한 번 

해보는 경험만으로도 의미 있[고]”, “이것저것 구경해볼 수”있어서 

대학 진학 후 자신들이 접하게 될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나. 동아리 활동

1) 동아리 선택의 이중성: “스펙이기도 하지만 좀 벗어나보고 

싶었어요”   

  일반고에 진학하기 이전부터 학생들은 꿈과 끼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일반고 진학 이후부터 학생들은 ‘꿈과 끼’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울 정도로까지 많이 듣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 

학생들 대다수가 재학기간 내내 자신의 꿈과 끼를 ‘확정’, 

‘결정’짓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러한 학생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하루 속히 정하고 정해진 바에 맞춰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생기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미리부터 정해진 진로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자주 들었고 이에 따라 어떻게든 자신의 진로를 확정지어 

학교에서 수행되는 활동들이 정한 진로와 일관되어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분위기가 늘 “진로진로하는 바람에 생긴 

긴장”이라고 했으며 답답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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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여유를 찾고 싶어 하기도 했다. 

송보배:　 1학년 때는 [동아리를] 진로와 관련된 거로 

했는데요 진로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2학년 때는 

폭넓게 하고 싶어서 유네스코 동아리를 했어요. 너무 

학교에서 진로만 하는 거 같아서 좀 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유네스코를 제일 

밀어주는 동아리라서요, 동아리 활동이 많아요. 

연구자: 활동이 많아요?

송보배: 음, 국제 협력 그런 거 많이 해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런 것도 하고요. 저희 학교가 최근 캠페인 친환경, 

지속 가능 포스터 만들고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홍보하기도 했고요. 몽골 학교 도우려고 

배지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랬어요. 생전 그런 거 

안 해봐서 안 해본 것을 해서 좋았던 거 같아요. 

1학년 때 송보배는 진학할 대학의 학과를 고려하여 동아리를 

선택했었지만 늘 모든 활동이 진로와 연결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2학년 때는 그냥 흥미 있을 것 같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했다. 

송보배는 고민하고 있는 희망 진로와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지는 

않지만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다소 자신의 진로와는 맞지 않아 

보이는 동아리를 선택했다. 

  김재후는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면 입시에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역사과목을 좋아했으니 

역사관련 동아리를 선택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김재후는 문과 

전공으로 진학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스스로 

찾고 탐구하며 역사를 기억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싶어 했다. 

연구자는 김재후에게 이메일로 이과 계열로 진학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역사 동아리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재후는 동아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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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 동아리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자에게 답변을 보내왔다. 

1학년 초기 때는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자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역사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원들의 의견 및 선생님의 

조언으로 ‘한일 교류사논문’을 쓰기로 정했고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한 일이 옳은 일인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동 소녀상을 찾아가보기도 했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방문하기도 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한 일들도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 제가 

꿈꾸는 진로와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관점도 다양해졌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하는 아픈 

역사를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김재후는 희망 진로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바들을 다루는 동아리를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선택했다. 이것은 김재후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평소 역사에 대한 이해나 태도를 

달리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송지훈은 일반고 진학 초기부터 역사를 자신의 관심사로 정하고 

역사만을 희망 전공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학교에서의 하는 거의 모든 

활동들을 역사와 엮어 보려 했다. 자신의 생기부는 역사로 도배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반고 재학기간 내내 모든 활동이 진로와 

연결된다고 자부했다. 그런 송지훈이 동아리만큼은 자신의 최대 

관심사이자 진로인 역사와 전혀 무관한 주제를 다루는 동아리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연구자: [생기부를 보면서] 어, 동아리 활동은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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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어 보는 걸 했는데? 세특 보면 전부 

역사인데...

송지훈: 저는 동아리도 [진로와] 상관없지 않아요. 도서부 

나름 괜찮단 말이에요. 차장이 되어서 2학년 

되어서는 경제정치동아리 폴리티카라고 만들었는데 

초반에 홧병 나서 죽을 뻔 했는데요. 제가 원래 

부장인데 차장이 너무 자기가 부장하고 싶다는 

거에요. 자기 하고 싶다고 넘겨달라고요. 정치 

관련된 쪽으로 자기가 갈 거라고 너무 부탁하니까. 

제가 담임 쌤한테 말씀드렸더니 쌤이 너가 

부장했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담임 

쌤 담당이신데 쌩판 모르는 애가 부장이면. 그래도 

그 애가 자꾸 간곡히 애원하니까. 거기다가 저도 

새로 맡은 동아리라 엄청 힘들잖아요 한 발 빠져서 

볼까 그러기도 했고요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양보했어요. 걔한테요. 

자발적으로 독서를 꾸준히 해오던 송지훈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독서부를 만들었다. 독서부는 송지훈이 관심이 있는 역사교육과는 언뜻 

보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송지훈은 자신이 만든 폴리티카를 

통해 역사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분이 결국 자신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연구자에게 피력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송지훈은 역사 이외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그러한 활동들이 곧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역사와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독서 동아리 활동은 서수현에게도 송지훈과 비슷한 의미에서 출발된 

진로 활동 중 하나이었다. 서수현은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하고 딱히 

정해진 꿈이 없었다고 했다. 꿈이 없다는 점이 이상한 일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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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서수현은 연구자에게 꿈이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주변 친구들은 하고 싶은 직업을 일찍부터 정해서 

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한 꿈을 파나가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으며 심지어 2학년 2학기가 되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 꽤나 스트레스 받아 

했다. 서수현은 “저는 그런 직업[희망 직업]이 딱히 없으니까 독서 

동아리가 딱 좋잖아요.”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책이라도 접할 수 있으니 

진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마나 낫다고 했다. 서수현은 희망 

전공이나 직업에 따라 그것과 연결되는 동아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변 분위기를 벗어나서 그냥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그냥 

친구들과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발표도 하고 ‘그냥’ 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진로가 강조된다고 느끼는 압박스러운 분위기에 조금은 

숨을 쉬고 싶어서 서수현은 광범위한 분야를 책으로 접할 수 있는 독서 

동아리를 직접 개설해 참여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도 소위 말하는 “스펙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1개 학년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된 동아리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재학기간 중 활동하는 동아리 모두가 진로 혹은,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귀결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진로로만 관통되는 동아리 활동에만 집착하지는 않았고 진로를 정하라는 

주변의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여러 활동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2) 교과 경계 넘어 체험의 성취감: “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

겠다 싶은 거예요”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동기로 자주 언급되었던 

바는 진로에 대한 압박을 벗어나 “그냥”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직접 해보기 위해서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매 학년마다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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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를 항상 같은 이유로 선택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관심의 변화에 

따라, 친구 권유에 의해, 생기부 때문에, 가위바위보에 졌기 때문에 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동아리를 선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동아리 선택의 이유는 달라졌지만 

일단 어떤 동아리든 동아리에 맴버가 되는 순간 학생들은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려고 했으며 교과 학습에서와는 조금은 다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체험들을 했다고 여겼다. 

  수학 덕후라고 불리던 이성민은 평소 국어 수업을 통해 약간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던 현대 시를 좀 더 재미나게 직접 느껴볼 수는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까운 친구가 문학창작반을 조직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성민은 주저 없이 문학창작반 

동아리에 가입했다. 연구자는 이성민에게 온라인 채팅을 통해 

문학창작반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 [지난 면담 보니] 문학창작부 활동을 하면서 춘천에 

김연선 박물관에 가고 그랬던데, 문학창작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에요?

이성민: 문학을 형식적인 수업으로만 듣지 말고 체험적으로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조직해서 여행을 가고 직접 

느끼고 그걸로 시 짓고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그 제안에 저도 ‘좋네~’해가지고 같이 

가입해서 동아리 활동하고 시를 평소에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더 좋아하게 됐어요. 흥미도 업!!!  

연구자: 시를 어찌 공부했길래 더 좋아진 거죠? 궁금하네. 

이성민: 교실에서 글로만 읽다가 직접 여행가서 체험하고 

드는 감정을 시로 표현하고 하니까 더 좋아졌던 거 

같아요. 시인들이 쓴 시를 읽다가 내가 직접 시를 

쓰면서 공부한다는 게 더 와 닿았거든요. 

연구자: 맞아!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완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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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속의 글자로서의 <동백꽃>과 <봄봄>이 아닌 이성민이 동백꽃과 

봄봄의 배경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 느낀 후 자신만의 동백꽃과 봄봄을 

글로 표현해 보게 된 것이다. 즉, 교과시간에는 “형식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동아리를 통해 직접 체험해본 바를 바탕으로 자기 말, 자기 

생각을 만들어 내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김연선도 “어짜다 보니 들어가게 된 방송부”에서 자신의 희망 

직업인 경찰 공무원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일들을 했지만 교과수업을 

통해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학교 한윤성은 김연선을 모범생이라고 불렀는데, 

김연선은 그만큼 재학기간 내내 학업을 비롯한 모든 학교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다. 그런 김연선은 방송부 활동 이전까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김연선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방송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낯선 이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이들과 학교 행사를 치러야 하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부터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김연선: 전 제 성격을 잘 몰랐어요. 이전에는. 활동을 

하면서[방송부] 정말 제 성격이 어떤지를 알았고 

저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은 잘 하지만 기획하고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하는 얘들이 따로 있고 저는 낸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같이 협업하면 뭔가 해낼 수 있겠구나를 깨달을 것 

같아요.

방송부 일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아닌 김연선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함으로써 김연선은 평소와 다른 자신을 드러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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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조용히 벌어지는 일을 관망하는 스타일인 김연선은 

방송부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까지 했다고 

했다. 특히, 방송부에서 하는 일의 성격이 타인과 협력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김연선은 가만히,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대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했고 타인과 자신의 의견을 

조율해야만 했다. 

  정유미도 경제 동아리를 선택하여 사회 교과에서 배웠던 바들을 

넘어서 경제 관련 박물관에 방문하거나 대학 경제학과를 방문한다든가 

직접 현장 체험을 했다. 정유미는 다양한 활동을 “그냥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이 자신의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라면 동아리에서의 활동은 체험을 통해 집어넣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뱉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상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앉아서 교과수업을 듣는 데 시간을 쏟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동아리 활동은 “일단은 뭔가 해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체험하는” 활동으로서 교과라는 학습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이 스스로 해보는 것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해보는 

그 자체가 뿌듯함, 만족감,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다. 봉사활동

1) 외적, 내적 의미 사이 긴장: “전공과 일치되는 봉사를 선택

하기는 했지만 하다 보니 뜻깊었어요”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학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의 한 가지 학습 요소로 간주된다(박가나, 2014).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도 또래 멘토링 봉사활동이나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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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목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로 인해 멘티 학생이 성적이 

향상되면 성취감을 느꼈고 자신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입시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봉사활동의 종류를 선택하기도 했다. 예컨대, 

사범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 관련된 봉사가 

인정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주로 희망했으며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보다는 교육 봉사를 더 신경 써서 수행했다. 

연구자: 그 [교육]봉사활동이 궁금한데, 선생님 소개로 그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봉사활동 시간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참여자: 사실 그 때 생기부 때문에 한 것도 있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대로 구체적으로 봉사 

횟수를 생기부 세특란에 적어주셨어요. 

위 학생이 선택했던 봉사활동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학업 

멘토링이었다. 이 참여자가 특정 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생기부 

관리를 위해서였다. 대학 입시에서 봉사활동도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유관한 것을 할 경우 “일치성 있어 보이고, 뭔가 전공과 관련된 걸 

해봤다고 생각할 수 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유독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봉사활동이 자신들의 자발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이었다. 

학생들이 자발성을 신경 쓰는 이유는 봉사활동에 대한 주변의 평가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한 참여 학생이 여름 방학에 봉사 활동을 상당히 

자주 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물었다. 방학 기간 

동안 해야 하는 공부도 상당히 많아서 늘 바쁜 일상을 보냈던 

학생이었기에 연구자는 봉사활동에 심취해 있던 학생의 행동이 다소 

낯설었다. 이에 대해 참여 학생은 1학년 때부터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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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교사의 조언이 그동안 했던 봉사활동이 

자발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어서 “관련성 있어 보이[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된”봉사활동을 추가로 찾아 하고 있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한 거를 봤는데 선생님들께서 봉사활동 

시수는 많은데 그게 약간 자발성이 안 보이고 그게 학교에서 

하는 걸 주로 하다보니까 옆에 개인이라고 쓰여 있어도 

그래도 자발성 부족한 거 같으니 니가 한 번 찾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연계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름 잘 맞는 거 같아요. 

즉, 학생들은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중요시 하게 되었으며 그 지속성을 

유지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타인이 보아도 봉사의 자발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만 보면 봉사활동이 입시의 도구로 전락해서 

학생들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학생들은 분명 

외부의 잣대를 의식해서, 특히 생기부를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비록 

학생들이 생기부를 관리하기 위해 혹은 외부의 잣대에 의거해서 

봉사활동을 선택하고 수행했다 하더라도 봉사를 하는 과정 중 봉사의 

의미를 깨닫기도 했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가볍게 입시 전략을 위해 

시작했더라도 봉사활동에서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의 모든 봉사 활동이 입시 때문에 혹은 입시 

전략에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전략의 도구인 것만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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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있는 봉사 탐색: “어차피 해야 하는 거 봉사다운 걸 

하자” 

  대부분의 연구 참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단체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자신의 의지나 관심,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고려해서 진행되는 형태라기보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봉사활동처를 정하고 학생은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생각, 관심,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참여하지 않으면 학생들 스스로가 

봉사활동처를 알아보고  수행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봉사활동을 그대로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생각 없이 하는 것”이 봉사활동이며 그래도 하고 나면 시간이나마 

채울 수 있어서 봉사활동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니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봉사활동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자신이 그와 같은 봉사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스스로 비판하기도 했다. 

친구랑 같이 지하철역에서 봉사활동 있다고 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날 미세먼지 많아서 야외 활동 자제하라고 해서 

그 역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줄긋고 도장 찍고  줄 

긋고 도장 찍고 그거만 2시간을 했어요. 두 시간 봉사 시간 

받으면서 생각한 게 과연 이게 사회에 대한 봉사인가? 이게 

정말 봉사 활동이 맞는 건가? 내가 생각하는 봉사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노약자를 도와준다거나 계단 

내려갈 때 짐을 옮겨준다거나 꼭 육체적인 거 아니라도 위로 

같은 걸 해줘서 자살을 방지한다거나 그런 게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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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가 될텐데 역무원을 도와주는 게 과연 봉사인가? 스스로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부터 봉사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이게 대한민국 봉사 제도는 학생 노동력 착취 

아니냐? 역무실 말고도 시청 아이스링크를 닦고 있고 그게 

봉사인가? 서울시에 이익이 되는 게 봉사인가? 돈을 

아끼려고 봉사라는 이름하에 열정페이 아닌가? 니가 

대학가고 싶으면 노동력의 가치가 이런 거다. 취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국에서의 봉사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봉사가 아닌 것 같은?  

이 학생은 시간 채우기로 대충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강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자신이 진심으로 타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봉사라고 보았던 이 학생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행해온 봉사활동은 

자신이 아닌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한 불편한 

경험이후 이 학생은 타인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서 봉사다운 봉사를 실천하기도 했다. 

  다른 참여 학생들도 형식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싫어서 봉사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예컨대, 모자 뜨기를 해서 불우한 아이들에게 

보낸다든가, 집 주변 하천 정화 작업을 스스로 한다든가, 헌혈을 

한다든가,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이상을 가야 하는 먼 

거리의 기관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말벗 도우미를 한다든가 등 스스로 

판단하기에 봉사활동으로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활동들을 직접 탐색하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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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율활동  

  

1) 입시를 위한 필수사항: “뭐라도 채우려면 일단 대회에 나

가야 하니까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활동은 자치활동, 각종 교내대회, 과제 연구 

활동, 학교 특색 활동, 안전 교육, 체험학습, 체육 대회 등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자율활동들 중에서 학생들이 유독 신경을 쓰는 활동은 각종 교내 

대회였다. 

정유미: 저희 학교는 만들어 주는 기회가 많아요. 

[생기부를] 채워주시려고 뭘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희 학교가 수시[전형으]로 많이 [대학을] 

보내서요. 

연구자: 기회? 대회?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를 많이들 

하나요?

정유미: 대부분 참가하고 많이 치열해요. 진짜 저는 

토론대회 공을 엄청 들였어요. 제가 여기 집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 버스 끊어지면 집에 

못 가는데 얘들하고 토론 준비하고 새벽 1시까지 

여기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준비해서 가고. 토론이 

OOO에 관한 거였는데. 진짜 우승 안 했으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정유미는 거주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매일 밤늦게 

까지 모여 토론 대회를 열성적으로 준비했다. 1학년 때는 학내에서 

개최되는 대회라는 대회는 무조건 참가할 정도로 열심히 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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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대회를 통한 수상도 기대했었다. 학생들 대다수가 “일단 뭔지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대회다 싶으면 나갔다”, 혹은 “일단 무조건 

참가는 한다”고 할 정도로 교내대회를 중요시 여겼다.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가 교내대회에 참여와 수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더 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교내대회 참여와 

수상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이렇듯 교내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생기부 수상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이었다. 

