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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커리어는 개인이 자신의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는 경험

의 총체이며, 커리어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의 성숙은 생의 어

느 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1회적인 것이 아니고, 생애 단계

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이다(Hall 1996; 김봉환,

김계현, 1997). 산업사회 이후 이어져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기술 발달 및 글로벌 경제 사회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해

온 기존 질서의 재편은 전반적인 사업 환경의 변화를 초래해 왔

다. 불확실성 및 변동성의 증가로 인한 기존 산업의 위기와 저성

장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경제 환경하에서 많은 조직들은 지속

성장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

한 시대의 변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지금까지의 커리어는 죽었다”며 21세

기는 새로운 커리어 시대임을 강조하는 프로티언 커리어(protean

career)라는 개념이 새로운 커리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다.

프로티언 커리어란 개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의 가치,

삶의 목적 등이 이끄는 커리어로,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

과 정체성의 변화로 형성되며 직위, 임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성

공보다는 개인의 성취와 자부심과 같은 심리적인 성공, 주관적이

고 내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커리어를 말한다(Hall & Mirvis,

1995; Hall 1996, 2004; Hall & Chandler, 2005). 그러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하나의 고정된 특성이 아닌 변화하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어떻게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나 개발

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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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언 커리어 이론과 선행연구들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은 변화할 수 있으며,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는 커리어

정체성이 중요함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커리어 정체성은 자

아정체성 개념이 커리어의 영역에 적용된 것으로서 고정적이고 불

변하는 실체라기보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발달될 수 있

으며 언어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유동적이고 기능적인 내적 구

조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 및 자아 탐색을 위

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자기성찰은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효

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커

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

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단적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S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다. 실험집단에게 주어졌던 구체적인

처치는 이메일을 통해 커리어 정체성 질문 6개를 하루에 한 개씩

6일간 제공받고 자신의 성찰한 바를 글로 써서 회신하는 것이었

다. 통제집단에게 주어졌던 대안적 활동은 이메일을 통해 경제상

식관련 질문을 제공받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회신하는 것이었다.

연구 진행 기간동안 실험처치가 적용되는 단계(Stage 1: 사전-중

간-사후)와 실험처치 이후 아무런 개입이 제공되지 않는 단계

(Stage 2: 사후2주-사후4주)로 구분하여 총 5회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측정이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하여 실험처치에 따른 변화

및 처치 이후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

람은 130명이었으나, 끝까지 연구에 참여한 최종분석 대상은 90명

이었다(실험집단 49명, 통제집단 41명).

본 연구의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연속성과 단계에 따른 비연속

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단계성장모형(P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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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wise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49개의

실험집단 사례들 중, 전반적으로 연구참여기간 동안 프로티언 커

리어 지향성의 증가가 큰 사례 5개, 변화가 작은 사례 5개, 감소가

큰 사례 5개를 선별하여, 세 그룹별로 커리어 정체성 성찰 내용이

어떠한가를 개별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처치 기간(Stage 1) 동안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 2.85, p < .001). 이러한 결

과는 프로티언 커리어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주장해온 프로티언 커

리어는 변화가 불가능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이론적 주장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프로티언 커리어 연구들은 프로티언 커리어가 변화가 불

가능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고 이론적 개념으로만 주장하거나,

특정 시점에서의 횡단적 조사를 통해 개인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말하여 왔다. 하지만, 개인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변화,

발달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

구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변화 발달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

험적으로 검증함으로서, 향후 프로티언 커리어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적 개입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실험처치기간(Stage 1) 동안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는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 0.74, p < .001), 이 변화는 최소한 1달(Stage

2)동안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커리어 정체성이 프로티언 커리

어 지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

로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의 창시자인 Hall을 포함한 기존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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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언 커리어 관련 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형성에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입장과 일치한다.

또한, 커리어 정체성과 프로티언 커리어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선행연구인 Verbruggen과 Sels(2008)의 연구 및 이상진

(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커리어 상담시 커리어 정체성에 대

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커리어 상담시

내담자들이 커리어를 추구함에 있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이

고 실존적인 질문을 커리어 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

다. 일에서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고, 자신을

구현해내기 위한 일을 창조해 냄으로서 삶에서 더 큰 성취와 몰입

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커리어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 커리어 정체성 형성은 개인의 커리어 발달 과

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김봉환 외, 2006).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위해 자기성찰체험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즉, 자기성찰

체험만으로도 사람들은 어느정도 변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

가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자기성찰이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탐색에 효과적인 방

법이며 자기이해와 성장,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기

성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Kolb(1984)가 경험적 학습이론에서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커리어 상담을 진행 할 때, 내담자 스스로의 자기성찰을 통한

깨달음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knowing-how보다

learning-how를 중요하게 보고,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프로티언 커리어

이론에도 부합하는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다. 커리어 상담자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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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 핵심질문

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성찰해 보도록 이끌고,

상담을 통해 도출한 최적의 대안을 실행에 옮긴 후, 실행경험을

다시 상담자와 함께 반추하면서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대

안을 다시 모색하도록 조력하는 코칭상담적 접근이 커리어 상담의

영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 내용이 어떠한가를 프로티언 커리

어 지향성의 변화 크기에 따른 개별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

과, 변화가 컷던 사례들의 연구기간동안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성 변화크기는 25 ~ 18 점이었고, 성찰정도 평균값은 2.1 ~ 3.2점