그냥 저는 사실 생기부를 챙기느라 [1,2학년을] 엄청 바쁘게 

지낸 거 같은데 그래도 교내 대회도 열심히 참가해서 상도 

작년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막 다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진짜 내 꿈에 관련된 뭔가 조금 더 

특화된 나가서 조금 더 높은 성적을 거두자고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번에는 1등한 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나갔어요. 자원봉사 대회, 교육봉사 대회 발표 대회, 

영어 스펠링 대회, 지리 논술대회, 과학독후감 대회, 또래 

멘토링 소감문대회 등 작년에는 잘 모르겠지만 상은 

받았는데 장려, 은상이랬는데, 올 해는 조금 높아진 거 

같아서 좀 더 좋아요. 

모든 학생들이 교내대회 참여와 수상에 목을 매고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적어도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직업반 소속 학생들을 제외하고, “생기부가 

두툼해야[지만]”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고 있었다. 또 한 학생은 연구자에게 자신이 안간힘을 

써서 대회에서 작은 상이라도 타게 되어서 생기부에 한 줄이 써질 때 

심적으로 조금이나마 뿌듯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연구자는 수능을 모두 마치고 난 한 참여 학생에게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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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연구자는 2학년 재학생들과도 동시에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던지라, 

2학년 학생들이 대회참가와 수상으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 3학년 학생의 생각을 듣고 싶어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연구자: 3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죠? 그동안의 

학교생활을 돌아본다면? 아, 이렇게 질문을 

바꿀까요? 만약 일반고에 들어오는 동생이 있다면 

어떤 말을 꼭 해주고 싶나요?

참여자: 진짜 전 뭘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거 

할 때는 뭘 또 챙겨야 하나 싶어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좀 

아닌 거 같아요. 일반고에서 수시를 생각하는 

거라면, 무조건 진짜 무조건 생기부를 챙겨야 

하고요. 학교에서 하는 대회들은 꼭 아무 생각 

없더라도 나가야 해요. 그래야 생기부에 뭐라도 

채워요. 대회 수상도 챙겨야 해요. 입시를 다 해보고 

나니까 그게 아주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 학생은 대회참여나 수상을 꼭 생기부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단적으로 했다기보다, 말 그대로 “그냥”해보기만이라도 하면 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입시를 다 치루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좀 더 생기부 관리 차원에서 각종 교내대회를 

“챙겨야”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교내대회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수상하기를 

원하면 결국 제한된 인원만 수상할 수밖에 없는 점에도 불구하고 

교내대회에 왜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3이었던 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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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입시 자소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회참가를 비롯해서 각종 

활동을 수행했었지만 생기부에 적혀있지 않으니 도통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생했던 경험담을 연구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뭔가 생기부에 적힐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즉, 각종 

대회의 수상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진술들을 보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상황 하에서 학생들의 교내대회 

참여활동은 입시에서의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행위이었던 것이다. 

2) 자율적인 자율활동: “그냥 참가해보는 거죠” 

  연구 참여 학생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활동을 마치 

스펙블록을 쌓아가듯 수상을 위해, 그리고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 열심히 하기도 했다. 그리고 생기부의 수상내역에 그것이 

기록될 때에서야 자신의 활동이 의미 있다고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율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율활동을 입시의 수단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거나 대회수상을 위해 다른 

학생들과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대회는 아등바등하면서 수상하기 위해서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대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예컨대, 학생들은 “설렁설렁”,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등 참여자들의 말처럼 “그냥”시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여긴 대회들도 있었다. 

연구자: 얘들이 요즘 대회나 과제연구 이런 거 엄청 

하더라고요. 막 무조건 나간다고 그러고요, 이희범 

학생은 어때요?

이희범: 저는 그냥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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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하는 활동이 ‘어, 이거 재미있어 보이니까 

이거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아서. 일단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내가 나중에 쓸 거니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많고 그런데 저는 사실 ‘어 

이거 재미있어 보이네’ 할 때 그냥 바로 신청하는 

편이라서.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바로 신청서 써서 

내버려요. 

연구자: 오 매우 즉흥적인걸요. 

이희범: 즉흥적이죠. 그래서 어 시간 되네 할까 이러면서 

바로 쓰고 제출해서요(웃음). 재미있어 보이는데 

그냥 탁 신청. 

이희범의 말처럼 학생들이 나중에 입시에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꼭 그런 경우만 있다기보다 즉흥적으로 

재미있어 보여서 혹은 그냥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이성민도 학내에서 개최한 STEAM 융합 연구대회에 “별 기대 없이” 

“그냥 흥미로워 보여서” 참가했다고 했다. 이성민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고 다른 전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내 대회 참여나 수상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신경 쓰는 

수준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STEAM 대회는 

이성민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대회 중 하나이어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이성민은 그러한 STEAM 대회의 특성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교과들의 내용을 융합해서 주어진 도전과제를 

수행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이성민 이외에도 송지훈, 송보배, 김연선, 한윤성, 

김재후 등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대회들을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는 데 의의를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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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생들은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대회에 그냥 한 번 

참여해본 행위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꼭 수상을 

해야지만 자신이 대회를 위해 들였던 관심, 노력, 열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송지훈이 이와 관련하여 “꼭 상을 

못 타더라도 대회에 참가해서 얘들하고 좌충우돌 하는 것도 좋았고 그거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았다”고 했다. 

연구자는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송지훈이 연구자에게 보여준 

신념이 많은 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되기 기대했고 그러한 신념이 더 

굳어져 가길 바랐다. 그러나 학생들은 특히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이와 같은 신념은 대회수상과 같이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학생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판단, 신념, 

고민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보다 덜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3. 소결: 매칭(matching)과 구성(construction)의 스펙트럼 

  이 장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진로활동을 

펼쳐나가는지를 분석했다. 학생들이 실천하는 진로활동은 학교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연구의 초점이 일반고의 사례 특히,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으므로 교과 수업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진로활동을 펼쳐내는지를 그려내었다.  

  우선, 교과 수업시간에서 학생들은 심화된 학습 주제와 확대된 참여형 

수업방식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재탐색하기도 했으며,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진로활동 방식은 단순히 교사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수업의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교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좀 더 

심화시켜본다거나, 관련 정보를 자가 탐색해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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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하고, 

어떤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찾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혹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진로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예컨대,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한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진로활동을 선택하고 그 활동을 유지하기도 하면서 이를 입시의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학생들의 진로활동은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입시와 무관하게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 

흥미로울 것 같은 분야라서, 학생들의 말처럼 “그냥”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진로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을 

수행했다.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이렇듯 “그냥”진로활동을 

이것저것 해보았던 이유는, 교실 수업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기 어려운 부분이나 직접 체험해볼 수 없는 영역을 

‘체험’해보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대학 입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일반고 학생들은 ‘대학 입시 

맞춤형’ 진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좀 더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진로활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활동을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펼쳐내는 

진로활동이 입시 편향적이라거나, 혹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이상적인 

진로 추구행동이라고 이분화시켜 양자를 대립의 구조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에 자신의 진로활동을 맞추는 매칭적 성격의 진로를 

선택하기도 했고, 그와 무관하게 흥미와 적성 때문에 자가 의미 부여된 

진로활동을 선택하여 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활동은 매칭적인 진로와 구성적인 

진로 사이 스펙트럼을 왔다갔다 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입시와 자기의미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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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사이 움직임이 서서히 둔화되고 입시 지향적인 진로활동이 

훨씬 더 강화되면서, 진로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의미부여 과정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극단적으로는 그 과정이 가치가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입시를 위해 전략적인 진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분투가 점수에 의해, 혹은 입시결과에 

의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태도는 진로교육에서, 더 넓게는 

학교교육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학업지표가 중시되어 현실의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스스로 의미 부여된 진로활동을 지속시키고 그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진로교육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떠한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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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학생들의 진로활동과 맥락의 복합적 관계

  IV장과 V장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진로활동을 펼쳐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 후 대학 입시와 관련된 현실적인 측면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개입을 계기로 자신이 가고 싶은 길, 가야 할 길에 대해 

중학교 때보다는 좀 더 진지한 태도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이와 같은 입장은 교실수업과 교실 밖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신을 

교육과정에 투영시켜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외부의 기준과 

관점에 기대어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분리시킴으로써 어차피 해야 할 

것이자 그냥 하는 것, 그러다보면 도달하게 되는 곳이 자신의 진로라고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이는 

판단, 관점, 생각, 행위는 온전히 능동적이라고도, 반대로 온전히 

수동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어떤 장면에서는 자신의 관심, 흥미, 

소질을 교육과정과 연결시켜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도 또 어떠한 장면에서 학생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과 기대,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잠정적인 판단과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장에서는 학생들이 보여준 진로에 대한 판단, 고민, 행동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이나 상황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나가는 과정이 학생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능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자신과 그 주변의 여러 맥락과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출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말하자면, 이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활동과 맥락의 

관계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발현시키거나 반대로 발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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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총 4가지 맥락과 학생들의 진로활동을 교차하여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활동과 관련된 

맥락을 공간, 시간, 사람, 사회문화 총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4가지 맥락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된 Young(1983)의 

미시(micro), 중간(meso), 외부(exo), 거시적(macro) 맥락을 참고하였으며, 

학생들의 면담자료에서 도출된 맥락관련 귀납적 코드들과 

비교·검토하여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네 가지 맥락과 이 맥락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은 이하 각 절의 제목으로 제시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본 장에서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맥락들과 

학생들의 진로활동은 실제의 모습과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본 장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행위와 관계되는 

공간적 맥락을 학습공간 및 분위기 그리고 학습장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활동은 분석 요소들과 같이 낱낱의 분리된 조각들이라기보다 서로 

얽혀져 있는 브리꼴라쥬와 같은 모습에 가깝다. 다만, 본 장에서는 

분석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맥락을 총 네 가지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이해와 행위의 다층적인 결들을 

분리해서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1. 공간적 맥락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을 경험해나가면서 자신의 흥미, 적성, 진로와 

연결시켜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에 따른 여러 행동과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의미 부여의 과정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딛고 서 있는 학교 교실 공간과 그 

공간 속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학생들의 판단과 행동을 만드는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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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같은 학습장치는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가. 학습장소와 분위기  

1) 학생‘참여’가 권장되는 교실: “직접 이것저것 해봐서 좋

은 거죠”

  최근 들어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수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학습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 학생 간 

경쟁 분위기보다는 협력을 유도하는 수업 등 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의 

참여와 성장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함께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성열관·이순철, 2011; 이형빈, 2015). 이에 따라 최근 교실 

장면은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혼자 떠들고 종료되는 ‘나홀로 

수업’의 형식은 지양하고 있다. 대신에 학생‘주도’ 혹은 학생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참여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가 수업시간에 여러 방식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의 면담내용에서도 최근 일반고의 수업이 

학생들은 입을 꾹 다문 채 교사 혼자 떠드는 수업 일변도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수업 차시의 일정 부분을 

학생들의 발표, 토론, 모둠 활동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참여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여러 방식을 통해 수업 시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정유미와 송보배의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수업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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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발표할 사람을 모집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를 준비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학생들의 참여 기회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 관심, 흥미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앞 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송보배에게 있어서 수업 시간의 

발표는 자신이 잘 하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평소 송보배의 성격은 스스로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사 

시간의 발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를 하는 

과정 중,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한국사의 내용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여 친구들이 송보배에게 교사가 어울린다는 말을 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송보배는 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서수현과 임태진의 학교는 참여 학생들의 학교들 중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장 중요시 했다. 대부분의 

수업은 모둠활동과 학생 발표로 운영되었고 학생들은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수현: 저희 학교는 별 이상한 게 많아요. 혁신 학교라서 

조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연구자: 무슨 수업?

서수현: 조별 수업, 모둠 수업요. 진짜 많이 하고요 숙제도 

모둠으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숙제가 모둠으로 그 교과서 속에 문학작품 중에서 

하나를 뽑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약과에요.

연구자: 약과? 

서수현: 그건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 이미 한 적도 있고요. 

이번에는 진짜 힘든 게 1인 1책을 만들어야 돼요. 

연구자: 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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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은 수업 참여가 정규 시험과 겹치게 되면 부담스러워지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수업 참여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학교가 신난다고 했다. 임태진도 비록 자신은 

직업반을 선택하였고 공부에 관심이 덜 했지만 수업에서 항상 다양한 

활동을 하고 여러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학교가 활기 있고 

재미있었다고 했다. 

  한편, 학생들은 수업 시간의 참여 활동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때로는 

너무 많은 참여 활동으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잊어버리기도 했다. 또한 반 친구들이 “하자하자 이래서 그럼 뭔데 

일단 나도 해야지”라는 식으로 즉, 분위기에 휩쓸려 친구들이 하니까 

그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과거 수업 시간의 활동들을 회상하면서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정말 바빴지만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연구자: 어쨌든 활동 되게 많이 했잖아요. 1학년 때 엄청 

많이 한 거 같아요. 그 중에서 의미 있었던 거를 

2~3개만 꼽는다면?

김지운: 일단 소논문 써 본거 의미 있었던 거 같고

연구자: 왜요?

김지운: 저는 논문이라고 하면 ‘와’, ‘윽’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써보면서 나도 이런 거 쓸 수 

있구나 생각했고, 논문을 왜 쓰는지도 몰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쓰는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친구들 하잖아요. 그런데 모아서 봤는데 

다들 되게 잘 썼더라구요. 그런 거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고 되게 독특한 경험이라서 

기억에 남았어요. 다른 거는 초등학교 때도 조금씩 

해본 거였는데. 그거는 친구들끼리 와 20페이지 

‘언제 채우냐’ 이러면서. 근데 그게 또 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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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고, 한 학기를 준비했고. 제일 영혼을 갈아 

넣었던 거고 다른 거는 길어야 2주? 촬영하면? 근데 

그건 아예 학기 초부터 계획서 내고 지도교사 

섭외하고, 특강도 하고, 되게 길고 장기간이었고 

그래서 1학기를 아예 그 친구랑 함께 했었으니까. 

그리고 UCC가 항상 기억에 남더라고요. 항상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일단 찍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항상 감탄하는 

거지만, 그 한 편 만들려고 30시간이 들어가요. 진짜 

편집까지 합하면 대본 짜고 그런 거 보면서 항상 

영상을 봐도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영상 같은 거 

보면 와 저거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하니까 

추억으로 많이 남는 거 같아요. 맨날 공부하다가 

친구들이랑 놀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학생들은 수업 참여를 위해 힘들고 부담스러운 준비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이것저것 

해보”는 재미도 느꼈고 부딪치는 난관을 헤쳐 나가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수업에서 “이것저거 해보는 

것”즉 서투르지만 자신을 표출해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도 했다. 

한윤성: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알게 된 거는 친구들이랑 

토론을 하고 토론의 주제가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것을 친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기에 내가 좋아하고 잘 하고 못하고 

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알려줬거든요. 저도 

이야기해주고요. 그러면서 많이 파악이 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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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연구자: 남이 한윤성 학생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맞았어요?

한윤성: 네 대부분. 10명 정도가 작게 이야기하는 거라.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구자: 다 솔직했나보다.

한윤성: 네 신뢰가 쌓여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파악이 되어서. 

연구자: 그 친구들이 윤성학생에게 넌 어떤 애야 라고 말한 

거 중에 기억에 남은 거?

한윤성: 좀 이중인격인 거 같다. 친구들과 놀 때는 너무 잘 

놀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너무 진지해서. 항상 

에너지 넘치고. 항상 밝고. 단점은…너무 

우유부단하다는

연구자: ‘너가 하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조 활동이 힘들었어’ 

이런 거?

한윤성: 아니요. 그것보다 리더를 맡았을 때 의견이 

이것저것 나오는데 어느 거 할까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좋은 경험이네요. 남이 솔직히 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거 쉽지 않은데. 

수업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과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기도 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를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일반고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토론, 발표,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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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 여러 교수-학습 방식을 통한 시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고에서의 대부분의 수업은 교사 중심적이며 수능 

문제 풀이 위주로의 진행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일정 

부분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 참여의 질적 수준은 높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참여 

학생들의 면담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남이 하니까 무조건 

한다든가 혹은, 너무 많은 참여 활동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업 참여와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은 적어도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등을 알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의 다소 

두서없고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이것저것”하는 활동도 그것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자기 자신과 앞으로 가야할 길, 그리고 

가고 싶은 길에 대해 자신의 고민, 관점, 입장 등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 대학결정의 분위기: “자꾸 결정하라니, 이제 저도 결정해야 

해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뚜렷하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한다. 전국 고등학생 3,491명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분석한 황매향·김봉환·최인재·허은영(2010)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준비성과 독립성에 비해 결정성과 확신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등학생의 낮은 진로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은 진로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에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이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병숙·송혜령·김미정, 2011; 

김신영·최운실, 2014; 김진희·백선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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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연구 참여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를 

확고하게 결정하지 못하였다. 일반고 진학 초기부터 어떤 과에 

진학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결정”혹은, “확신”한 경우는 단 2명에게서만 나타났을 뿐, 나머지 

11명의 참여 학생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지운도 중학교 때부터 

일반고 진학 초기까지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공부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했다. 

연구자: 다른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대요. 꿈이 없대. 직업도 별로 원하는 

바도 없고. 그냥 평범한 대학 가서 어느 학과든,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 대해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말은 못했는데 속으로, 그 친구한테 왜 

죄책감을 느껴야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지운: 되게 저 중학교 때랑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너네는 항상 꿈이 있을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저한테 뭐든, 너는 왜 공부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너는 왜 꿈이 없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냥 

항상 보면, 오늘 구기대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뭐든 매사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없게. 이 삶에서. 잘해보자. 그냥 아깝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기분인데. 근데 주변에서는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꿈이 있을 거야’ ‘꿈이 있기 떄문 일거야’. 

근데 그러면 ‘응?’ 그런 느낌? 근데 공부가 좋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유가 없이. 근데 거기다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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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는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지? 내가 이상한건가? 이렇게. 지금도 

사실 꿈이 있긴 하지만. 꿈을 이루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면, 그냥 앞으로 더 볼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의 이유를 뭐 꼭 뭐 대학. 뭐. 아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에요. 

김지운은 꿈도, 희망 직업도 확고하게 정해본적 없이 그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해서 날마다의 삶을 성실하게 걸어왔다. 그런 그녀에게 

“꿈이 있을 거야”, “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거야”라고 그녀가 

그냥 좋아서, 잘 해온 일을 외부인들은 무조건 꿈과 연결시켜 해석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꿈이라는 것을 갖지 않으면“이상하[고]” “안 될 것 

같은” 외부의 시각이 반영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게 되었다. 김지운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부터는 진로를 정하지 않는 것은 큰일 날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김지운과 같이 학생들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진학 후 어떻게든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수시로 

받았다. 주변 친구들과 학교 선배들이 확고히 진로를 결정하고 결정한 

진로를 향해 계획을 짜고 그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자신을 불안해했고 신속히 결정하는 주변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도 어떻게든 진로를 확고히 

결정하고 그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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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선택”하라는 외적 압력을 학생들이 받게 될 때, ‘진로’라는 것은 

그 외연의 폭이 상당히 좁혀진 뜻의 진로에 해당되었다. 즉, 그 때 

진로의 의미는 바로 대학 혹은,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이었다. 

연구자: 송보배는 진로 관련하여 궁금한 거 있어요? 

사학과에 관심을 조금 보였는데 

송보배: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학과는 이제 좀 

알겠는데 하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진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약간 샘들이 진로보다 

일단 대학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대학을 가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대학가서 생각하면 늦을 

것 같은데 자꾸 대학을 정하라고 하니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진로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학이나 대학의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3) 학교교육과 연계된 학교 밖 학습공간: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했죠”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재학기간 중 흥미로웠던 진로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면 십중팔구 학교 외부로 진로 체험활동을 나간 

일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진로 박람회, 대학 탐방, 대학 체험 활동, 

외부 진로 강연, 희망 직업인 인터뷰 등 학교를 벗어나 낯선 장소에 

갔다 온 체험담과 무용담을 연구자에게 신나하며 전해주었다. 체험 

활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체험 활동을 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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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들었던 느낌이나 생각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차치하고, 학생들은 

“그냥 나가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다. 

남태곤: 학교가 감옥 같으니까요. 저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얘도 쟤도 (웃음) 다 감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밖에 한 번 같이 가면 아주 

즐겁죠. 새로운 것도 해보고 VR 이런 것도 해보고. 

학교에서는 해볼 수 없잖아요.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하루 종일 학교 안에서 생활하며 동일한 

공간, 동일한 사람을 접하면서 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학교 밖에 진로 체험활동을 하러 나가게 

되면 “매일 학교에만 있다가 나와서 신선하다”고 즐거워했다. 

학생들은 직접 만져보고 해보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만족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도,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문한 곳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남태곤의 말을 인용하면, “유유히 

다녀보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고 했다. 

이희범도 친구들과 학교를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에 가는 것, 가서 

뭔가를 활동해보는 것 자체가 즐겁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흥미로워 하는 분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체험활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수학의 심도 깊은 학문 주제들, 공학, 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활동들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학생들은 학교 밖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세계, 말하자면 새로운 학습 

주제, 학문분야를 자신들이 직접 접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좀 

더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낯선 이들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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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김재후와의 면담에서도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김재후는 학교 밖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졸]아는 형”과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연구자: [대학 진학의 이유를 앞서 물어보면서] 대학을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재후는 

어때요?

김재후: 저는 고1말~2학년 초 때까지 대학을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학년 말 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내 주변에 대학을 안 가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대학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형들 중에도 대학을 

안 나오고 사업해서 원하는 꿈을 하고 있는 형들도 

있고. 그래서 굳이 대학을 가야 하나 그랬어요. 

김재후가 학교 밖에서 만난 아는 형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 형과의 만남은 대학 비진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비진학의 삶을 고민해본 적도 없었던 김재후에게 

그것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윤성에게도 유사한 경험이 포착된다. 

연구자: 굉장히 독특한 쉼표를 가졌네요. 

한윤성: 네. OOOO를 다니면서 거치면서 좀 생각이 바뀐 거 

같아요.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하고,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딱히 난 지금 하고 싶은 거도 없고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 

OOOO에서 여러 강좌도 듣고, 여러 가지 직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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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굳이 대학을 안가도 

잘 살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그런 게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대학에 대한 압박?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한윤성: 네, 저는 다른 길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연구자: 중요한 지점이죠. 일반고 안에서는 보통 못보고, 

설령 봤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선생님들이 허용하지 

않죠. 

한윤성: 그렇겠죠.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의 최종 목표가 대학 진학이라는 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서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던진 연구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에 왜 가야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학이 어떤 곳인지, 

전공 학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등에는 참여자 어느 누구도 명쾌하고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질문들을 따져 물어볼 겨를 

없이 학생들은 대학을 일단 가야하는 곳으로 여겼고,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받는 외부의 압력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당연히 이를 견뎌내야 하는 일로 간주했다. 그러나 

김재후와 한윤성만은 낯선 세계, 즉 일반고에서는 잘 만나기 어려운 

고졸자들의 낯선 세계를 접함으로써 대학에 왜 가야하는지 혹은, 무조건 

가야한다는 외부의 압박을 일시적으로나마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은 남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는 

생각의 쉼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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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교육 공간: “제 말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죠”

  일반고에 입학한 연구 참여 학생들의 대부분은 3년의 재학기간 동안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일반고의 전형적인 

코스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참여자들 중 

한윤성, 임태진, 성동환 총 3명은 이러한 일반고의 전형적인 과정을 

밟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소 다른 코스를 선택하였다. 

  한윤성은 일반고에 입학을 하였지만 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학교와 

연결된 외부 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이 교육기관은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운영해온 곳으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환 

시기에 입시 경쟁과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삶과 

미래를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 2017). 이 학교는 일반고의 

교육과정의 영어, 수학, 한국사 교과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나머지 

교과는 일반고에서 운영되지 않는 공동체 학습, 프로젝트 실습, 시민학,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와 같은 대안교과들이었다. 따라서 이 학교는 1학년 

1년 동안 대안교과에 상당히 치중하여 영어, 수학, 한국사가 일반고에 

비해 매우 적은 시수로 운영된다. 이는 학생이 대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반고로 복교한 이후 학업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면서 

나머지 2, 3학년을 보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이 이러한 

대안 교육과정을 재학 중도에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다른 길’, 

‘다른 삶’을 그리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인 한윤성도 일반고 진학 후 대안 교육과정을 

선택했을 시 발생될 학업 부담을 충분히 알고서도 중학교 3학년 졸업 후 

‘다른 길’을 선택했다. 한윤성이 이를 선택한 이유는 매우 독특했다. 

연구자: 중학교 때 어떤 경험을 했었길래 일반 학교 

진학하지 않고 OOOO를 갔는지?

한윤성: 전 일반 학교[중학교]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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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녔던 것 같아요. 일반 학생들처럼. 왜 학교를 

다니는지. 초등학교-중학교-다시 고등학교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 방학 때 

생각해보다가 중학교 때 뭘 배웠는지, 남은 거 

있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생각해보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공부 좀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말이에요. 성실히 수행했는데, 학교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도 제게 남은 게 없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어머니께서 이런 게 있다 

가보면 어떠냐 그래서 저도 이제 정보 얻고 하면서 

대안 교육을 안 받아봤고 주변에도 받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예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두렵고 

무섭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어요. 

한윤성은 중학교 때까지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고 무엇인가 의미 있게 

배운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소개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일반고에 무작정 진학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윤성은 처음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오디세이 학교는 

한윤성에게 불안을 떨쳐내고 편안하게 “자기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위기이었다. 

  거의 모든 수업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형식을 띠다보니 

소극적이었던 한윤성도 조금은 성격도 변하게 되었고 공적인 자리에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윤성은 “그곳에 다니면서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뭐가 삶에서 

중요한지 알게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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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성: 저는 대학을 아직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무조건 하는지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다른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좀 더 직업 선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잘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먼저이고, 직업 선택하고 하는 

것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중략)...어찌되었든 

이곳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른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하지 않아도 대학을 

나와도 완전 다른 컴퓨터 공학이었는데 또 다른 

일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자기가 좋은 일을 찾아서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고민이 

덜어지고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생각도 벗어나게 되었고요. 좀 자유로워졌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일 고민하고 찾고 찾더라도 그게 

맞는 일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요. 

한윤성은 다른 학생들처럼 일반고를 계속 다녔다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윤성에게 오디세이 학교는 자신만의 말, 자신말의 생각을 

키워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한윤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특별한 장소이었다. 

  임태진과 성동환도 일반고에 다녔지만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 이 두 학생들은 1, 2학년 시기에 일반고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3학년 때 직업반을 선택하여 직업정보학교에 위탁교육을 

신청하였다. 임태진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해외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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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인해 일반고에서의 학업을 따라가기 버거워했다. 또한 

임태진은 “공부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고 잘 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자는 임태진과 3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그녀의 이야기 속에 일반고에서의 경험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특징을 포착했다. 임태진은 일반고에서의 2년은 

“공기처럼”, “별로 한 일 없이” 지냈고 그나마 학급 친구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친구들이 하자는 것을 그대로 따르며 생활했다. 

동아리 선택도, 수업 시간의 수행과제도 임태진이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주변 친구들의 뜻에 따라 주었다. 그러던 임태진은 

진로교사의 추천과 취업 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직업정보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보학교에서 임태진은 일반고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선, 임태진은 자신이 흥미 있어 하고 잘 하는 주얼리 공예디자인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평소에도 손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있었다. 임태진은 일반고에서 공부할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과업에 대한 집중력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임태진: 주얼리 만들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냥 

돌덩이가 반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하면서 

완성되었다는 것도 느끼고.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이걸 다른 사람이 끼었을 때 잘 어울리면 더 

뿌듯하고요. 진짜 이걸 하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에만 집중해요. 분명 3시간 만에 못 

끝내는 건데 하다보면 3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고 

공부할 때는 느끼지 못한. 초!!집중. 어깨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려고 책 펴는 

순간에 바로 엎어지는데....(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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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에서는 조용히 남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임태진은, 정보학교에서의 주얼리 제작을 통해 생활의 의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임태진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도전의식을 가지기도 했다.  

  성동환도 임태진처럼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한 과거 경험이 있었지만 

일반고에서 학업을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상위권의 성적은 

아니었지만 평소 중상위의 성적을 유지했으며 교과 시간에 발표, 토론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학급 반장 역할도 맡아 적극적이고 반의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성동환: 여기 학교에서는 1-2학년 때 대학이 전부가 아니고 

자신의 진로가 있다면 진로를 정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주세요. 

연구자: 언제 들었어요? 누구에게?

성동환: OOO 선생님(진로진학상담교사)이 1주일에 2시간 

1학년 1학기 1시간, 2학기 2시간 초반에 직업반 

설명해주셨어요. 수업시간에 그 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진지하게 생각 안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봐야지 했어요. 

한국 생활 보니까 인생의 낙이 없어 보였어요. 학교 

갔다가 학원 열심히 돌아와서 숙제하고 다시 

학교가고.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서. 

연구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성동환: 사실 그런 길도 싫을 것 같진 않았지만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재미나게 살자. 하고 싶은 걸 하자. 

성동환은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요리를 해보며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딱히 요리의 길로 들어서야겠다고 마음먹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가장 친한 친구의 권유로 직업 정보학교 요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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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환이 지원한 학교는 서울에서 알아주는 정보학교로 입학 경쟁이 

상당히 높은 곳이었지만 성동환은 큰 난관 없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요리 실력을 닦을 수 있었다. 

성동환은 직업 정보학교에 다녔지만 공부를 못해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기보다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좀 더 배워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보학교는 성동환의 그런 삶의 모토가 지속되고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학교 밖의 학습 공간에 대해 특히 외부 위탁 기관에서의 학생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각자의 상황과 위탁 기관의 종류와 성격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이 고민하던 부분,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 삶의 

모토로 삼고 있었던 바를 해결해주었거나 실현시켜주었다. 말하자면 

위탁기관은 각자에게 희망의 추진력을 달아주는 공간이었다. 더불어 

이러한 학교 외부의 공간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나 도구(주얼리나 요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나. 학습장치 

1) 입시컷의 중력: “어쩔 수 없죠, 맞춰야죠” 

대학 진학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생활의 표준, 혹은 생활의 가이드라인으로 간주된다. 4-5월에 

발표되는 대학 입시 정책과 그에 따라 바뀌는 대학별 입시 전형은 

학생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입시 전형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3000개가 넘는 대학의 입시 전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자도 연구를 시작하면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입시 지도’와 입시 설명회, 대학교육협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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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참석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대학 입시 전형의 큰 틀만 

이해하는 데에도 꽤나 오랜 시간을 들였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학생들은 대학은 반드시 진학해야 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애매하거나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 예컨대, 대입전형이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크게 구분된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었을 뿐 세부 전형별 

준비되어야 하는 바는 잘 모르고 있었다. 연구자가 대학의 세부 입시 

전형에 물어볼 경우, 2학년 학생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입시 전형에 대한 모호하고 막연한 인식은 입시상담을 

받는 시점이 되어서야 현실감으로 대체되었다. 

서수현: 이번에 학교에 초청하셔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했어요. 

연구자: 아, 했구나. 다른 학교 선생님들 오셔서 어땠어?

서수현: 모의고사 역대 성적표, 내신 성적표 그래프가 

있는데 보면서 아 이 때 내가 잠을 잤구나 왜 

그랬지? 하면서 되게 좀 그랬어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막 이따만 한 거[대학별 입시컷]를 탁 

펼쳐 놓고 너는 백분율 공식으로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이러는 데...아쉽지? 막 

이러시는 거 에요. 정말 아쉬운 거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막 내신도 봐주시고 그러면 저는 

내신으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약간 고민이 

되신다고 수능 최저를 가라고 그러셨어요. 

연구자: 와, 현실을 봤겠네요?

서수현: (웃음) 네. 와 내가 이렇구나...

입시컷은 학생의 내신 성적, 수능 성적 등 여러 입시 전형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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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대학별로 합격 조건들이 객관적으로 나열된 표이다. 

참여자들은 이 입시컷을 접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다 

되겠지”라는 식으로 대처했었다. 그러나 참여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입시컷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확연히 드러났다. 서수현도 

입시컷에 찍혀지는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을 표상하는 점들을 보는 

순간 입시가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자신의 현 위치를 

객관화된 입시컷에 맞춰 파악한 참여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일반고에서 

해왔던 모든 활동을 그것에 끼워 맞춰 보기 시작했다. 

연구자: 입시 상담을 얼마 전에 했다고 그랬죠?

정유미: 다른 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쌤 스타일이 

약간 팩트만. 현실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앉자마자 

어느 대학 무슨과? 막 이러시면서 너무 현실적이라. 

제가 성적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세특을 진짜 

열심히 채웠는데 저한테 학종보다 내신만 본다고 

면접관들이 그래서 약간 좀 자괴감 드는 거에요. 

내가 뭐 때문에 밤을 새가면서 이 짓거리를 한 줄 

채우려고 했던가? 후회가 엄청 되기도 했어요. 

입시컷이 말해주는 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입시컷 등급에 비춰 

학생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교생활에서 해왔던 

것들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다른 면담에서 정유미는 

교과 수업 시간에 발표 준비나 토론대회에 참가를 위해 바쁜 일과 

중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며칠을 늦게까지 작업하면서 열정을 쏟고 그 

과정의 의미가 가치를 언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입시컷을 통해 정해진 

자신의 현실적인 위치는 그간 자신이 진로를 위해 해왔던 활동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기도 했다. 