이었다. 변화가 상대적으로 컷던 사례들은 강점 및 약점 관련, 인

내, 의지, 자존감, 책임감, 결단력 등 내적이고 심리적 요인들이 주

로 언급되었고, 구체적 개발 방안을 계속 찾고 있었다. 또한, 내재

적, 주관적, 심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행복이 빈

번하게 언급되었다. 가족을 생각하며, 사회에의 기여, 공헌으로까

지 확장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Sargent &

Domberger(2007)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형성과정을 연구한

질적연구에서 파악되었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사회적 기여

(work with contribution),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변화가 적은 사례들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

기가 0 ~ 2 점으로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이고, 사례들의

성찰정도 평균값은 1.5 ~ 2.7 이었다. 사례들의 특징으로는 무언가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

답이 많았다. 또한 성찰한 바를 구체적으로 깊이 서술하기 보다는

단답식으로 짧고 간단하게 답변 하거나, 완전한 문장이 아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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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단어를 나열하는 비교적 단편적인 응답방식을 보이기도 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성찰을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

한 고민을 통해 내담자에게 적합한 접근이 선택적으로 고려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자기성찰과정에 커리어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다.

여섯째,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감소를 불러온 사례들도 있었다. 감소폭이 컷던 사례들

의 연구기간동안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는 -2 ~ -11

점이었고, 사례들의 성찰정도 평균값은 1.6 ~ 3.3점 이었다. 프로티

언 커리어 지향성이 초기보다 하락한 사례들의 존재는 자신의 커

리어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오히려 기존의 신념과 태도에 혼란을

초래하여 커리어에서의 자기주도성과 스스로의 가치기반 태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 확립이 위계적 순서를 지닌 고정불변의

최종 발달지점이라기 보다, 처한 환경 속에서 개인은 언제든지 새

롭게 다시 탐색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론적 관점

(Meeus, 1996)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아울러, 커리어상담과정

에서 개별사례의 특수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제언, 상담실제에의 함의

를 논하였다.

주요어 : 프로티언 커리어,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

학 번 : 2013-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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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사회 이후 이어져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기술 발달 및 글

로벌 경제 사회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해온 기존 질서의 재편은

전반적인 사업 환경의 변화를 초래해 왔다. 불확실성 및 변동성의 증가

로 인한 기존 산업의 위기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경제 환경하

에서 많은 조직들은 지속 성장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고용의 안정성에 기반하

여 한 조직에서 로열티를 가지고 장기 근속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승

진이 주어지던 전통적인 커리어 개념은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조

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점점 더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의 커리어를 관

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가고 있다(Anakwe, Hall, & Schor, 2000).

이러한 변화속에서 구성원들은 소속된 조직과 새롭게 심리적 계약을

맺게 되었다. 고용의 안정성 보다는 미래의 고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요구에만 수동적으로 부응하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가치

를 높이고 스스로를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Hall & Moss,

1999; DeFillippi & Arthur, 1994).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자신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필요하다면 수평적 이동, 심지어는

다시 시작하고 배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

한, 무엇이 커리어에서의 성공인가에 관한 부분도 조직 내의 직위, 연봉

수준 등 밖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측면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에 기

반한 주관적, 심리적 만족 등 내재적인 부분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Sargent & Domberger, 2007; Vos & Soens, 2008). 이러한 시대에 대해

Hall(1996)은 “지금까지의 커리어는 죽었다”며 새로운 커리어 시대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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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했음을 주창하였다. Hall(1996, 2004)은 21세기의 커리어는 조직과의

계약이라기 보다는 개인과 일과의 계약임을 강조하면서 프로티언 커리어

(protean career) 개념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시대의 커리어 패러다임으

로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ark & Rothwell,

2009; Vos & Soens, 2008; Sargent & Domberger, 2007; Briscoe, Hall

& DeMuth, 2006).

프로티언 커리어란 개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의 가치, 삶의

목적 등이 이끄는 커리어로,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과 정체성의

변화로 형성되며 직위, 임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성공보다는 개인의 성

취와 자부심과 같은 심리적인 성공, 주관적이고 내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커리어를 말한다(Hall & Mirvis, 1995; Hall 1996, 2004; Hall &

Chandler, 2005). 프로티언 커리어의 어원은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사물

로 변신이 가능한 그리스의 신 프로테우스(proteus)에서 따온 것으로, 프

로티언 커리어에서는 커리어의 성공에 대한 주요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

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에 두고, 궁극적인 커리어 성공을 고소득, 지위, 명

성과 같은 외적인 성공뿐 아니라, 자아실현, 행복과 같은 심리적 성공으

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과 정체성의 변화

가 중요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책임을 조직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프

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가 추구하는 커리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을 증가시켜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Vos & Soens,

2008).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스스로의 가치에 부합하는 커리어 성

장을 위해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나 성향이라고 할 수 있

다(Briscoe & Hall, 2006).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프로티언 커리어의 이

론적 개념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Briscoe와 Hall(2006)이 프로

티언 커리어는 개인적인 태도나 지향성이며, 커리어 관리에 대한 자기

주도성(self-directed)과 개인의 가치를 중시(values-driven)하는 것이라

는 개념으로 측정가능한 척도를 제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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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언 커리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프로티언

커리어 관련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는 Briscoe와 Hall(2006)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많은 연

구들은 아직까지 이론적 주장에 그치거나, 프로티언 커리어가 영향을 미

치는 관심변인들간의 관계나 구조를 살피는 방향으로 주로 진행되어 왔

다. 하지만, 프로티언 커리어가 변화가 불가능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특성임을 고려할 때, 프로티언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나 프로티언 커리어의 발달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프로티언 커리어에서는 프로티언 커리어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커리어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본다(Hall & Moss, 1999; Hall, 2002; 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Briscoe & Hall, 2006; Segers et al., 2008).

커리어 정체성의 개념은 Erikson(1968)이 말한 자아정체성 개념을 커리

어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리어 정체성이란 일과 관련된

개인의 자아정체성으로, 특별한 역할과 장소에 고정된 불변의 개념이라

기보다, 인생에서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자아개념이며, 환경

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발달될 수 있고, 언어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

는 유동적인 내적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커리어는 전 생애에 걸쳐 발

생하는 다양한 역할들속에서 스스로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발달시켜 가는

것이며(Super, 1980),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자신에 대한 자아

상의 영향을 받는다(Schein, 1978). 커리어 정체성은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자기상을 갖는 것이자(Holland,

1985), 자신의 강점, 약점, 동기, 가치,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등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Fugate & Ashforth, 2003). 또한,

커리어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도 커리어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의 성

숙은 생의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1회적인 것이 아니고, 생

애 단계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이며(김계현, 김봉환, 1997), 커리어

상담을 할 때는 커리어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김봉환, 1997)

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커리어 정체성이란 커리어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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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잘 인식하는 것으로, 커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커리어를 일

과 관련된 정체성의 형성과 함께 논의하여 왔다.

정체성의 형성은 자기성찰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

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김남성, 1983). 자기성찰(self-reflection)이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것으로, 행위이자 사고의 속성을 지니

고 있으며, 경험에 대해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행동, 인지, 정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신

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성찰은

성찰하는 나와 성찰 대상으로서의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수정, 해석하는

과정 그 자체이며 자기성찰의 핵심적 목적은 변하지 않는 자아를 확립하

는 것이라기보다,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래희, 2014).

이는 자기성찰은 자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려는 적극적

인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기성찰을 통해 사람들의 정체성이 다

른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변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과적

인 자기성찰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자기성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특별한 형식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성찰적 글쓰

기가 있다. 성찰적 글쓰기란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한 동기유발이 가

능한 글쓰기를 말하며, 자기서사, 자기기술, 자기탐색, 자기표현 등을 함

축하고 있다(오태호, 2012; 한래희, 2014). 성찰적 글쓰기에는 성찰일지,

저널쓰기, 일기, 질문과 자기평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성찰적 글쓰

기는 자기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강

인애, 1997; 권성호, 유명숙, 2006; Boud, 2001; Williams, 2006; McGuire,

Lay & Peters, 2009). 이와 같이 자기성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성찰적 글쓰기는 개인의 정체성 및 자아 탐색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 뿐 아니라 직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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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 개인적 요인 등과 같은 현실요인을 고려하여 선택이 이루어

지는 시기이다(김봉환 외, 2006). Super(1953)에 의하면 전 생애 커리어

발달 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구분될 수 있으

며, 대학생은 주로 이 가운데 탐색기와 확립기 초기, 즉, 청년후기 및 성

인초기에 해당한다. 또한, Erickson(1982)은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경험

과 탐색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렇듯 대학생 시

기는 커리어 발달에 있어 자신과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고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을 확립해 나가면서 커리어를 모색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높은

소득, 사회적 지위, 안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직을 갖는 것을 중요

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치는 자녀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강요되고, 이에 따라 자녀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의지와

는 달리 타인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즉, 자신에 대한 주체적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나

는 누구이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화된 가치,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

는 성공 목표를 이루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입시나 부모님의 권유 등 여러요인

으로 인하여 막혀있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치관, 흥미,

재능, 좋아하는 일 등을 찾아 커리어의 대안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김봉환 외,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S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

리들에게 프로티언 커리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면서 변화하는

커리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커리어 개발 접근을 모색하고

의미있는 상담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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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S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

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 크기에 따른 커리어 정체

성 자기성찰 내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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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의

1. 커리어

커리어(career)는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보통 아동, 청소년, 대학생들에

게는 ‘진로’로, 그 이상의 성인 대상에서는 의미를 확장하여 ‘경력’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김봉환 외, 2000). 최근 학자들은 공통적으

로 커리어의 개념을 사람들이 일과 관련된 경험을 쌓고 직업을 준비하

고, 구하고, 퇴직하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과 심리적 변

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Arthur, Hall & Lawrence, 1989;

Greenhaus, Callanan & Godshalk, 2000; Hall, 2002).

본 연구에서 career는 현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여 진로, 경력의 구분

없이 ‘커리어’라고 표현하였다.

2.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프로티언 커리어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커

리어 지향성을 말한다. 이는 자기 주도적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중시하는

커리어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성향으로, 주도적으로 커리어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커리어 관리의 자기 주도성(self-directed)과 커리어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성(values-driven)으로 구성된다(Briscoe & Hall, 2006).

본 연구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커리어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

감에 있어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심리적 성향 및

태도로 정의한다.



- 8 -

3. 커리어 정체성

커리어 정체성이란 자아정체성 개념이 커리어의 영역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강점, 약점,

동기, 가치,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등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는 것을

말한다(Fugate & Ashforth, 2003). 커리어 정체성은 과거 경험의 단순한

총합으로 이루어진 고정불변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의미

있고 유용하게 만드는 유동적인 내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Vondracek,

1992; Meijers, 1998).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정체성을 커리어 관련 자신의 강점, 약점, 동기,

가치 등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정의하고, 특별한 역할과 장소에 고정된

불변의 개념이라기 보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형성하는 기능적

이고 유동적인 내적 구조로 접근한다.

4. 자기성찰체험

자기성찰(self-reflection)이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것으

로, 마음의 상태, 자신의 행위, 겪은 경험의 의미 등을 의식적으로 생각

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에는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보

며 자신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이 될 수 있다(김남성, 1983).