  다른 참여 학생들도 입시컷에 기대어 자신의 위치를 그 등급표 안에서 

파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학생들마다 입시컷과 자신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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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관심사를 맞춰가는 방식에는 다소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한윤성의 경우, 관심이 생긴 사회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희망으로 인해 입시컷은 자신의 점수에 맞는 사회학과가 있는 대학들을 

탐색하는 매개물이었다. 그래서 한윤성은 입시컷을 두고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임과의 조정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윤성은 입시컷에 의해 말해진 바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입장과 관점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자신이 희망하는 바와 

현실이 보여주는 위치를 현명하게 조율해 나가려고 했던 유일한 연구 

참여 학생이었다.  

그러나 다른 참여 학생들은 입시컷을 대하는 태도가 한윤성과 같지는 

않았다. 희망 전공과 관심분야가 생겼더라도 입시컷에 따라 지정된 

자신의 위치를 순응적으로 수용하였다. “학과는 잠시 내려두고” 

입시컷에 의해 위치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더 우선시 되었다. 

송보배: 국제학부, 사학과...뭐 이제 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딱 가고 싶은 대학교가 없어요. 사실 

전 그냥 잘 갔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에요. 어차피 

가고 싶은 대학은 너무 높고. 상담 받을 때도 저한테 

최하는 여기 대학교 막 올려서 쓰면 제일 잘 갈 수 

있는 곳은 OO대 정도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제 

친구도 간호학과 쪽 가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짤렸어요. 학과를. 진짜 이제는 진로보다는 무조건 

학교 대학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 때 입시컷은 참여자 자신의 관심과 대학 사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 파악되기보다는 참여자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결정해주는 절대적인 지표로서 작용하는 기제이었다. 

‘일반고’라는 공간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여러 

활동을 했지만 그 활동에 대학 입시 전형 특히 이에 대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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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담은 입시컷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위와 사고를 규정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2) 생기부의 미묘한 역설:  “생기부의 노예가 된 것 같지만, 

하다보면 의미가 있더라고요”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기부를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도 

모두 정시 전형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수시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고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수능 준비수준과 그 결과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은 

정시전형으로는 도저히 대학진학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모든 수업을 수능식으로 맞춰 입시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버거워하는 일반고의 

상황에서는 정시는 도전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 학생들 모두는 수시전형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수시전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기부를 “챙기[거나]”,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에 유독 신경을 썼다. 앞 장에서도 일부 

제시되었듯이, 자율 활동에서 교내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든가, 봉사활동에서도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활동을 

취사선택하는 등의 모습은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행위에 미치는 

생기부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학생들이 생기부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대학 입시를 위해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참여자들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라도 소극적으로나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기부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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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절에서 학교 안 공간과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의 관계를 제시한 

부분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대학을 결정하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학교의 압박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애매하고 단순한 이유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학생들과의 

면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다보면 학교가 압력을 넣은 이유가 

포착되는데, 바로 일관된 생기부 관리가 대학 입시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보는 믿음이 주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일반고에 입학한 

이래로 진로를 하루 속히 정해야지만 전체 학년 생기부가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주 들었다고 했다. 대학을 일찍부터 

정하지 않으면 생기부의 기록 내용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생기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생기부는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었다. 

정유미: 원래 저희 학교에 등급이 4-5인가 언니가 있었는데 

생기부가 건축건축건축...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OO대 

건축학과 합격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진짜? 꿈을 자꾸 바꾸면 안 된다고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 안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유미: 네. 예를 들면 1학년 때 생기부 쓰는 거랑 2,3학년 

때 쓰는 게 다르면 얘는 꿈을 자꾸 바꾸니까 불안정 

하다 이런 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좋다. 

연구자: 왜냐하면 어제 만난 친구가 중3까지 뭐 되고 싶은 

게 1도 없었다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꾸 

꿈을 정하라고 그러더라고 정했대. 그런데 학교에서 

꿈을 1학년 때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생기부를 그렇게 챙겨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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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부터 신속히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정하라는 

반복적인 메시지는 생기부를 입학 초기부터 일관되게 변경사항 없이 

써야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키웠으며 이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깊은 고민 없이 결정된 진로일지라도 생기부에 기록된 이상“바꾸면 안 

된다”라는 강박까지도 갖도록 했다. 김지운도 일단 생기부 상에 

기록되고 정해진 진로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활동과 

학업을 생기부에 일관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가고 있는 길, 선택한 바가 자신이 원하는 부분인지 자신에게 

잘 맞는 부분인지 묻고 싶었지만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단속하기도 했다. 그런 자신의 대해 생기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일반고 졸업 후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현실에서 

진로 선택을 빨리하면 할수록 입시 준비에 유리할 것이라는 참여자들의 

믿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직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무엇을 확고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강한 메시지에 

따라 학생들은 무조건, 혹은 때때로 억지로라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러한 상황은 앞 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학생들로 

하여금 생기부를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속하고 기록된 

내용에 따라 자신을 규율하게 하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생기부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이해와 행위를 규율하고 

단속하는 통제기제로 작동되고 있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생기부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생활 중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연구자: 생기부의 노예...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기부 때문에 학교생활이 무의미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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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운: 저도 생기부 써준다고 해서 작년에 무슨 한 번도 안 

해본 과학 경진 대회인가에 나가서 분자구조 말하고 

뭐 기억도 안 나는 그걸 했는데요, 그거 근데 되게 

재미는 있었어요. 문과인 제게 무척 생소한 

개념들인데 사실 생기부에 기록 안 해준다고 하면 

과학대회를 언제 해보겠어요. 이과 쪽 되게 안 

좋아하는 학생이거든요. 제가...

연구자: 그쵸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죠. 채워야 하는 압박 

속에 하지만 분명 의미가 있어요.  

김지운: 아 그리고 그런 거 창작의 고통. 같이 친구들과 

머리 맞대고 쥐어 짜내고 진짜. 창의적으로 

사고해보고 저희끼리 막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보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수업만 들을 때는 잘 

하지 않는 걸 할 수 있기도 하네요. 

즉, 자신이 잘 하고 관심 있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데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여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기도 했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력 활동 속에서 협동의 기술을 익히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해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생기부를 “챙기[면서]” 학생들은 

수능, 논술, 내신, 비교과 특기까지 해야 할 것도 많아 죽음의 펜타곤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UCC 영상도 만들어보고 PPT 발표도 

해보[는]”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앞 장에서 

학생들이 생기부를 챙기기 위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나 주목하지 못했던 자신의 관심사를 

발굴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기 측면에서 학생들은 

생기부에 의해 여러 활동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참여하도록 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남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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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정보의 득과 실: “생생한 정보가 도움을 주지만 불

안해요”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진로교과를 포함한 여러 교과 시간, 

진로 박람회와 같은 체험활동, 1:1 진학컨설팅 등에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학교만이 진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매체는 

아니다. 학생들은 쉽게 접근가능하고, 학교에서 주는 정보의 양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진로를 

탐색하기도 한다. 진로교육 분야에서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제한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스스로 

탐색하여 정보를 습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이성회 외, 2016). 

  학생들도 인터넷의 정보를 수시로 검색하여 자신의 진로, 흥미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습득했다. 교과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Youtube를 

검색하여 유명한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했으며, 배우고 싶은 것은 

인터넷 1인 방송 채널을 통해 배우기도 했다. 

연구자: 성동환 학생은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네요. 원래 

그런 타입인가요? 궁금한 거를 스스로 찾아보고?

성동환: 네 궁금하 거 있으면 찾아보고 하죠. 

연구자: 요리도?

성동환: 기본기는 일단 Youtube 보면서 칼 써는 연습도 

해보고, 온도를 세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재료 사서 직접 먹어보면서 아 이렇게 다른 가 

비슷한 거 같은데 이러면서 배워요. 모르는 거 

있으면 Youtube 찾아보고 따라해 보고 그러고 

배워요. 

  성동환은 연구 참여자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스스로 블로그를 운영하여 인기 블로거가 되기도 했으며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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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진로, 진학, 입시 등의 다양한 정보도 

Youtube 채널을 통해 습득하기도 했다. 특히 성동환은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 학습도 인터넷 무료 학습 매체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참여 학생들 중 유독 진로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남태곤은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왔으며 인터넷으로 관심이 생기는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연구자와 남태곤의 초기 면담 

시기는 2학년 1학기 4월쯤이었는데 동학년 연구 참여 학생들이 진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었던 데에 비해 남태곤은 입시 정보며 미래 유망 

직종까지 줄줄 읊을 수 있었다.  

연구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나요?

남태곤: 제가 진로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문과와 이과의 장단점이 뭔지. 

어떻게 4차 혁명이 일어난다는 건지. 그것을 이제 

조사하면 과연 문과에서 어떤 학과가 유력하고 

이과에서는 어떤 과가 유력한지 봤는데 이과가 

많더라고요. 

연구자: 어디에서 봤어요? 정보를?

남태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뉴스요. 제가 찾아봤을 

때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학과를 봤을 때 

이과고, 공대고 그러더라고요. 

남태곤은 인터넷을 통해 진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과를 선택하여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취업과 

진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남태곤으로 

하여금 자신이 문과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과를 선택하게 한 주요 

기제이었다. 또한 남태곤은 대학도 컴퓨터 공학과 진학을 계획했는데 이 

또한 자신이 수집한 인터넷 정보에 따른 판단의 결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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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탐색하여 습득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계획하거나 대학 입시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학생들마다 활용하는 주된 매체의 유형과 수집된 

정보의 양 및 그 활용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 

학생들이 특정한 매체를 활용해 진로 정보를 주로 조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자: 요즘 학생들이 Youtube? 이런 걸로 정보를 많이 

얻던데 김재후는 어때요?

김재후: 네, Youtube에 채널이 엄청 많아요. 공부 관련된 

채널이. 서울대생이 말해주는 자기소개서 특강. 이건 

다 봤는데. 그런 데서 많이 알려주니까 아 그걸 보고 

아 학과도 이런 과가 괜찮겠다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바뀌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게 

영향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학생들은 Youtube 채널을 통해 여러 유형의 자기소개서 강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김연선은 학교에서도 자기소개서를 훈련했지만 

Youtube 강의만큼 상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강의에서는 자소서에서는 

특정 단어를 삼가야 하고 사용 시 감정 처리 된다는 점을 유의해라 등 

자소서 쓰기에 대한 꽤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려주었다. Youtube에는 

자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의 입시 경험담을 소개하는 영상들도 

제공되는데, 학생들 중 특히 3학년 학생들은 이 채널을 탐독 수준으로 

열심히 시청하고 있었다. 특정 대학의 학과의 입시 면접 후기, 자소서 

후기 등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해당 대학 입학생들의 “생생한 최근 

경험담”이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알기 쉽고 유용하고 최신의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입시 준비 후기와 합격 후기뿐만 

아니라 논술 고사 설명회, 적성고사 전략 등 개별 입시 전형에 관한 

정보를 담은 영상 즉, 입시 전반에 관한 전략 가이드를 제공하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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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영상에 대한 태도는 제공된 정보를 의심 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학생들은 영상에서 제시회든 

면접준비요령을 꼼꼼하게 자신에게 적극 적용해보고 있었으며, 자신의 

글쓰기 스타일이나, 발화법 등도 영상에서 제시되는 방식에 맞춰 

훈련해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들이 활용한 

자소서, 면접기술, 생기부 기제 사항 등의 측면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의 

것보다 “세특이 꽉 차있[는]” 우수한 내용들이다보니,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앞 장에서 학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학생들에게 

열어주어 전문가들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간접 체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음을 제시했다. 이때 외부 

강연에 대한 반응은 “거리두기”에 가까웠다. 그들의 좋은 이야기, 

격려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강연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학생들과는 상황이 다른 “나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Youtube 영상 속 입시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즉, 강연자들에 대한 태도와 Youtube 영상 제작자들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서수현은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이고, 가장 최근에 험난한 입시를 뚫은 

사람들”이니까 신뢰가 가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영상의 출처를 의심해본다거나, 영상의 진위여부를 

문제시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가짜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개략적인 

정보만이라도 습득할 수 있다는 측면을 언급하며 영상이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했다. 또한 학생들은 인터넷 정보를 통해 입시 전략과 

정보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남태곤과 같이 입시와 무관한 진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미래의 삶에 대한 정보, 행복한 삶, 잘 삶 등 앞으로의 삶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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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적 맥락

  이 절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시간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분석한다. 이 때 시간은 학생들이 내리는 진로와 

관련된 판단과 행위가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와 어떠한 관련 속에서 

출현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주요 분석의 틀에 해당된다. 이 절에서 

시간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 반드시 분절된 학년이나 연령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진로선택과 관련된 의미 있는 

시간은, 진로와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 

자신의 관점, 태도, 입장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시기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방임의 시기로 구분되어 이야기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로에 대해 학생들이 

취하는 입장, 관점, 행위의 특징을 제시한다. 

가. 학생들의 진로개입의 시기

1) 자유롭게 관심사를 펼쳐보는 시기: “생각 없이 해볼 수 있

는 때이죠”

  학생들은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고등학교 생활 중 자신의 진로를 두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시절”, “즉흥적이었던 때”가 있다고 했다. 이 

시기에 대해 학생들은 입시의 치열함과 긴장감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성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다. 이 시기가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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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시기는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 시기를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는 일종의 자유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희범도 이 시기에는 부담 없이 학내에서 개최되는 진로 

강연들뿐만 아니라 외부 강연을 스스로 찾아보고 거의 매 주말마다 

친구들과 강연을 들으러 다녔다. 이희범은 이 시기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열성적으로 탐색했다. 

연구자가 이희범에게 이 때 들었던 기억에 남는 강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희범은 너무 많이 들어 다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이며 “아무 생각 없[이]” 관심이 가는 것은 모두 다 

해보았다고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활동을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된다는 주변의 메시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저 마냥 교실에 

앉아서 수업만 들어라, 시험 공부하라는 메시지도 여전히 학생들이 많이 

들었지만 학교 선배, 친구, 교사들은 진로를 위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연구자: 생기부를 보니 1학년 때 엄청 뭔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송지훈: 네 일단은 나가야 한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연구자: 아니 안 나가면 안 돼요? 뭘 그렇게 많이 해요?

송지훈: 나가서 체험을 해봐야 내년에 또 나가서 이런 

거니까, 한 번 하고 아닌 거 같은 건 안 나가고요. 

일단 대회나 활동은 많이 해보면 좋다고 들었는데 

1학년 담임쌤이셨는데 그 분이 할아버지 OO과목 

선생님이셨어요. 저희들한테 계속 이것저것 해봐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다른 학교 소속의 남태곤도“진로를 쫙 펼쳐보는 때”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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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듣고 그 때에는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참여해보자는 

입장을 가졌다. 

연구자: 상담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교육학에도 상담이 

있어요, 교육상담이라고. 지금은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열어 두고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때요?

남태곤: 지금은 사실 저는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물론 저희 다음 

2020년에 수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데 저희는 

수시로 학종으로 가야하는데 생기부를 관리해줘야 

하고요, OOO쌤이 진로시간에 1학년 때에는 진로 

폭을 될 수 있는 대로 넓혀 봤으면,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때에는 

진로를 정했으면 그걸 쭉 파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야지 생기부 관리도 잘하고 수능 잘 보며 정말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고......

  학생들은 재학기간 내내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마냥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발굴’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입시와 내신 시험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덜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학생들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알아보고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은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유지하기 어려웠다. 학생들에게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점수를 끌어 올려야 하는 일이 최우선 당면 과제가 

되면서부터는 진로를 알아보는 활동은 이전보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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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행위를 덜 취할 뿐 탐색하는 행위 자체를 멈추지는 않았다. 

특히,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가 대학 입시를 

직전에 앞둔 상황까지도 지속되나 보니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탐색 

활동은 재학기간 내내 이루어졌다. 다만, 입시에 대해 별 부담을 느끼지 

못했던 시기에는 탐색의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했던 데 반해 입시를 앞두고부터는 여러 상황과 조건을 비교하면서 

폭을 좁혀서 탐색하였을 뿐이었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하는 때가 특정 학년, 특정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2) 대학결정을 확정지어야 하는 시기: “모르겠는데 결정해 오

라시네요” 

  

  참여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 이후 꾸준히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 일관성 있는 생기부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도 그러한 메시지가 지속되게 하는 주요 기제이었지만 일반고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대학을 정해야 

입시 레이스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반복적으로 제시했다시피, 참여 학생들의 대다수는 미래에 대한 진로나 

가고 싶은 대학,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학년마다 전혀 다른 직업군을 희망하기도 했으며 희망 직업을 

생기부에 써냈더라도 “내라고 해서 냈을 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졸업 이후 가게 될 길에 대해 생각만 많을 뿐 

관심이 있는 학과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고 졸업 후 진로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 

연구자: 지난번에 송보배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지를 한 번 찾아봤어요. 학예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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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고요. 

송보배: 네 역사 쪽 관심 있는데 국제기구에도 관심이 있고 

국제기구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 근데 학예사도 

찾아봤어요. 근데 저 이제 바꾸려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역사 쪽 가면 솔직히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잖아요. 선생님 아니면 연구원인데, 제가 

연구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세히 

찾아봤더니 하루 종일 책만 보는 건데 그건 제 

적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할 때도 

3시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저는 미칠지도 몰라요. 

뭔가 큰 그림 그려보면 저랑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향을 잃었어요. 역사도 

좋은데 (한숨)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혹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데 뭘 해야 할지 그 어떤 것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표류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유독 3학년 학생들에게서만큼은 “진로를 결정했다”라는 

확정적인 표현을 특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주 들을 수가 있었다. 

연구자: 담임을 만나서?

한윤성: 일단 하고 싶은 학과부터 같이 정하고요

연구자: 어떤 식으로 정해요?

한윤성: 일단 제 내신 등급에 맞는 데를 많이 찾아주세요. 

제 등급에 맞는 대학과 학과 그런 걸 좀 같이 

맞춰요. 

연구자: 먼저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윤성: 그런데 그 전까지는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라,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정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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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제가 

OOO(다른 연구 참여자)처럼 내신등급이 높은 게 

아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좁고 제가 한 두 개는 

정해갔고 쌤이 나머지를 좀 더 폭넓게 찾아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3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시 전형을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연구자에게 말했다. 이전까지 학생들은 

연구자에게 ‘정하지 못하겠다’, ‘정할 수 없다’ 등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과 달리, 유독 이 시기에 학생들은 급작스레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목표로 인해 그동안 이것저것 표류하고 

있었던 관심사와 진로가 담임교사와의 몇 차례 만남으로 “결정”해서 

대학 원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재후도 원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간호학과 정도만 

진학하고 싶은 과를 생각해봤을 뿐 어떤 과를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다. 그래서 김재후는 고등학교 시기의 결정을 유예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유전공학부의 진학도 고려했었다. 그러나 자유전공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다른 학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시 커트라인이 높았기 때문에 선뜻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김재후도 담임교사와의 상담 후 지원 가능한 6개 대학의 

학과를 “결정”하였다. 

  학생들은 관심을 탐색하고 이를 깊게 고민하려고 하려는 고군분투하는 

과정 중 어느 순간 탐색과 고민은 멈춰야 했다.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진로의 최종 목표로 6개의 대학 입시 원서에 적어 

넣을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해야 했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다기보다 

거의 그 조건에 수용하고 따라야 했다. 이러한 “결정”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신을 끌어다가 맞춘 일치 혹은 매치에 가까운 

성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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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성과 확정성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측정값을 제시하고(황매향·김봉환·최인재·허은영, 2010)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자체는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은 “결정”이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결정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면 결정성이 높다는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김연선은 진로를 확고히 결정한 경우는 “성적이 엄청 높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집안에 돈이 있고 

든든한 지원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자조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건에 맞춰서 대학을 일단 결정하고 학과도 조건에 맞춰 

얼마든지 변경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후 진로에 대한 더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고이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들의 진술처럼 

진로를 심도 있게 고민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했던 진로에서 다른 

진로로 변경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 재정, 노력이 소모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잘 알지 못했다. 

나. 학생들의 진로방임의 시기  

   

1) 판단의 일시 정지기: “에라 모르겠다 시기에요” 

참여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며 고군분투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일부 학생들에게서 흥미로운 시기가 동일하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뚜렷하게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했으며 스스로 학교 밖의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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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죠” 등 다소 자포자기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송보배: 전 학교가 좋았어요. 여러 활동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를 성격적인 부분에서 성장시켰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성적 밖에 없었는데...제가 

보면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 낮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담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피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6개 학교를 정하긴 했는데 될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진짜 ‘에라 모르겠다 시기’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먹고 공부하다가 학원가고 

담임이 부르면 그냥 갔다 오고 그러고 있어요. 

또 다른 참여 학생도, 

연구자: OO대학이나 OOO학과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학 생: 네 근데 거기가 좀 세더라고요. 세니까 좀 더 낮은 

과를 노려보려고요. 대학은 가야하는데. 진짜 

가야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이제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 좀 억울해요. 논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왔는데. 

학생들의 면담 내용에서처럼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후,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뚜렷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잘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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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의지 발휘를 

다소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아가고 있었던 자신의 관심과 희망이 

압박스러운 주변의 상황과 현실적인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성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든가, 

가족들의 희망과 자신의 바라는 바가 일치되지 않았다든가, 지원해보고 

싶었던 학과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경우 등 이상과 희망에 비해 

현실이 어느 정도 일치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에는 

자신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알아가고, 자기를 어떻게든 밖의 세계와 

연결해보려고 노력하는 시도는 멈추고 습관에 따라 “일단 공부”, 

“그냥 공부”를 하다보면 되겠지라고 상황을 회피해버리기도 했다.   

2) 고3화(化)의 시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2학년 

2학기 무렵부터이었다. 한 학년 위 3학년이 수능을 보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2학년 참여자들은 “내년은 우리 차례다”, “수능 D-day에 

360일만 붙이면 그게 내 날짜”라고 입시에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입시에 대해 예민해지는 때는 앞서 

언급했듯이 등급 컷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등급으로 

확인하면서부터이었다. 학생들은 “알지 못하는 앞날”, “앞이 깜깜한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기도 했다. 

  더욱이 주변에서는 “팍팍한 시선”으로 고3이 된 참여자들을 

바라보았으며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때때로“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대학 나와도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현실을 따지면 절망해야 되지만 긍정적으로 대학 

붙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변의 압박스러운 시선에 대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3학년 학생들은 가까워지는 대학 입시에, 불안의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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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더라도, 불안해했다. 

연구자: 무척 걱정스러워 보이네요 오늘은. 

송보배: ...

연구자: 제가 만난 날 중 송보배 학생이 이렇게 걱정하는 거 

처음이네요. 

정유미: 며칠 전에 담임 쌤과 상담을 했거든요. 요즘 얘들이 

자주 울어요. 

연구자: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송보배: 진짜? 

정유미: 등급 때문에 어디에다 넣어야할지 대학 떨어질 것 

같다고. 전 웃으려고 해요. 쌤들이 웃는 애들이 다 

잘 된다고...

송보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한숨) 그런데 

솔직히 이번 중간고사 난 기대 안 해. 내가 솔직히 

열심 할 건 맞는데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아. 다들 

열심히 할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뭐. 

연구자: 다들 열심히 하는 시기니까요. 

송보배: 불안하지만 떨어지지만 않으려고 생각해요. 

떨어지지만 말자. 

학생들은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차분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종종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으로 머리도 식히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동일한 말을 반복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기 

일 정 은 

모의고사-중간고사-모의고사-테마여행/수련회-기말고사-모의고사-방학-2

학기 모의고사-중간고사-모의고사-기말고사-모의고사 즉, 시험의 

순환이었다. 학생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입시가 다가올수록 모의고사 

횟수가 많아지고 시험의 순환 주기가 더 빨라졌지만, 엄밀히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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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패턴을 살펴보면 생각할 시간이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었다. 

한윤성의 말처럼 “깊게 오래 생각할 시간이 적어지”거나, 생각하기를 

스스로 거부했다.  

연구자: 오랜만에 또 만났네요. 1학기를 마치면서 간략히 

그동안 잘 지냈죠? 아니려나요? 어땠나요? 

김연선: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에 대해,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치열하게 많이 생각했어요. 

고3이 되니까 내신이 다 모의고사형으로 바뀌고요. 

비문학 같은 거에 고용률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영어 문제에 내 삶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를 다루는 

지문이 나오면 문제를 읽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심취해서 그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체를 꼼꼼하게 

해석하다가 너무 감동받거나 너무 슬프거나 기분이 

되게 우울하고 하루 종일 시시 때때로 기분이 

달라져요. 수시 넣는 아이들은 1학기로 성적이 

끝났잖아요. 무기력해지는 거에요. 뭔가 다 끝난 거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최저 등급3 맞춰야 

하는 얘니까 그 생각하면 또 막막하고 그래요. 요즘.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막상 일상에서 매일 

하는 문제풀이와 같은 단순 반복 행위에서도 학생들은 생각을 했다. 

그러나 김연선은 “진지하게 생각하면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온다”며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에 우울해졌거나 불안해졌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 말은 곧, 현실을 

자각하지 않으려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왔고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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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물리적으로 정말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나,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선택하기도 했다.  

3. 인적 맥락: 부모와 교사  

  앞 절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맥락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 절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 진로를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와 교사의 어떤 측면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가정: 진로에 대한 이해와 활동의 지평

1) 본보기로서 부모의 직업: “주변에서 봐 온 것이 있어서

요”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은 앞서 제시된 결과들에서 누누이 언급한 바 

있다. 비록 학생들이 진로를, 학과를, 대학을 “결정”했다고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구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이고 언제든 변경 

가능한 임시적인 결정이었다. 확고하게 역사 교사, 영어 교사가 

되겠다고 밝힌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역시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희망 직업은 부모의 직업과 상당히 관련이 

있었다. 이희범의 아버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에 재직해온 전문 

프로그래머였다. 이희범은 딱히 자신의 대학, 학과, 진로 그 어느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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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결정한 바 없었지만 아버지의 직업인 프로그래머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이었다. 다만“평생 할 수 있을지, 흥미를 평생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업으로서 프로그래머는 나쁘지 않다고 여겼다. 김재후 

역시 어머니가 대학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어릴 때부터 의료·보건 

계열의 직업군들을 접해볼 수 있었다. 김재후도 진로에 대해서는 입시 

원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정해진 바 없었지만 직업으로서 간호사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이었고 자신도 여건이 된다면 간호사와 같이 남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이 두 참여자의 

경우는 부모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 떨어진다면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들은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경우 부모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 식당 도우미 등 안정된 기관에 소속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자영업은 하지 말라”, “따박따박 월급 

받는 곳에 취업해라”라는 메시지를 자주 들었고 그동안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한 두 번씩은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 부모와 동일 혹은, 유사 

직업은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학생들의 경우, 희망 직종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기술을 반드시 보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직업과는 별개로 부모의 사회 활동이 학생의 진로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 학생의 부모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 시민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 학생도 부모를 따라 온 가족이 노동자 인권 운동,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이 학생의 부모는 사회의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점을 어린 시절부터 참여 학생에게 가르쳤다. 이 

학생도 부모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으며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사회운동에 기여하는 삶, 그리고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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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부모의 직업과 성향, 삶의 가치관은 학생들의 희망 직업과 

대학의 전공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학생들은 부모의 

직업이나 유사 직업군들을 긍정적으로 여기거나 혹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직업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진학할 대학의 학과를 고민할 

때에도 학생들은 부모의 평소 삶의 가치관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였다. 

2) 부모 기대의 마지노선: “In Seoul, 4년제면 돼요”

  연구 참여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심리적, 환경적 

지원은 하였지만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은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특정한 진로, 대학, 학과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In Seoul, 4년제”만큼은 들어갔으면 한다는 

부모의 기대를 자주 들어왔다는 점이다.

남태곤: 저희 형아가 지방 국립대를 갔단 말이에요. 형아는 

그게 낫다고. 제가 중3 때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거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형아가 힘들어 보이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기도 했지만...

연구자: 부모님께서도 바라시는 바가 또 있지 않으실까요?

남태곤: 학과 잘 정하고, 처음에 그것만 말씀하셨고 

대학보다 과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공대 갈까 

생각중이라고 했더니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인서울 4년제만 해라.  

남태곤의 면담에서만 “In Seoul, 4년제”가 언급된 것이 아니었다. 학업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한윤성, 대학 비진학자인 임태진을 제외하고 

이희범, 김연선, 김재후, 이성민, 성동환, 정유미, 송보배, 서수현과의 

면담에서 모두 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 이들 모두가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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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4년제”에는 가야한다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희범, 김연선, 김재후, 이성민, 정유미, 송보배의 부모만 이를 

언급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In Seoul, 4년제”를 희망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냥 좋다고 하니까요” 혹은, 

“일단 이름 들어본 대학 정도는 가야한다고 하셔서요”등의 이유를 

들었다. 

  본 연구가 학생들의 부모를 면담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In Seoul, 4년제”를 언급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의 진학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4년제 대학이든 서울 지역 안에 있는 

대학만큼은 꼭 갔으면 한다는 기대를 학생들에게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일단 무조건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대학에 진학했을 시에는 미래 자기의 

모습 불행하거나 걱정스러울 것 같다는 우려와 불안을 보이기도 했다. 

나. 교사: 대학 결정의 또 다른 변수  

1) 진로상담의 양면성: “어떤 쌤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비롯하여 여러 진로 

전문가들과의 개별 컨설팅 혹은, 집단 상담, 집단 강연을 통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집단 강연식의 진로 컨설팅은 향후 

미래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학생들에게 던지고 이를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정 직업인들의 초청 강연은 생소하거나 낯선 직업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여러 유형의 

진로 컨설팅 중 유독 진학컨설팅을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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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 소속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참여자들의 학교를 방문하여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진학 가이드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적게는 1회, 많게는 2회 정도의 진학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입시컷(입시 커트라인) 상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향후 학업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나 진학 컨설팅에서 받은 메시지들은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연구자: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학종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생기부 때문에 지지고 볶고...

참여자: 네, 맞아요. 학종이 나쁜 건 아닌데, 어떨 때보면 

얘들이 친구들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이게도 해요. 

연구자: 몇 칸의 글귀로 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참여자: 저도 상담[진학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쌤이 저번에 

어떤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다른 얘 

보고는 이상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상담이 

맞는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제 성적으로 그 대학 

못가는 데. 자꾸 그 쌤이 간다고 그래서. 그런데 

얘들이 그 샘 이상해 이러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참여자도 컨설팅이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참여자: 1,2학년 내내 진짜 밤 새 하고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쌤은 딱 성적만 보고,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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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안 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세특’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한 대가가 

이건 가 싶어서 그래서 약간 허무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랬어요. 내가 그 한 줄 채우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진학 컨설팅을 진행하는 교사마다 적용하는 기준이나 전문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무엇보다 대학별 입학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전달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서 교과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외부 진학 컨설턴트, 담임교사들 

사이에서 학생들에게 추천했던 진학 가능 대학과 학과가 서로 

상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학교 상담은 믿을 수가 없다 

혹은, 극단적으로 학교가 아닌 사교육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학생들의 면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이렇듯 진학 

컨설팅을 통해 다른 메시지가 흘러들어가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두고 담임교사를 비롯하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교사, 외부 진학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모을 수 없는 구조적인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참여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해 문의했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교육을 

두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학문제를 두고 다양한 이권 단체들이 

관계되어 있으며 더욱이 3학년 진학부 담당 교사들과 

진로진학상담교사들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절에서의 중요한 발견 사항은, 

진학을 상담하는 여러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서 혼선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진학과 입시 문제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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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구조적 상황 속에서, 적어도 자신의 진학문제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제시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에 어떻게 대응하도록 안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 3학년 담임교사의 위치: “대학이나 학과 결정에 도움을 

주셨어요”

  일반고에서 제공하는 진로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활동에 미친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백선희·심우정, 2018) 2,207명의 학생들 중 

1,359명(61.9%)의 학생들이 담임교사와의 진로 상담이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담임교사와의 어떤 

진로 상담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단지 진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담임교사이고, 이를 받은 

학생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는 단편적인 응답을 양적 지표로 

나타내고 있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와의 어떤 진로상담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일까? 본 연구 참여 학생들과의 면담내용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부모이었다. 학생들은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 부모의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했으며, 그 다음으로 또래 친구를 지목했다. 교사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한 경우는 한윤성과 송지훈뿐이었다. 한윤성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목수로서 오디세이 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대학을 왜 가야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고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송지훈도 1학년 때 만났던 역사교사가 자신의 인생 롤 모델이며 자신도 

학생들에게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이었다.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태도와 의미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만을 언급했고 교사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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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향후 자신이 걸어갈 길에 있어서 교사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교사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공통적으로 있었으며 그 시기에 교사와 나눈 대화의 주제도 

유사했다. 이는 바로 학생들이 3학년 입시 원서를 작성하기 직전으로, 

담임교사와 대학의 지망 학과를 결정하는 ‘진학’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연구 참여 학생들 대다수가 

자신의 진로뿐만 아니라, 진학에 있어서도 미결정 상태를 꽤 오래 

유지하였다. “아직 잘 모르겠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 등 졸업 이후 삶 전체를 

비롯하여 졸업 직후 갈 대학과 학과도 정하기 어려워했다. 그런 

참여자들이 6개 수시 전형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이르러 급작스럽게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는 신기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가 3학년 참여자들과 7-8월에 면담을 진행한 후, 이들이 

수능을 치루고 다시 만났을 때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연구자가 7-8월에 참여자들에게 들었던 사항은 관심 분야 정도이었지, 

당시 학생들은 자신의 지망 대학과 학과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능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조심스럽게 

지원한 학과와 대학을 물었을 때 학생들이 지원했던 학과가 너무 

의외이었다. 그동안의 면담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2-3개 혹은, 많게는 4개의 학과들이 “결정”되어 있었다. 예컨대, 

사회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은 사회학과, 정치외교학 정도만 자신의 

관심과 관련된 학과이었을 뿐 나머지 학과는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학과로 결정되어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도 자신의 희망 직업을 반영한 

단 1개의 경찰행정학과를 제외하고는 공공인재학부, 법학과, 국제학과 

등 자신의 관심 분야와 다소 거리가 있는 학과들을 지원했다. 