본 연구에서 자기성찰은 자기 자신을 성찰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성찰체험이란 제공받은 커리어

정체성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고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이메일

로 자신이 성찰해 본 것을 회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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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프로티언 커리어

1. 커리어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사회 이후 이어져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IT기술 발달과 글

로벌 경제상황의 변화는 21세기 들어 사회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기존 질서의 재편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 환경

의 변화, 불확실성 및 변동성의 증가에 따라 이 시대의 커리어 환경 역

시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평생 한 직장, 한 조직에 충성하면 고용안정성을 암묵적으로

보장받던 시기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고, 조직은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성

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따라 개인과 장기적인 계약을 맺

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Nicholson, 1996). Rousseau(1995)는 조직과 구

성원간의 심리적 계약을 계약기간과 성과내용을 기반으로한 네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고, 고용 계약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계적(relational)계

약에서 벗어나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거래적(transactional)계약으로 변화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단기

적이며 한정적이고 거래적인 계약관계는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고용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적 계약하에서 가능하였던 구성원들의 업

무적 정서적 몰입, 혹은, 높은 수준의 통합이나 조직구성원으로서 갖는

정체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도 직급

체계의 간소화,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의 승진

기회가 예전에 비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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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심리적 계약의 유형 Rousseau(1995: 98)

조직의 구성원들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내부에서의 승진

기회도 제한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의 미래 고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Hall & Moss, 1999; DeFillippi & Arthur, 1994).

고용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평생직장의 관점에서 개인의 커리어를 보

는 관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반면, 어떻게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

라도 스스로의 고용 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의 관점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보는 경향은 점차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커리어의 개념도 조직의 필요에 의하여 관리되던 접근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접

근으로 바뀌어 왔다(Svejenova, 2005; Hall, 1996). 또한, 과거에는 한 조

직 내에서의 수직적인 승진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던 커리어의 개발

도 이제는 조직내에서도 다양하게, 또, 한 조직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조

직간, 직종간의 유연한 이동을 통한 경험과 학습의 축적으로 논의 되어

지고 있다. 또한, 무엇이 커리어 성공인가에 대한 부분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의 중요성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Hall, 1996;

Hall, 2004). 오창환(2012)은 커리어 개념의 변화가 일과 관련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상, 역량, 몰입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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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먼저, 보상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높은 연봉이나 높은 지위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자신의 흥미 및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였다. 역량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조직이 요구하는 특정한 기

술이나 역량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인이 현재의 조직에서 다른 조

직으로 이동할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적용 가능 할 수 있는 자신의

커리어와 연계된 역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끝으로, 몰입의 측면

에서 보면, 개인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일생 동안의 헌신에

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일을 통해 구현해낼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만의 몰입으로 변화하였다.

커리어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중심

에서 사람중심으로, 또 그 둘의 통합이라는 차원으로 진행되어 왔다. 초

기의 커리어는 직업의 요건에 맞춘 개인을 중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

었다(Chartrand & Camp, 1991; Adamson, Doherty & Viney, 1998). 이

러한 접근은 직업(vocational 혹은 occupational)에 초점을 두고 직업과

개인의 조화를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일 중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 Super(1963)가 일생을 통해 개인이 갖는 커리어는 일의 세

계에서 표출된 자아개념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커리어 개념에

서 자아개념이 등장하였다. Super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론적 관점은 커

리어를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역할들 속에서 스스로의 자아상을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Schein(1978)은 경력 닻(career anchor)이

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역량, 동기, 적성 등, 사람들의 내재적 요인에

대해 말하면서, 커리어는 자아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커리어를 바라봄에 있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을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

후, 커리어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이라는 관점

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 시기에

Hall(1996)은 새로운 커리어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가치와 인식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것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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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커리어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표 2-1> 커리어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전통적 커리어 변화하는 커리어

운영방식 위계적, 관료적 수평적, 네트워크

기대역할 일반관리자 전문가

조직역량 시스템, 체계 팀웍, 개발

보상 직무기반 역량기반

계약 고용안정, 헌신 고용가능성, 유연

커리어 관리 조직 주도 개인 주도

커리어 이동 수직적 수평적

자료:　 Career systems in crisis: Change and opportunity in the

information age (Nicholson, 1996)　

이렇듯 커리어의 패러다임은 초기의 직무 및 직업을 중심에 두고 개인

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서의 커리어, 전 생애에 걸친 일을 통한 경험과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발

전해 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커리어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소외시킨채 일에만 초점을 두

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왜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커리어는 일 중심에서 탈피하여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 발전의 도모라는 일과 자기자신을 생애개발적으

로 통합하는 패러다임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커리어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 지속적인 학습과 정체성

의 성장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커리어를 관리하며 자신의 가치를 중요

시 하는 프로티언 커리어(protean caree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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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티언 커리어의 개념

프로티언 커리어는 Hall(1976)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프로티언 커리

어라는 용어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그리스신 프로테우스(Proteus)에서 따온 것이다. Hall(1996)은

“지금까지의 커리어는 죽었다”며 새로운 커리어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장

하면서, 인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커리어 시대

는 설 자리를 잃었으며, 21세기는 프로티언 커리어의 시대가 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프로티언 커리어란 조직이 아닌 개인이 주도적으로 관리

하고, 스스로의 가치, 삶의 목적 등이 이끄는 커리어로, 전 생애에 걸친

지속인 학습과 정체성의 변화로 형성되며 직위, 임금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성공보다는 개인이 인식하는 심리적인 성공, 주관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커리어를 말한다(Hall 1996; Hall, 2004; Hall & Chandler, 2005).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태도(attitudes)와 지향

성(orientation)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관된 신념이나 의견, 정

서적 방향 및 크기를 갖는 심리적인 특성을 말한다(김은석, 2011). 태도

는 좋은것-싫은것, 긍정적-부정적 등으로 단순하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같이 복잡한 반응과 행동 경향까지 포함하

기도 한다(백기복, 2013). 반면, 지향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가

치, 태도 등으로 형성된 자기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삶에서의 다양

한 경험과 타인으로부터 받는 여러 피드백의 결과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Schein, 1977), 지향성은 대상에 대해 비교적 지속적이

긴 하지만 항상 일정한 방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닌 욕구의 영역까지

포괄한다. 지향성은 태도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태도의 정의에

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욕구의 영역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태도보다

넓은 의미라 할 수 있다(김은석, 2011). 프로티언 커리어의 연구에서는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유사한 개념으로 혼

용되어 쓰여지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티언 커리어를 개인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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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치 및 태도를 포괄하는 커리어에 대한 지향성으로 접근한다.

이와 같이 프로티언 커리어의 개념은 개인의 커리어 관련 심리적 지향

성으로 볼 수 있으며,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생애 전반을 통한 학습과 발달의 관점에서 보고 자유와 성장의 욕구에

기반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심리적 성공을 추구하는 커리어 지향성을 말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배워 나가고, 나는 누구이

며 무엇을 왜 원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물으면서, 스스로의 가치에 기

반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

이라고 할 수 있다. Briscoe와 Hall(2006)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을

커리어를 개발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하는 자기

주도성(self-directed)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가

치 지향성(values-driven)으로 개념화 하였는데, 이는 프로티언 커리어

관련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 자기주도성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자기주도성은 자기 스스로 커리어를 설계하고 관

리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도로서, 커리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적극적으로 커

리어를 관리해 가는 것을 말한다(Briscoe & Hall, 2006). 자기주도성은

커리어를 개발함에 있어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과업을 자신의 성장을 위

한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한다. 자기주도적 커리어 관리에 대해

Orpen(1994)은 커리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Kossek외(1998)는 커리어에서 당면하는 문제

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며 다양한 기회를 탐색해 나가는 정도로 정의

하고 있다. Sturges외(2010)에 의하면, 자기주도적 커리어 관리는 커리어

과정에서의 7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속

에서 커리어를 발전해 나가는 네트워킹, 둘째, 일에 대한 성취감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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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생각하는 것, 셋째, 가치 있는 직업을 탐색해 나가는 것, 넷째, 커리

어를 관리해 나감에 있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 다섯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커리어 개발을 해나가는 것, 여섯째, 전문인으로 성장해 나가

는 것, 일곱 번째, 커리어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서 자기주도성은 개인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 가치지향성

프로티언 커리어의 가치지향성은 커리어를 관리함에 있어서 외적인 기

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에 기반을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Briscoe & Hall, 2006).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또

다른 구성요소 중 하나인 가치지향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

하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선호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치지향성은 커리어에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스

스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하여 실행에 영

향을 미치며, 만족, 몰입 등의 일 관련 인식과 수행, 안전관리 등의 일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udge & Bretz, 1992; Hall, 2004; Briscoe &

Hall, 2006). 프로티언 커리어는 특정한 조직 내에서의 성공이나 승진만

이 아닌 일과 개인의 삶이라는 생애 전반의 관점에서 커리어를 바라보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말하는 가치

에는 돈, 명예, 권력 등 객관적인 조건뿐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 이는 스스로 지향하는 삶의

나침반을 따라 자신이 목표로 하는 심리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생애 공

간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에서 자신이 정의한 목표를 스스로 추구하는 것

을 뜻한다(Hall, 2004). 이 시대의 커리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비자발적인

실업이나 몸담고 있는 조직의 경계를 넘어선 이동을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Cohen & Stier, 2006), 이러한 경우 특히 자신의 커리어 가치

를 배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가치 지향성은 자신이 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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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커리어 분야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커리어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가치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커리어 목표 혹은 커리어 관련

우선순위를 정할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움직일 수 있다(Briscoe & Finkelstein,

2009). Hall의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

다.

<표 2-2> Hall의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

연구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

Hall (1976)

개인이 스스로의 업무, 조직, 직종 등을 변화시키는

커리어. 커리어에서의 선택과 자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강조

Hall & Mirvis

(1995)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 및 학습 단계를 통해

만들어짐

Hall (1996)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커리어 단계를 통한 학습

과 정체성의 변화로 만들어짐

Briscoe & Hall

(2002)

커리어 성공을 위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업무 수행 및 학습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임

Hall (2004)
개인의 주도적인 커리어 관리 및 스스로의 가치,

가족, 삶의 목적 등을 중요시 함

Hall & Chandler

(2005)

객관적 성공보다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성공에 초

점을 둠

Briscoe & Hall

(2006)

자기주도적으로 커리어를 관리하며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개인의

특성이자 태도

Briscoe와 Hall(2006)은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의 두 가지 요인에 따

른 4가지 유형의 커리어 상태를 구분하였다. 먼저, 자기주도성과 가치지

향성 모두 낮은 상태는 의존적 유형으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커리어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없고,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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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성은 높으나, 가치지향성은

낮은 상태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한채 선택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 확신이 약하고 자기중심을 잡지 못하는 반응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지향성은 높으나 자기주도성은 낮은 상태는 경직된

유형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가시적인 성취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추

구하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커리

어를 관리하고 개발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다. 이와 같이 프로티

언 커리어에서는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의 관점을 모두 감안하여 복합

적으로 살펴 보는 것을 강조한다.