  담임교사와의 면담에 대해 참여자들은 “최대한 제 관심사와 

맞춰주시려고 했어요”, “학과랑 대학이랑 정하는 데 도움 많이 

주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입시 원서에 적시할 대학과 학과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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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담임교사의 권유와 추천이 진로를 뚜렷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6개 원서에 학과와 대학을 결정해 제출하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입시 원서에 대학과 학과를 적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담임교사에게 고마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3학년 

학생들이 내린 “결정”은 임시적인 성격의 선택이었으며 학생 스스로의 

입장이 온전히 투영된 주체적인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3학년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황매향·김봉환·최인재·허은영, 2010)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일반고에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문화적 맥락 

  이제까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행위가 공간, 시간적 요소, 

인적 요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이 절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과 

참여자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행위를 관련지어 제시한다. 이 때 

사회문화적 인식은 선행연구들과 학생들의 진술들을 상호교차 검토하여 

도출된 주제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의무교육화된 대학, 입시경쟁으로 

점철된 일반고 교육, 일반고 진로교육은 곧 진학교육과 같은  통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통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소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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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무교육화된 대학 졸업장: “여기(한국)는 대학이라도 나

와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일반고 교육에서의 최종 목표는 대학 진학에 있다는 말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현실과 대입 

재수생을 제외하고는 일반고 안에서 취업이나 기타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소수라는 점은 일반고 학생들의 졸업 직후 목적지가 

대학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반고 재학시절이 

아닌 대학에 진학한 이후 좀 더 자유로워지면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했다. 학교와 교사도 학생들을 대학에 일단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눈앞에 놓인 입시에 집중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대학에나 가서 하라고 하였다. 

김연선: 샘들은 맨날 대학가래요. 저는 대학 왜 

가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경찰공무원 할 건데 

대학이 왜 필요한가요? 지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보면 더 빠를 텐데...

연구자: 그럼 왜 안 봐요?

김연선: 안 된대요. 부모님도 안 된다고 하시고, 학교도 안 

된다고 하고. 졸업하고 대학가서 하래요.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특별히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대학 

진학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부모, 학교, 

교사가 무조건 대학에는 가야한다고 하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대학은 

어느새 꼭 가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일반고에 진학 후 대학 입학보다는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취업을 진지하게 고려했었던 참여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부모와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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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대학은 필히 가야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며 학생들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가고 싶지 않고, 

갈 필요도 당장은 느끼지 못하는 대학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 가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고,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아주 현실적인 답을 들려주었다. 

송지훈: 동생은 공부와 인연이 멀어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자: 왜요? 다른 걸 잘 하거나 다른 길도 있잖아요?

송지훈: 대한민국이요, 여기는, 여기는 아무리 그 아인슈타인 

같은 인재가 와도 성공 못하는 곳이니까요. 

아인슈타인이 애초에 수학, 물리를 잘 했잖아요, 

근데 국어는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 어디가요? 

지방대 가잖아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자: 왜 지방대 가도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송지훈: 그런데 지방대 가서는 학업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지방대 기계공학과는 미적분부터 다시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원망하기보다 뭐 

적응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동생도 좀 공부를 했음 

좋겠어요.

한국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즉, “빛을 발할 수가 

없[는]”곳이라는 인식은 학생들의 진술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는 것은 큰일 날 일,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에 가까운 것이어서 학생들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야 하는 삶을 이어가야만 했다. 사실,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학을 의무교육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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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사회문화적 통념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직업반을 선택한 성동환과 임태진을 

제외하고 김재후와 한윤성만이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학교 밖이라는 공간적 요소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김재후와 

한윤성은 고졸이지만 원하는 사업을 하고, 원하는 꿈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저는 고1말~2학년 초 때까지 대학을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학년 말 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내 주변에 

대학을 안 가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대학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형들 

중에도 대학을 안 나오고 사업해서 원하는 꿈을 하고 있는 

형들도 있고. 그래서 굳이 대학을 가야 하나 그랬어요. 

그러나 곧이어, 자신은 특별한 기술도 없고 수완도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대학이라고 했다. 

근데 약간 잘 보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과 저랑 다른 점은 

그 분들은 특출한 점도 있었고 또 그쪽에 대해 좋아하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공부를 그쪽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해 잘 하는 것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대학이라도 나와서 그래도 좀 이 나라에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은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이 삶의 전부가 아니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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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대학을 안 

가기에는 특출한 게 없어서 “대학이라도”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대학에 왜 가는지, 가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 나라[한국]에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무조건 가야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며, 일반고 학생이면 후속 교육으로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나. 경쟁문화의 이면: “그런 얘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 고등학생들의 문화를 연구한 조용환 외(2009) 연구와 최근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 생활에 대해 분석한 신철균 외(2018) 연구는 모두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 생활의 양태를 질적 연구를 통해 면밀히 기술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 성적에 

전전긍긍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은 유예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전 

연구들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두 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반고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 진학을 위해,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연구자가 만난 학생들도 두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시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시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내 

대회에서 상을 타기 위해,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더 수상 기록을 적기 

위해 학생들은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경쟁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김연선: 저한테 학교는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제가 자세를 똑바로 안 하든, 밥을 

맛있게 먹지 않든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집에서만 매일 잔소리하시죠. 학교는 그냥 입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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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이라기보다는 친구들과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밥 맛 있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뛰어 

놀고 이런 곳이기도 하죠...(중략)...전 학교를 통해서 

제 성격이 변화되기도 했거든요.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요. 물론 성적에 안달복달 하는 얘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정유미와 송보배도 학교생활이 입시와 얽히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서로 경쟁적이거나 서로 시기질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교내 대회를 함께 준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협력하여 서로를 알아가며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학교이기도 했다.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일과를 보낸 에피소드,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시험공부를 하는 

모습, 학급친구들과 성적 때문에 아등바등하기도 했지만 또 함께 힘든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는 일들이 함께 언급되었다. 

김지운: 저는 고3이 되어도 공부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고1, 2때 하는 것 처럼요. 양이야 늘겠지만. 근데 

주변에서 ‘늘 고3이다’, ‘니네 고3 이다’. ‘1-2개월 

있으면 고3이다’, ‘기말고사 보면 고3 이다’, ‘수능 

끝나니 고3이다’ 너무 그러는 거 에요. 그걸 마치 

고3화되는. 명사화시켜버리는. 그냥 진짜 고3! 뭔지 

아시죠? 그 주위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팍팍하게 바라본다고 해야 하나? 저는 막상 

괜찮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막상 해오던 대로 

하면 될 거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되게 주변에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안쓰럽게 쳐다보고. 정말 그렇게 힘들어야 하나? 

내가 너무 편한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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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운의 면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반고 학생들이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 성적에 짓눌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은 학생들을 

‘고3은 그런 것이다’라고 틀 지우는 어른들의 고정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본 연구의 학교들과는 

달리 경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본 연구의 

학교들에서도 그런 학생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반고 

학생들이 학업경쟁에만 짓눌려 있다거나, 학교생활 내내 성적에 

전전긍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로교육의 소실점: “진로가 중간에 사라지긴 하죠” 

2010년 이후 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 적성, 진로를 찾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좀 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체험활동과 

전문가들의 진로 강연,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교과 수업과 개별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 등과 같이 학교교육 맥락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학생들도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학교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해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언급했다. 

김재후와 이성민의 학교에서는 매달 진로 강연을 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두 사람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직업세계를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교에서 또한 학생들에게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했고 참여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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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보배: 학교가 뭘 좀 많이 해요.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뭔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유네스코도 

하잖아요. 진짜 활동 많이 해요. 국제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아! 직접 모의재판도 

해요. 뭔가 진짜 많이 해요. 

V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진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평소 가정에서나 교실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기술변화에 따른 변화된 미래 사회를 

예측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진로 탐색 활동의 

일환으로 희망 직업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해봄으로써 막연하였던 

직업인의 세계를 직접 접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킬 필요성도 알게 

되었다. 이렇듯 학생들은 학교 안팎으로 자신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할지도 고민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노력과 관심이 결정적이라는 

점도 학생들은 알고 있었다. 일반고에 진학할 때부터 자신의 진로가 

명확했던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통해 탐색하고 경험한 바들이 앞으로의 삶과 희망 직업, 

대학, 학과에 대해 고민해보는 데 도움이 되었고, 관심이 더 생기게 

되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되었다고 했다. 이런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일반고의 진로교육이 진학교육에 국한되어 있다는 

연구들의 비판(고은희·조아미, 2017; 황여정, 2007)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꼭 일반고 진로교육이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둔 입시교육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적 맥락 요소를 다룬 앞 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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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입시가 다가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진로는 

사라지[기]”도 했다. 

참여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대학교 가서나 뭘 좀 더 

진로에 대해 알아보지 않을까요?

연구자: 그 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꿈이 

있었는데 최근 올수록 학과도 아니고 대학. 쌤들이 

하도 그렇게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참여자: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들 되게 많아요. 다른 

학교 얘들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않을 

텐데...꿈, 진로 그런 거 없어졌다고요? 진로 관련된 

게 없어졌다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연구자: 고3이 특히 그러죠. 

참여자: 그렇죠. 대학을 정해야 하는 데 무슨 지금 

진로겠어요. 

입시가 다가오는 현실적인 시점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대신 이 시기에는 입시 원서에 

넣어야 하는 희망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데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도 ‘진로’보다는 ‘대학’을 더 강조하고 대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더욱 초점을 두게 만든다고도 했다. 

  참여자들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러티브에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직업에 대해 폭넓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입시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그런 고민보다는 당장 정해야 

하는 대학과 학과에 집중하게 된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일반고의 진로교육이 무조건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진로보다는 진학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그런 초점의 전환이 일반고 진로교육 전체의 모습은 아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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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5. 소결: 맥락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상호작용 

  이 장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어떻게 주어진 상황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공간, 시간, 사람, 사회문화라는 총 4가지 맥락에 

주목하고 이러한 맥락별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발현되는지를 드러내었다. 

  맥락에 따라 세부 발견사항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 장에 제시된 

연구결과의 핵심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맥락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진다. 특정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투영시키기도 하였고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찾아 나서는 주체적인 태도와 주변의 메시지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태도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정 맥락에서는 동일 인물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예컨대, 한 

학생은 자신이 간절히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게 된 후 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직업 종사자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도 하고, 관련 

강연을 찾아 듣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정 시점에 이르러 부모의 희망과 기대가 이와 

일치하지 않자 체념하고 즉시 포기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는 대학 입시 원서를 당장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학생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를 선택할 수 없게 되자 일단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도 등큽컷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전략적 혹은, 임시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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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행위라거나 혹은 개인의 의지나 감정적인 

요인에서만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맥락화된 

선택 행위에 가깝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즉, 맥락이 진로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 및 

행위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조건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춰온 학교 진로교육이 

향후에는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적 차원의 변화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221 -

VII.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의미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고의 핵심적인 

내부자인 학생들의 시각에서 진로선택의 과정을 탐색해보는 데 관심을 

두고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 이후 진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로활동을 펼쳐나갔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취한 이해, 판단, 행동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맥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났는지를 밝혀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 이후 다양한 진로 정보와 

진로 체험의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자신의 

문제이자,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타인들과 조율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도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의지, 흥미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진로활동 모두가 오롯이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가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성과 지표이자 최종 목표로 여겨짐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진로활동을 

선택하고 이에 전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학생들의 

판단과 행동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인적, 사회문화적 

맥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려진 조건적인 선택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이전에 

알려진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도출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취하는 선택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 얽혀 있는 복잡한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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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의미를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는 틈 즉, 

여러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진로’와 그 

‘선택’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의 소박한 결과를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여러 이론들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본다. 

1. ‘자기구성’으로서의 진로의 가능성: 체험활동을 넘어 

자기표현으로

  일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된 최근 정책들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중학교 때보다 일반고에서 제공되는 진로 관련 정보와 활동이 

양적으로도 증가했고 내용적으로도 상세화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진로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로진학상담 교사를 통해 제공되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학교 안팎의 체험활동의 기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민감성과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 진로관련 정보와 

기회를 접하게 되어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생들은 고취된 진로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여러 진로활동들을 교육과정을 

통해 시도해보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학생들은 교사나 학교 행사에서 

전달된 정보와 기회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또한 

일반고 학생으로서 대학 입시는 중요했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서 시험공부에만 매진하는 모습만을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은 교사와 학교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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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인지, 자신이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다른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는 없는 것인지 등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 질문에 답을 탐색하는 여러 활동들을 수행했다. 

  예컨대, 남태곤은 교사를 통해 미래 4차 산업 혁명과 변화될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이후, 자신이 미래에 변화된 세계 

속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스스로 추가 정보도 찾아보기도 했으며 관련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도 했다. 또한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를 조사하여 발해보거나 실제로 미래에 필요로 할 

새로운 모바일 앱을 개발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남태곤은 자신의 

관심, 능력, 흥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며, 미래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지를 상상하기도 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고 이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지를 성찰한 후 그에 필요한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이 진로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목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지를 

성찰하고, 그를 통해 출현되는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의 주제, 

경험, 패턴을 만나고 자신을 펼쳐나가는 진로구성의 과정(Del Corso & 

Rehfuss, 2011)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펼쳐 보이는 진로구성의 과정은 단순히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관심에 따라 여러 활동을 단순히‘수행’하는 수준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생들이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밖 수학 

관련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행위는 진로구성과정의 

일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 특성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진로이론에서는 ‘진로’와의 관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과정을 ‘자기구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시켜 설명하기도 

한다(Guichard, 2005; Savickas, 2011, 김봉환·김소연·정희순(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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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성은 사회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상세히 논의되지만, 

진로이론에서 언급되는 자기구성 개념의 핵심은, 순환적 성찰을 통한 

자기 펼침의 과정에 있다. 즉, 진로에 대한 개인의 성찰과 그 성찰에 

터해 자신의 행위를 시도하고, 다시 자신의 행위와 성찰을 재성찰하는 

순환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밖으로 펼쳐 

보이는 것이다. 이 때 펼쳐 보임의 행위를, 구성주의 관점의 

진로이론에서는 자신에 대해 말해보는 내러티브 즉, 개인의 주관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연결 지어 설명한다(Savickas, 2001). 

  진로이론에서 개인이 주관적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은 삶의 구술 

주체로서 한 개인이 삶 속에서 다양한 패턴, 주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바에 대해 성찰-재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의미를 부여하는(Bujold, 

2004; Savickas, 2013) 순환의 연속이다. 특히, 서사(내러티브)가 구술되는 

과정 중에 구성되는 개인의 진로는, 삶 속에서 진로와 관련된 주제나 

패턴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의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자기 언어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진로에 대해 구술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표와 필요, 목적과 행위를 명확히 하는(articulate)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Cochran, 1991).  

  연구자는 한윤성의 진로에 대한 진술에서 이러한 자기구성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교육 체제 안에서 대안적인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이 학생은 자신이 깨닫게 된 바를 공적인 자리에서(예: 수업, 

학예회, 집회 등) 말할 기회를 자주 얻을 수 있었다. 배운 바를 

생각해보고, 주어진 기회들을 접해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에 대해 외부의 공적 자리에 “자기 

말”로 이야기했다. 이 경험에 대해 연구 참여 학생은 자신에 대해, 

자신이 가야할 길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자기 언어가 점차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대안교육을 받은 특정 학생에게서만 발견된 것은 

아니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진술이 발견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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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의 교과 수업에 대한 언급에서 그러했다. 수업시간에 배운 시의 

내용이 늘 문자로만 읽혀지고 그저 외워야 할 정보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가의 고향과 생가를 방문해보고 그 시의 모티브가 된 장소에 직접 

방문한 후부터는 시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왜 작가가 그러한 

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체득하고 이 학생은 

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자신도 그 시인처럼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주제에 대해 시로 표현해보게 되었다고 했다. 이 역시 그 

학생에게 있어서 자신의 말, 자신의 언어로 자신과 세상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 두 학생의 경험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구성주의에서 자기구성 즉, 자신의 진로(일)와 자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을 열어주는 과정, 자신을 끊임없이 펼쳐가는 과정을 일면 

엿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구성 즉, 자기구성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의 계기나 자극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은 주어진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재성찰하며 또 다른 활동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자신을 표출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펼쳐가는 구성의 과정을 

구축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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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 자기구성으로서의 진로 

  그러나 이러한 자기구성의 과정 즉, 진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펼쳐가는 과정은 모든 참여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특정 계기를 통해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는 데 까지만 도달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행동한 이후 자신의 말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일의 

세계에 대해 표현하고 있지는 않았다. 