프로티언 커리어는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적 관점을 가지고 평생에 걸친 학습과 고용

가능성을 추구한다. 프로티언 커리어는 지속적인 학습사이클의 연속으로

구성되며, 출생기반 나이보다 커리어 나이가 중요해 진다(Hall, 1996). 프

로티언 커리어는 커리어를 개발해 나감에 있어 환경의 변화 및 자신의

관심, 가치, 역량의 변화에 따라 탐색-시도-확립-숙달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과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커리어를 성장시켜 나간다. 이때, 이전 단

계에서 의미 있었던 학습경험들은 다음 단계의 탐색에서 보다 높은 성과

창출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프로티언 커리어는 조직이 규정한 커리어

경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기반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커

리어를 선택하고 만들어 간다. 즉, 특정한 시점에서 몸담고 있는 특정한

조직 내에서의 제한적인 가치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보기 보다

는, 인생과 삶이라는 생애 전반의 보다 넓은 시간과 공간의 장에서 커리

어를 바라본다.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강조하는 지속적인 학습 모델은 다

음 [그림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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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커리어 단계 모델 (Hall, 1996; Hall

& Chandler, 2005)

프로티언 커리어는 전통적 패러다임에서와 같이 한 조직에서 피라미드

를 올라가듯 직위의 수직적인 상승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는 커리어를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인생에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개인적 가치와 연계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유와 성장의 욕구에 기반한 자아실현을 통한 성취,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성공을 궁극적인 커리어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Hall,

1976, 2002; Briscoe & Hall, 2006). 프로티언 커리어는 자신의 커리어를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보기 보다는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내면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프로티언 커리어는 일 중심의 자신이 아닌 ‘총체적 자신’의 개념

을 가지고 커리어를 개발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관리

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커리어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기

도 하지만, 큰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티언 커리어를

기존의 전통적인 커리어와 비교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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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전통적 커리어와 프로티언 커리어

구분 전통적 커리어 프로티언 커리어

커리어 목표 승진, 급여수준, 권력
심리적 성공, 행복,

자아실현, 성장

심리적 계약 고용안정성 고용가능성

커리어 관리의 책임 조직, 의존적, 수동적
개인, 자기주도적,

책임감

커리어 초점 일 중심
총제적 자신

삶과의 통합

커리어 개발
연대기적 나이

단선전 생애

커리어 나이

생애 연속적 학습단계

커리어 개발 경로 수직적, 단선적 수평적, 복합적

커리어 개발방법 공식적 교육
지속적 학습

업무경험, 관계

자료: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Hall, 2002)

The career is dead - long live the career (Hall, 1996)

전통적인 커리어에 비해 프로티언 커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

은 이시대의 커리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관

점들을 제공해 준다. 또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

모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프로티언 커리어는 커리어 개발 경로에

있어 수직적, 단선적 상승만이 아니라 수평적이동, 나선형, 방사형 등 다

양한 커리어 경로를 포괄할 수 있다. 즉, 조직내 커리어 피라미드에서 수

직적 상승이 불가할 경우 느끼게 되기 쉬운 정체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같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커리어 개발 가능성과 경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변화의 시기에 조직구성원들이 수동적

으로 정체되어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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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급변하는 커리어 환경하에서 조직이 개인의 커리어를 책임질 수 없

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여도, 조직내에서만의 커리어에 국한되지 않고 능

동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일

과 삶을 전 생애공간의 확장된 장에서 총체적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봄으

로서, 개인이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한 바를 일에 반영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주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Mirvis

& Hall, 1994).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프로티언 커리어의 이

론적 개념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후 Briscoe와 Hall(2006)은 경영학

과 학부생 100명, MBA 과정생 113명, 임원 MBA 과정생 85명(포춘 100

대 제조기업의 중간관리자 및 임원급 리더)을 대상으로 세 집단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대한 개념을 명

확히 하고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프로티언 커리어는

커리어 관리에 대한 자기 주도성(self-directed)과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

는 가치지향성(values- driven)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된 척도가 제시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프로티언 커리어에 관한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 오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티언 커리어 관련 국내외 연구들은

Briscoe와 Hall(2006)의 이러한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 기반의 개념을

받아들여 진행되고 있다.

한편, Sargent와 Domberger(2007)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을 이해

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과 커리어 경험을 탐색하고, 커리어 성

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었다. 인터뷰 결과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성인 커리어 관리에서의 자기주도성과 커리어 결정을 하는 기제로서 개

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가치지향성으로 나누어 점검되었다. 사례 분

석의 결과,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가치

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외부의 가치보다 자기 스스로의 가

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일(work with contribution)에 대한 선호와 일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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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화(work-life balance)라는 2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커리어의 경우 전통적인

커리어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높은 사

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전략에 대해 점검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최고의 대

안을 모색하였다.

Verbruggen와 Sels(2008)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발달가능한지,

발달가능하다면 예측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은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커리어 상담을 받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프로

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변화할 수 있으며, 커리어 관련 자신에 대한 인식

인 커리어 정체성으로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파

악하였다. 또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커리어 만족을 가져온다는 것

을 검증하였다.