  사실, 일반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프로그램만 살펴보아도 

학생들에게 진로(혹은 진학)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전달하고, 주어진 

기회를 통해 체험활동을 해보게 하고,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해보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그동안의 일반고 교육에서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유명무실했기에 현재의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다채로운 진로관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고민을 자극하고, 여러 진로활동을 추동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이 보여준 진로선택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로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이상의 수준인 

진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말을 생성하여서 자신의 진로선택과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외부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단순히 체험하고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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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언어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말로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표출하는 자기표현의 측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진로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학생들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전달된 정보에 대해 다시 성찰해보고, 활동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말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향후 학교 진로교육 연구에 요청되며, 일반고 진로교육정책 

측면에서도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2. 진로‘선택’의 재고찰: 선택의 복합성 

일반고에서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더 나은 대학으로의 입학과 성공적인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이러한 요구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적인 입시 준비와 부정적인 학습에 대한 경험을 야기했다 

(신철균 외, 2018; 이민경, 2008; 조용환, 2009). 이를 완화시켜보고자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사람들의 통념에서도, 기존의 연구에서도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일반고 

진로문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과 그로 야기된 사회구조적 문제와 

완전히 분리되어 설명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아무리 교육적 당위성과 

교육적 가치를 띤 외부의 노력이 일반고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반고 진로문제에 있어서 대학 입시라는 강력한 자기장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은 입시 자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목해보아야 할 부분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세밀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내린 판단과 행동이 오롯이 대학 입시의 성공을 위한 논리와 전략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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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냥”하고 싶어서, 재미있어서, 

도전의식을 느껴서 등 때때로 입시와 무관한 진로활동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일반고 학생들이 취했던 진로선택의 과정이 

입시 일변도가 아니라, 입시와 더불어 다른 복합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음을 논의한다. 

가. 대학 진학을 위해 내린 ‘잠정적, 전략적인 선택’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주된 이해와 관심은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확신 여부에 있다. 학생들이 확고하게 진학할 대학이나 전공을 

결정했는지, 하고 싶은 직업이나 일을 결정했는지에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의 다수가 졸업 후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진학할 대학과 학과를 신속히 결정짓는 일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의 주된 성취결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받는다. 이러한 관심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진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방점을 두는 결과지향적인 접근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진로결정(혹은, 진로의사결정)을 이해하는 주된 방식에 

해당된다(방혜진, 2016). 

  진로선택에 대한 기존 연구물들도 대개 이러한 접근에 기반을 두고 

학생들의 진로결정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결정의 상태나 수준이 

어떠한지, 예컨대 결정인지 미결정인지 여부(황여정, 2007)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미결정의 상태를  발달적 미결정, 만성적 미결정으로 

세분화시켜(Fuqua & Hartman, 1983) 학생들의 미결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정소영·이한주, 2014).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의 유형과 방식을 규명하고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에게 적절한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로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진로선택에 대한 결과지향적인 관점은 학생들이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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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보이는 복잡성, 비일관성, 역동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학생들이 내린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내려진 선택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재학기간 내내 진로를 ‘결정’하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았다. 진학하고 싶은 특정한 대학과 학과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재학기간 동안 진로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고에 진학 후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진로정보와 체험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러나 3년의 

시간만으로는 학생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확고히 결정짓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나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일단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확실히 잘 몰랐고, 진로결정은 학생 본인만의 문제도 아니었으며 가족과 

상의를 거쳐야 하는 타협의 과제이었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어떤 대학과 어떤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결심했어도 성적이 되지 않아서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진로를 확정짓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1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거나,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분야를 결정한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하고 싶은 바가 없었다거나, 하고 싶은 바가 너무 

많아서 진로 희망이 몇 차례 변동되기도 했다. 예컨대, 송보배 학생도 

어떤 때는 역사에 흥미가 있어서 역사학과에 진학하면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때는 교사를 하면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사범대학에 진학해야겠다고 했다가, 

국제학부에 대한 정보를 듣고는 이를 공부하고 해외 기업에 취업하여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삶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학생들은 어떤 시점과 

상황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확고히 내리는 것 같다가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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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점과 상황에서는 그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고 아예 결정 자체를 

내리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이유는 진로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앞으로의 삶에 대해 학생들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을 하다 보니 특정한 직업, 대학, 학과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늘 

던졌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확고한 진로를 결정하면 

생기부 관리도 용이하고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됨으로써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부담도 자주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 학생들 다수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 번복, 재결정, 미결정의 과정이 순환되는 

모습이었고 2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진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원서를 작성할 

시기에 이르러서야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모습이었다. 대학 수시 

원서 6개를 작성하려면 진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정해야 하는 것이 학생들의 현실이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이 시기에 내린 결정이 결코 최종적인 

확신이라기보다 임시적이고 전략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보여준 진로선택의 과정은 무경계성, 혼종성, 개인 

맞춤성의 관점(Arthur & Rousseau, 1996; Bailyn, 1991; Valcour, Bailyn, 

& Quijada, 2007)에서 이해된 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상황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관계의 변화에 따라 진로는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적이기도 한 역동적인 성격이(Mainiero & 

Sullivan, 2005) 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물론, 대학 진학이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이 바라는 바이고, 

학교교육과정 역시 입시준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반고의 특수한 

맥락에서 대학과 전공을 결정짓는 일은 학생에게나 학교에게도 모두 

중요한 과업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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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진로를 결정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진로를 결정지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만 과중하게 쏠리면 학생들이 내린 판단이 완결된 

최종 결정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성인 학습자의 진로구성 

과정에서도 어떤 결정도 최종적이고 확고한 결정이라고 이해되지 않으며 

진로가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과 일대일로 매칭되는 것이라고 이해되지도 

않는다(이덕현 외, 2014). 오히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임시적인 결정을 통해 해오던 바들을 매듭을 

짓기도 하고, 반대로 그 매듭을 다시 풀고 다른 줄과 엮어 매듭을 짓는 

등 유연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진로가 이해된다. 일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 그들이 만들어가는 진로의 과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에 요청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전략적이고 임시적으로 내려진 대학과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결정이 나머지 모든 일생을 좌우하는 것 마냥 

학생들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과 전공이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호언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행복과 만족이 오롯이 그로 인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를 대학과의 일대일 매칭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과정’과 

‘구성’의 관점으로 이해되어 조금은 학생들의 결정에 부과되는 

중압감이 감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임시적이고 전략적인 결정 이후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다시 선택을 할 때 

조금은 두려움을 덜 느끼고, 중압감을 덜 느끼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진로에 대한 이해가 

매칭의 관점으로 접근되는 것도 일반고 현실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진로를 한 가지 지배적인 관점으로만 이해될 

때 진로를 위한 학생들 나름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취하는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결정과 그에 따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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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잘못된 것, 틀린 것처럼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진학과 진로의 불협화음 이중주 

‘진로’를 이해하는 주된 관점은 사람과 직업(일) 사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맞춤 혹은 매칭(matching)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 흥미, 적성 등의 개인적 자원이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의 

지식, 기능, 태도와 일대일로 연결시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매칭이 

진로이자, 이를 촉진하는 역할이 곧 진로교육이다(Barnes, Bassot, & 

Chant, 2011). 말하자면, 진로는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치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진로는 특히나 진로발달이론에서 늘 회자되는 특성-요인 

이론의 기초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특성-요인 이론은 개인이 소유한 

특성을 과학적인 측정 방식을 통해 식별하고 이를 직업적인 특성과의 

일치를 강조한다. 즉, 개인의 차이와 직업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양자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맞추는 활동을 진로의 핵심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 삶의 역동성, 

비합리성, 예측불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진로는 개인-직업(환경) 사이의 효율적인 매칭이 아닌 개인이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적응해나가는 활동이나 일과 관련된 활동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진로는 대체적으로 개인과 직업 사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치, 합일로 이해된다. 본 연구가 탐색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일반고 

진로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꿈과 비전을 설정하고 삶을 의미 

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일반고라는 특수한 맥락 하에서 그 현실적인 목표는 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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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의 ‘진학’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진학한 대학에 따라 남은 생애의 행복과 질이 담보된다는 강력한 신념이 

작동되는 한국의 현실은 더욱 일반고의 진로를 더 나은 대학으로의 

진학으로 귀착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일반고에서 이해되는 진로는 

졸업 이후의 전 생애적인 차원에서 학생이 나아가야 할 길 그 

자체라기보다는 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대학 간의 가장 효율적인 

일치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생과 대학 간의 효율적인 일치로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내 

대회에서의 수상을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참가”한다든가,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일부러 찾아서 봉사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학생들은 생기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축소시키거나 일부러 무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에 

요구되는 사항에 가장 잘 일치하는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유리한 스펙이 쌓여 있는 “있어 보이는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 교내 대회에 참가하고 

생기부 작성에 유리한 봉사활동을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단순히 대학의 

요구사항을 맞추기(matching) 위한 도구적 활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 물론, 당장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결과에 

비춰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위해 의미 있는 구성과정(Savickas, 

2005)으로서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바라본다면, 입시를 위해 선택하는 

활동과 판단도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진로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면 이 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생기부의 노예가 되어서 입시 성공을 위해 자신의 진로활동을 

재단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조율하는 과정을 배웠다는 점에서,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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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꾸준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만들어 

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앞으로의 전생애적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판단에 대해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바라보면, 진학과 진로가 공존하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결코 입시 일변도이거나 입시만을 위한 

결과지향적인 모습만도, 진학과 무관한 자기구성을 위한 의미부여의 

과정만도 아닌 양쪽의 모습이 얽혀있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연구자가 좀 더 주목해보고 싶은 바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진학과 진로의 이중주에서 진로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진학의 소리만 크게 들리게 되는 불협화음의 

순간들이다. 학생들의 면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반고 진로문제는 

특정한 시점에서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은 소실점으로 작아지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점수에 맞춰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진학’의 문제가 현저히 중요시되었다. 여기에서 문제는, 진학의 

문제가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있어서 크게 부각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열심히 세워가던 스스로의 

판단 기준과 의미부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든가 혹은, 그것이 

외부의 객관적 기준으로 곧장 치환시킴으로써 과거의 다양한 

진로활동들에 대한 자기 의미부여를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충실하게 활동해온 바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거나, 쓸 데 없는 시간 

낭비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학생들이 진술했던 진로활동들은 그저 

낭비적인 것이라거나, 불필요한 어떤 것은 아니었다. 학생 스스로가 

무엇을 잘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성찰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외부 강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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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을 찾아서 수행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려는 태도는, 

학생들도 인정했듯이,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결과와 성과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와 외부의 

객관적 잣대에 억눌려 그것을 이루는 과정의 가치를 폄훼할 때, 학교와 

교사가 그 과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해석해주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모습에 대해 학생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의 면담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고3 입시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결과지향적인 조언 위주의 진로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만들어온 ‘과정’에는 의미 없다는 학생들의 비관적인 

태도를 가속화시켰다. 물론, 대학 입학 원서 제출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지망 대학과 전공 선택을 위한 결과중심적인 진로컨설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입시 전문 사교육 기관이 아닌 이상, 

다소 이상적인 주장일 수 있겠으나, 진로‘교육’에서만큼은 진로에 

대해 자신만의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과 그것을 구축하는 도중에 서 있는 

학생들이 이를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격려와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일반고 진로교육이 진학과 진로의 

이중주가 불협화음의 연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중심적인 

진학과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구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진로를 

균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력이 향후 요구된다는 것이다. 

3. 진로‘선택 행위’에 대한 재검토 

  진로는 개인과 일 사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치로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삶의 과정으로서 구성-재구성을 

반복해나가는 순환으로도 이해된다. 이에 따라 진로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나갈 것인지는 최근 진로 연구분야의 주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도 이와 유사한 쟁점이 부각된다.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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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는 대학 입시라는 현실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극대화되어 있는 복잡한 조건과 맥락에서 학생이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의미 있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진로개척 능력을 갖추게 한다거나, 

진로역량을 함양한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하에서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성격의 학생 

행위자성 개념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한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재해석해본다. 

가. 맥락과 학생들의 진로선택 사이의 관계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을 탐색한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연구결과 중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맥락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맥락과 선택을 위해 학생들이 

취하는 행위 및 판단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지였다. 연구자가 이 점에 

주목하였던 이유는 진로선택을 학생 스스로가 취하는 판단과 행위를 

개인적 차원의 특성으로만 이해할 경우 설명되지 않는 몇 가지 측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과 행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비일관성은 맥락적 조건들과의 연결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했고 때로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희망직업을 어릴 적부터 결정한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희망진로가 수시로 바뀌었다. 미디어에서 

호텔리어의 모습이 자주 소개되면 호텔리어로, 대학탐방 기회를 통해 

생명공학부 연구실을 방문한 후에는 생명공학자로, 평범한 직장인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특강을 듣고 난 후에는 회사원으로 자신의 희망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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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변경했다. 이렇듯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시기에는 진로에 대해 생각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진로를 위해 하는 활동들이 모두 

의미 없다고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떤 정보를 접했으며, 어떤 시기에 진로에 대해 

고민했으며, 어디를 방문했는지 등 학생들이 딛고 서 있는 공간적, 

시간적, 인적 맥락 등에 따라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때로는 혼란스럽고 마치 자신이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진로에 대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괴롭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맥락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의 선택은, 학생이 

처한 상황, 관계, 시기 등과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운동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과 행동은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맥락의 경계와 범위 내에서 설명된다. Hodkinson(2008)은 행위를 위한 

지평(horizons for action)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인간은 서 

있는 위치에 의해 자신의 시야가 제한되고, 그 제한된 시각(혹은 

지평)으로 인해 그 너머의 어떤 것을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이 거주해온 영역과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계 지어진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의 대다수가 보여준 진로선택도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지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왜 

그러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과거 경험에서 

그 이유를 제시했다. 부모님이나 주변 친인척들의 직업이거나 그들의 

추천 때문에, 학교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받아 본 적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등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는 그들이 접해온,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경험과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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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한 참여 학생의 진로선택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학생은 가정 형편상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희망진로로 삼고 있었다. 공무원으로 희망진로를 결정한 이후로는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주변 그 누구도 다른 직업을 

진지하게 소개해주거나 추천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수행하게 된 개인 연구과제를 통해 이 학생은 공부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도 흥미가 있고 이를 자신이 잘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 학생은 그저 자신의 또 다른 장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뿐, 

그러한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있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더욱이 공부나 연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주변 사람도 

없었으며 학교교육과정이나 외부 진로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해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 학생은 

자신이 겪어 온 경험의 경계 내에서 공무원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간주했으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여기에서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그 학생이 특정한 직업을 선택했다는 데 

있기보다 학생의 선택에는 그것에 붙박인 경험, 다시 말해 맥락이 있고, 

맥락의 경계나 범위 내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맥락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맥락은 이미 진로선택에 내포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embedded and 

relational) 조건으로서(Young & Collin, 2004) 고려되어야 함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맥락의 문제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주목하는 바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의 수준이나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데 

있다. 특히, 진로결정의 상태를 결정-미결정으로 이분화시켜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결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데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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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에는 이분화된 결정 상태의 단순성을 비판하고 미분화의 

상태를 상세화하는 연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된 목적은 측정된 결과치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진로수준을 점검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데 있다(Hodkinson, 2008). 특히, 이들 연구들은 

진로결정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해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처방적 지침을 내린다. 예컨대, 

“유예단계의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자기탐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로결정에 대한 압박감을 다루어 주어야 하며”(이상희·오보영, 2013: 

35), 혹은 “혼미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는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기이해를 통해 진로탐색을 하도록 

도와주며 진로에 관한 몰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은희·조아미, 2017: 

13) 등과 같이 학생들의 상태 진단 후 모종의 ‘처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로결정 상태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상태를 유형화하고 그에 맞는 유형화된 처방을 

내림으로써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지도나 상담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구획화된 지표와 유형에 의거하여 자신의 진로결정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확고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관점이 전제된 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방법과 그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각시킨다. 이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학생들에게 

진로결정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 진로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학생들을 문제시 여기고, 이러한 ‘문제의 학생들’에게 

그 능력을 소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진로교육이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모종의 능력의 소유를 

중시 여기는 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몇 가지 문제를 겪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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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일반고 진학 후 제공되는 다양한 진로체험과 정보를 통해 이 

전보다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즉, 진로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탐색해볼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을 조금씩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결정짓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고, 그런 상태를 매우 

불안해했다. 결정하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학생들 말처럼 진로선택 결정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몹시 걱정했다. 주변 학생들 중 진로를 확고히 한 경우를 

무척 부러워했으며, 자신들도 신속히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로에 대해 숙고하고 

여러 활동과 경험을 한 뒤 판단을 내리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더욱이 학교, 미디어,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1학년 

때부터 확고한 진로결정을 종용했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했다.  