박용호와 Rothwell(2009)은 조직학습분위기와 경력강화 전략이 프로티

언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일을 소명(work as calling)

으로 보는 것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상진(2011)은 경력정체성과 경력적응성

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매개 효과

연구를 통해 경력정체성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하나의 고정된 특성이 아닌 변화하

는 특성(Segers et al, 2008; Park & Rothwell, 2009)임에도 불구하고, 프

로티언 커리어 관련 연구들은 아직까지 주로 프로티언 커리어가 연구자

의 관심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체 혹은 부분적인 변인간의 구조에

관한 연구들로서 무엇이 어떻게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나 개발

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

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관련 주요 선행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

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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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선행 연구

연구 연구개요

Briscoe & Hall

. (2006)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으로 구성된 프로티언 커리

어 지향성 측정도구 개발

Sargent &

Domberger (2007)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로 프로티언 커

리어 지향성의 형성과정을 파악

Verbruggen &

Sels(2008)

남/여, 나이, 학력, 경력, 문화차이 등에 따라 프로티

언 커리어 지향성에 차이가 있음

Verbruggen &

Sels(2008)

커리어 상담을 받은 성인의 종단데이터를 통해 프로

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

화는 커리어 정체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검증

Park & Rothwell

(2009)

일을 소명(work as calling)으로 보는 것이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파악

김시진, 김정원

(2010)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의 자기주도성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

이상진 (2011)
경력정체성이 프로티언 커리어를 매개로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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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커리어 정체성

1. 커리어 정체성의 형성

커리어 정체성이란 자신의 가치, 관심, 역량에 따라 스스로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의미구조로서(Fugate,

Kinichi, & Ashforth, 2004), 커리어 정체성의 형성은 개인의 커리어 발

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김봉환 외, 2006).

커리어 정체성은 자신의 능력, 관심, 가치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서 커

리어 항해를 돕는 ‘인지 나침반'과 같이 커리어 경로를 찾아 갈 수 있도

록 돕고,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주며 내면의 열정과 동기

를 부여해 준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커리어 개발에 있어

서는 출생년도에 기반한 나이보다는 커리어 나이(career age)와 지속적

인 학습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커리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 커리어 정체성은 커리어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인

커리어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며, 커리어 성공에 중요하게 작용

한다(Hall & Moss, 1998; Hall, 2002; Hall & Chandler, 2005). 명확한 커

리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호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커

리어 정체성은 커리어 결정수준과 커리어 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내 주는

선별자(김봉환, 1997)이며, 커리어 정체성이 명확하면 자신의 자원을 집

중하여 출세, 승진, 돈 등의 전통적인 개념의 객관적 커리어 성공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

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주관적 커리어 성공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

(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Valcour & Ladge, 2008). 커리어

정체성의 확립은 커리어에 몰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커리어 정체성

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커리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Carson & Bedeian, 1994; Parasurama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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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정체성의 개념은 Erikson(1968)이 말한 자아정체성 개념을 커

리어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uper는 직업의 발달과정을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Super의 커

리어 발달에서의 자아 개념은 Erikson의 성격발달에서의 자아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커리어 정체성 개념이 자아정체성 개념을 커리어의 영역

에 적용한 것이라는 볼 때, 커리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논하

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Erikson은 정체성을 사회적,

개인적, 자아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정체성은 소속된 집단의 구

성원으로서 갖는 정체성을 뜻한다. 개인적 정체성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

유함을 갖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개인,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동일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자아정체성은 보

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으

로부터 발생되는 자아에 대한 개념으로,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때, 환경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개인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아정체성은 자

기로서의 동일성과 지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의 자극과

스스로의 내적 욕구 및 가치를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해 가면서 자신을

다시 정의해 갈 수 있다(김은석, 2011). 자아정체성은 새로운 변화를 수

용하고 자신을 다시 통합시켜 고유한 존재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러한 자아정체성은 삶의 발달과정에서 이루어져 간다(Erikson, 1968).

Marcia(1980)는 Erikson의 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탐색과

몰입이라는 차원을 두 축으로 하여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4가지 상태를

제시하였다. 탐색이란 지금까지의 익숙한 관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와 역할에 대한 의문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다양한 대안적 가능성을 찾는 것을 말한다. 몰입이란 특정한 가

치를 중요시 하고,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일에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정체성은 다음 그림과 같이 혼미,

상실, 유예, 확립의 4가지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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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arcia의 정체성 상태모형 (Marcia, 1980)

먼저, 정체성 혼미는 탐색도 하지 않고 몰입도 없는 상태이다. 정체성

혼미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고, 삶을 계

획하고 설계하려는 욕구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정체성 상실

은 몰입은 있으나 탐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체성 상실은 자신에 대

해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삶의

목표에 몰입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체성 유예는 탐색은 있으나 몰입이

없는 상태이다. 정체성 유예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구

체적인 목표나 해야할 일에 몰입하지는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끝으로,

정체성 확립은 탐색과 몰입 모두 있는 상태이다. 정체성 확립은 확고한

정체성에 기반하여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몰입하는 상태

를 말한다. 이러한 정체성 상태 모형은 커리어 정체성과 관련한 기저 이

론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정체성 확립이라는 고정된 최종지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위계적 접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체성 상태 모형에 기반하여 Meeus(1996)는 정체성이란 탐색 이후의

선택 및 정체성 유예상태에서 선택을 위한 ‘과정’으로 보았으며, 정체성

확립이 아니더라도 각 정체성 상태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체성 상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질문이나 깊은 고민

없이 정해진 정체성이지만, 그 자체로 정체성 상실도 훌륭한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체성 혼미는 무의식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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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개인은 단지 정체성을 정의할 필요성이나 환경에 의문을 품을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체성 확

립이 반드시 위계적 순서를 통해 얻어져야만 하는 발달의 최종지점으로

존재한다기 보다, 순서와 무관하게 처한 환경 속에서 개인은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탐색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

근은 정체성을 보편적인 구성으로 하나의 현실만 관계되며 위계적으로

순서를 지니고 발달해야만 하는 개념으로 보아 온 것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또한, Archer(1989)은 정체성의 발달이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인이 자신의 삶의 한 영역에서

는 정체성 유예상태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정체성 확립의 상태일 수

있고, 또 다른 제 3의 영역에서는 정체성 상실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접근은 한 개인이 영역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정체성 상태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Meijers(1998)는 정체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하면