  진로를 확고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일 수 있다. 특히, 일반고 진로교육의 현실에서는 일찍부터 

확고하게 결정된 진로가 일관성 있는 입시 준비에 도움을 줌으로써 대학 

진학의 성패를 담보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속하고 확고한 진로결정의 능력을 소유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시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단순히 결정능력 소유의 

문제로만 국한지어 이해할 수 있는지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 특히, 최근 

인간의 행위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촉발되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이 직면하는 상황이나 맥락적 조건에 따라 

그 행위가 성취되고 발현될 수 있다는 인간 행위자성(human agency) 

개념에 비춰볼 때(Emirbayer & Mische, 1998),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소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다른 이해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학 영역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교사의 주체성(혹은 행위자성)이나 학생의 행위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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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함양하는 데 방점을 두기보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행위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이성회, 2017; 

소경희·최유리, 2018; Biesta, Priestley, & Robinson, 2017, Biesta & 

Tedder, 2007; Klemenčič, 2017, Klemenčič, in press).

  인간 행위자성 개념 자체에 대한 세밀한 탐색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만큼 복잡하지만,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의 행위자성을 제시하는 

Klemenčič의  설명에 따르면(2017, in press), 학생 행위자성은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의 행동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적 조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다. 학생이 판단을 내리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하는 행동, 판단, 상호작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하는 양태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 학생 

행위자성인 것이다. 학생 행위자성은 학생이 소유한 어떤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맥락과 행위에 대한 관계적인 맥락에 의해 

출현하거나 성취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개인이 스스로 자기규제의 

능력, 자기 조직화의 능력, 적극성, 자기 반성적 기질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행위자성을 구성(shape)하고는 있지만 행위자성 자체를 

규정짓거나 결정하지 않는다(Biesta, 2008). 오히려 행위자성은 개인과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양상으로 성취되고 발현되는 것이다. 

  소유의 개념보다는 학생 주변의 맥락과의 상호작용에서 출현하는 

학생의 의도적인 판단, 행동의 과정 자체를 행위자성으로 이해하게 

되면, 일반고 학생들에게 요구되어 온 진로결정에 대한 능력소유의 

문제도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 학생이 진로결정, 혹은 

선택과정에서 요구되는 확신성, 독립성, 목적성, 독립성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주변 

맥락과 상황이 충분한 조건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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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보다는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 예컨대,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의 부족으로 과거에 진로 탐색 기회가 적었다든가,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의 분위기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진로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었다. 혹은, 학생 스스로 오랫동안 

고민과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졸업 후 하고자 하는 바는 발견할 

수 있었으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에 비해 학생의 성적이 낮아서 

일단 전략적으로 유사학과를 선택하거나 본래 가고자 했던 대학보다 

입시컷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들이 보여준 

진로결정 혹은 선택을 학생들이 소유한 모종의 능력과 그 능력의 부재나 

부족의 문제로 귀결시키기 어렵다.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결정 혹은 

선택은 주변 조건과 맥락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되는 것으로서 

맥락의 문제로 좀 더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일반고 진로교육에서 요청되는 이유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문제를 학생이 가진 능력의 부족만을 탓하는 데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관련된 주변 조건과 맥락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문제가 개인의 결정 능력의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저해하거나, 혹은 촉진시키는 조건과 맥락의 

문제에 있음을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고 진로교육이 

향후 학생들의 진로선택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 이러한 맥락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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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지금까지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보이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판단과 

행동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조건 및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진로 

연구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구성주의 관점과 학생 행위자성 개념에 

토대를 두고 일반고의 핵심적인 내부자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진로선택의 

과정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이러한 이론적 틀로써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경험을 바라보고자 한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삶을 

위한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진로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서 일반고의 진로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7개 일반고 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중압감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신념, 판단, 

행위를 주체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고안하였다. 

  첫째,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문제를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이해하는가? 

둘째,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로활동을  

펼쳐나가는가? 셋째,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주어진 상황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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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문제를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했다. 2010년 이후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진로교육에 노출되어 진로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진로문제에 대해 낯설어 

하지 않았지만 특히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 달라진 현실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진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학교 때의 

진로교육은 직업세계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음을 광범위하게 소개하는 

수준이었지만 일반고에서 접하게 된 진로교육은 대학 전공과 연계된 

설명이 제시되거나 대학 전공에 따라 세분화된 직업인들의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보다 자신이 선택해서 가야할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부터 다양화된 입시 요강, 입시컷, 생기부 기반 진로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시 정보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수험생으로 자각하였고 그러한 자각 이후부터는 어떤 대학과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듯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 

학생들은 좀 더 대학과 연계된 진로정보 예컨대, 대학 및 전공 소개, 

전공연계 직업인 특강, 입시 정보 등을 접하면서부터 진로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자신 밖에서 다른 사람이 고민해야 할 

바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자기과제로서 진로문제를 이해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이 주는 자극과 제한사항으로 인해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교사의 경우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본 

연구 참여 학생들 특히,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를 비롯하여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의 정보와 기회 제공은 다른 진로를 생각하게 하거나 진로에 대한 

민감성과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대로 부모의 

경우 교사처럼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같은 진로에 대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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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그것을 피해 다른 진로를 고민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직면하는 진로문제가 자기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조율해야 하는 

타협과제로서 인식하기도 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온 

바를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내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가 일반고라는 특정한 맥락에 주목하고 일반고에서의 

학생들의 선택과정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학교 밖보다는 학교 안 특히,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을 펼쳐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고등학교의 교과 수업에서 다루는 새로운 주제, 높아진 내용의 난이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진로와 관련된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참여형 교과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고 그 과정에서 직접 활동을 수행해봄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여 다른 

진로 연계 활동들을 파생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교과 수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한편으로 

수업의 평가는 도리어 학생들 스스로가 의미 부여해온 진로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잣대로 해석하게 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활동 

전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각각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탐색해보았다. 네 가지 활동들에서 학생들이 보였던 

세부적인 진로활동의 전개 양상이 다양했지만 주요한 특징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스스로 판단했던 부분을 여러 활동에서 수행해보았다는 

점이다. 학생마다 활동의 수행 범위는 차이가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것저것 직접 시도해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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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입시의 강고한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 

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있었다. 요컨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보였던 학교교육과정 안에서의 모습들은 일관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일반고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 및 맥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취했던 판단과 

행동에는 복합적인 맥락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공간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학생 참여가 교실에서 권장되고, 생기부 

작성과 입시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가 넘쳐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자신의 관심 및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학교교육과 연계된 학교 

밖의 학습공간이나 위탁기관을 통해 학생들은 일반고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해봄으로써 진로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언어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입시컷과 생기부를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입시를 

위한 진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도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간적인 맥락에서는 입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때 해볼 수 있는 최대치의 다양한 진로활동을 시도했지만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질수록 진로활동의 

폭을 좁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전념하기도 했다. 인적 맥락도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진로에 대한 스스로 내린 판단과 그에 의거한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었지만, 반대로 그것을 제한하거나 학생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짓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에 맞춰서 자신에 

의미 있는 진로를 구축하는 데에서 멀어지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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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른 맥락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자체가 학생들의 판단과 행위를 

결정짓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용한 

모습을 보였거나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동이 반드시 그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예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 부분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보여준 진로선택의 과정을 구성주의적 진로이론과 학생 

행위자성 개념에 비춰서 살펴보고 진로선택의 의미를 재탐색해보았다.  

먼저,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자기구성의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해보았다. 학생들의 진로활동이 성인만큼의 큰 폭의 

자기주도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참여해보고 그 과정에 대한 성찰과 

재성찰을 통해 다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가는 모습을 

자기구성의 과정으로 해석해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체험해보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내어 진로를 표출해보는 측면이 현재의 일반고 진로교육에서 

미흡하며 향후 진로교육에서 이 부분이 강화될 필요성을 논의했다. 

  두 번째 논의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과정이 보이는 복잡성을 

논의했다. 학생들의 선택이 변화 불가한 확정적 결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면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내려진 임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이 진학과 진로로 분리되어 

한쪽만으로 편향된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진로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부분들로 해석해보았다. 다만, 일반고 

진로교육에서 특정 시기에 이르러 진로보다는 진학이 월등히 

부각됨으로써 생애적 차원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되는 측면을 지적하고 향후 진로교육에서 진학과 진로가 

균형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 248 -

선택에 붙박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기존의 

진로교육연구에서 학생들의 진로결정 상태를 분석하고 그 수준에 따라 

처방과 처치를 중시하는 경향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결정을 확고하고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의 소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택의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평소 자신이 생각해온 바 그리고 

실천해온 바를 발현시킬 수 있는 맥락과 조건이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 

행위자성의 개념에 비춰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적 특성을 가진 

상태보다 그것을 밖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맥락과 조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2. 제언 및 결론  

  이 연구는 일반고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재학기간 동안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취하는 판단과 행위의 과정이 어떠한지 즉, 그들의 

진로선택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과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서 단순하게 대학 입시를 위한 

진학만으로 반대로 진학과 무관한 삶으로서의 진로만으로 이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안에서 복합적인 선택, 

때로는 잠정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해석을 토대로 향후 일반고 학교 진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접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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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리는 진로에 대한 판단과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관심은 어떤 대학, 어떤 전공, 어떤 직업이나 일을 

결정하는가에 그 무게중심을 두었다. 현실적으로 입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반고의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사항이었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일반고의 현실에 있어서 학생들이 모종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내리는 판단과 행동이 

최종적으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느냐의 문제로 온전히 환원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보이는 고군분투의 

과정을 통해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따른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끝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그에 따른 판단과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내리는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결정으로 부각시켜 

이해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최종적이고 확신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 

생애를 살아가게 될 진로에 비춰 볼 때, 이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고등학교에서 내리는 판단이 임시적이며 현실에 맞춰 내린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에게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고3 담임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에게는 이러한 관점이 더욱 

요구된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변화무쌍한 선택을 

하다가도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확정된 결정을 

짓도록 압력을 가하는 주된 대상이 학교의 분위기, 담임교사 그리고 

학교장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입시 원서 작성과 입시 

성공의 결과 측면에서 학생들의 최종 결정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만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것과 지금 현실에서 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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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내리는 잠정적인 판단이라는 부분적인 생각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학생들과 진로를 논의할 때 

학생들은 입시결과와 선택이 주는 중압감에서 조금은 벗어나 열린 

가능성 즉, 진로선택은 늘 삶의 과정이며 변화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지금 당장’의 선택이 완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언제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셋째,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주도적인 

역량을 함양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일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며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진로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는,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맥락 및 조건이다. 학생들이 생기부를 위해 자신의 

진로활동을 재단하고 다른 진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의 선택에는 가정적 배경, 학교에서의 진로결정의 분위기 

등 여러 맥락이 이미 얽혀져있다. 이렇게 보면, 진로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판단과 행동이 맥락과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려진 것임을 명심하고, 그러한 맥락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진로지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는 개인의 능력 못지않게 맥락과 조건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판단과 

행위가 성취될 수 없게 하는 환경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학교교육과 연계된 학교 밖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들이 더욱 권장되고, 그러한 활동이 제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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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단위의 지원도 더욱 강구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참여하는 학교 밖 활동, 예컨대 

위탁기관에서의 학습 경험이나 거점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폭넓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학교 밖에서 진행된 진로활동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즉 일반고 

내부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은 

진로라는 것이 인생에 걸쳐서 구성-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 학생들 모두가 학교 교육과 연계된 학교 밖 

진로교육을 풍부하게 접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인프라가 풍부하지 못해서 학교와 연계하여 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 학교는 학내에서 주로 진로체험 활동을 구상하고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은 진로활동에 대한 

경험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도 했다. 물론, 최근에는 지역 단위로 

진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곳의 장점을 알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국가나 시도에서 지원하는 꿈길, 

진로진학정보센터와 같은 웹사이트도 학생들은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의 진로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학생에게 매력적인 내용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밖으로 

진로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학교의 관리뿐만 아니라 진로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에서의 관리도 지원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반고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투입되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학생들의 입장, 즉 일반고의 핵심적인 내부자로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학생들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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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고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이나 과거의 입시 경험을 통해 인식되어 오던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본 연구가 소박하게라도 

드러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진로연구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연구 대상이 

대학생 이상의 성인 학습자인 경우가 거의 다수이었던 상황에서 본 

연구가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을 적용해보았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인과 일의 효율적인 일치라는 기능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 근거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온 기존의 연구 

풍토에서 조금은 다른 렌즈를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학생들이 

보이는 진로선택과정이 성인 학습자가 보이는 주도성의 폭(배영주, 

2005)과 깊이에 까지 미치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에 

의거하여 자신들이 시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입시라는 중압감 속에서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진로에 

대한 그들의 판단과 행위가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때로는 순응적이기도, 

또 때로는 무력해보기도 하는, 다양한 운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진로를 특정 시점에 특정 조건에 국한시켜 이해할 때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었으며 좀 더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해될 때 

학생들의 진로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포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방법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가 일반고 학생이라는 질적인 연구가 잘 

수행되기 어려운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이에 따른 한계가 있다. 연구 대상자들이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 수집 방법인 관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연구자는 학교 측과 참여 학생들에게 일상 관찰이나 

진로활동에 대한 관찰의 필요성을 여러 번 표명했으나 연구 참여 학생 

이외 관계된 다른 학생들의 노출될 위험성 그리고 학부모 및 담당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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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와 우려로 인해 포기해야만 했었다. 이로 인해 이 연구가 질적인 

접근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학생들의 진로구성 과정의 면면을 

다채롭게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구술자료와 현지 

자료만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해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구성하는 진로의 다채로운 측면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고 평면적인 

기술과 분석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특성이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학생 모집 시 이를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최종 모집 단계에서 학교의 여건과 분위기로 인해 

이러한 구분과 일치하는 학교와 학생 모집을 하지 못했다. 대신에 

연구자는 스노우샘플링 방식을 채택하여 공립고, 사립고를 구분하여 

최종 연구 참여 학생들을 선정했다. 본래 연구자는 공, 사립의 특성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기 때문에 학교 방문 후 현지 자료 

수집과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면담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지 자료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지만 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하였고 본 연구의 방점이 학생들의 이야기에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의 면담 자료는 본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연구자의 연구 경력과 연구 노하우의 부족으로 인한 연구 수행의 

한계도 있었다. 연구자는 그동안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해 

파일럿 연구를 몇 차례 수행해봄으로써 연구에 대한 사전 작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실제 참여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연구 수행에 난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관찰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어려웠다. 또한 무엇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직면한 가장 큰 

난점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성인에 비해 상당히 단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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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었고, 무엇보다 성인만큼 자기 성찰이 풍성하게 들어간 진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특히 면담 

초~중반기까지 단답형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듣기까지 

상당히 오랜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이 말을 달리 하면, 성인 학습자에 

비해 라포 형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 면담의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고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술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다양성의 가능성을 세밀하게 모두 포착하여 

풍성한 논의를 충분히 제시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가 좀 더 나은 형태로 수행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해보면, 

먼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고민되어야 한다. 언어가 아닌 다른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면담 기술, 관찰 기술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일반고 학생이라는 단일한 연구 대상을 살펴보았지만, 

진로선택과정은 학생 혼자 참여하는 과정이 아니다.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학원 

교사, 지인,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을 그려내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선택의 과정과 관계된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잠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연구자는 전체 연구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보게 되었다. 어떠한 연구이든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면 연구 

설계, 진행, 결과 정리 등 연구의 어떠한 단계도 결코 손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 연구도 그러했다. 연구를 위해 학교를 섭외하고, 교사를 

섭외하고, 학생을 섭외하는 첫 시작 단계에서부터 난점이 산적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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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의 의도에 공감해주시고, 부족한 연구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잠정적인 마무리의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연구자를 이해하고 오히려 연구자와 이 연구를 걱정해주고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연구 참여 학생들이 있었기에 연구가 잠정적인 봉합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미진한 부분이 있고, 여러 한계가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연구자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향후에는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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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 high school students construct their careers?: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Nash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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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mplex process of 

navigating career choices for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from an 

insider’s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of 13 students in 7 schools to see how 

students make judgments and take action concerning their careers 

though interaction with given conditions and contexts. This research 

seeks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1) How do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 career problems differently than before?; 2) How do high 

school students conduct career activities in their school curriculum?; 

and 3) How do high school students interact with given situations 

and contexts to make decisions and take action concerning their 

careers? For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ere neither indifferent to career problems nor lacking in 

career information due to their middle school care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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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after entering high school, students framed how they 

understood career problems as “self-tasks” and “compromising 

tasks” that should be coordinated in consideration of the wishes and 

needs of those around them. Research into the second question 

found that school curriculum on how students should chose career 

activities required them to understand and discover themselves 

based on their own judgment of careers and to combine career 

activities in favor of entrance examinations. Finally, results for the 

third question showed that students’ career judgments and actions 

were a process of “emerging” through the cyclical repetition of 

self-exploration and exam preparation along with complex 

interactions with space, time, and human and sociocultural contex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interprets students’ career 

choice as a self-constructing process and discusses the need for 

students’ career activities to reach a level of self-expression based 

on their own language.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complexity of 

career choice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students’ choices to be 

understood as ad hoc and strategic choices and compromises based 

on conditions and context rather than simply forced and passive 

choices or final unchangeable decision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context embedded in choice is discussed a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areer choice action in light of student agency. 

Finally, in light of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the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career choices for students.

Key words: Career education,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general high schools, curriculum career construction, 

stud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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