서 스스로 구성하는 내적 자기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고정불변의 분리

되지 않는 단 한 개의 정체성만이 있다기 보다는 여러 개의 하위 정체성

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체성이란 유동적이며

환경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변화하거나 발달할 수 있음을 강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 그 개인으로 하여금 탐색

을 하게 하거나 명시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선택을 하

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유동적인 정체성에 대한 관점

은 시대적 변화와 연계하여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접근에 대해 논의한

고미숙(2003)의 국내연구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전

통적인 관점에서의 정체성이 ‘주어지고’, ‘본질적이며’, ‘고정적’, ‘불변적’

인 개인의 속성이자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개념이었다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다원적이며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언어라는 의미체계에 의

해 만들어지는 구성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형

성되는 대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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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정체성이란 이러한 유동적이고 기능적인 정체성의 개념이 커

리어의 영역에 적용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커리어 정체성은

개인이 지각하는 커리어 역할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동

시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경험하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이 만

들어 가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커리어 정체성은 과거 경험의 단순한

총합으로 이루어진 고정불변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의

미 있고 유용하게 만드는 내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Vondracek, 1992;

Meijers, 1998). 의미를 형성하는 내적 네트워크이자 구조인 커리어 정체

성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동기, 흥미, 역량과 수용가능한 커리어 역할을

의식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커리어 정체성은 실제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이끄는 구조로서 유동적인 특성이 있다(Meijers, 1998).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부여 과정이자 유동적인 내적구조로서의 커리어

정체성의 형성을 도식화 시켜보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4]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부여 과정으로서의 커리어

정체성의 형성 (Meijer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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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대화는 감성이 지배하고, 삶에서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외적대화는 인지가 지배하며, 스스로 받아들일만

하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추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커리어 정체성은 내적대화와 외적대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된다. 이렇게 형성된 커리어 정체성은 다시 실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

여 새로운 실행에 따른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러한 경험은 다시 내적, 외

적 대화를 통한 의미부여를 통해 커리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

듯 커리어 정체성은 상호적, 지속적, 유동적, 역동적인 구조로 볼 수 있

다. 이전 경험에서 학습되었던 역기능적인 심리적 가정들은 삶에서의 새

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리될 수 있으며

(Mezirow, 1985), 의미부여와 실제 수행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면,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

성과 동기를 갖게된다(Meijers,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정체성을 자아정체성 개념이 커리어의 영

역에 적용된 것으로서 특별한 역할과 장소에 국한되거나 과거 경험의 합

으로 구성된 고정된 불변의 개념이라기 보다, 인생에서 일과 관련된 경

험을 통해 구성되는 자기개념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발달

될 수 있으며 언어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유동적인 내적 구조로 파악

한다.

2. 커리어 정체성과 프로티언 커리어

Hall(1996)은 프로티언 커리어를 발달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량중 하나

로 커리어 정체성을 들었다. 프로티언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 잠재력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은 자

신에 대해 이해를 통해 태도를 바꾸고, 자신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모

색하여 개발하는 능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고 일의 요건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말한다. 프로티언 커리어에서는 커리어를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학습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학습의 한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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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정체성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Hall(1996)은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말하는 학습을 기간과 목표의 차

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학습의 기간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학

습의 목표는 일에 대해 배우는 것과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습목표로서 과업관련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일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기대되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곧 성과향상에 필요한 업무기술을 학습하는 것

을 말한다. 한편, 과업관련 학습의 장기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특정 기술

이나 이를 통한 당장의 성과향상을 의미한다기 보다, 일에서 요구되어지

는 요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적응력 향상을 의미한다.

[그림 2-5] 프로티언 커리어에서의 학습과 정체성 (Hall, 1996)

다음으로,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말하는 학습목표로서 자아관련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태도를 이해하고 변

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자기자신 및 타인, 환경과의 관계를

맺는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아관련 학습의

장기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일과 관련 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장과

개발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커리어 정체성과 적응력의 향상은 커리

어에 개발에 필요한 다른 역량들을 습득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 된

다는 점에서 이 두 역량은 매타역량(meta-competencies)이라고 불리워

진다. 이 두 가지의 메타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나가는 것은 프로티언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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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이 강조되면, 스스로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환경

에 무기력하게 반응만 하게 될 수 있으며, 적응성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정체성은 자기인식은 있으나, 처한 환경하에서 의미있는 실행으로까지

연결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Gubler, Arnold, & Coombs,

2014; Hall, 2002, 2004)

프로티언 커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프로티언 커

리어 지향성은 배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커리어 정체성이 중요

함을 말해왔다. Hall과 Moss(1998)는 커리어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생태

학적 나이보다는 커리어 나이이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을 언급하였고, Fugate, Kinicki와 Ashforth(2004)는 커리어 정체성은 커

리어 적응성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변화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사회에서 커리어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을 배양

할 수 있다고 보았다. Briscoe와 Hall(2006)은 프로티언 커리어는 지속적

인 학습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와 적응성의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Verbruggen과 Sels(2008)는 커리어 상담을 경험한 성인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발달가능하며, 커리

어 정체성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일부인 자기주도성의 개선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단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상진(2011)은 경력정체성이 프로티언 커리어를 매개로 경력몰입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이론

적 개념과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과 커리어 정체

성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프로티언 커리어

가 실제 현장에서 개선이나 발달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커리어 정체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정체성이란 커리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

점, 약점, 동기, 가치 등,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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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기성찰

1. 자기성찰과 정체성

자기성찰(self-reflection)이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것으

로, 마음의 상태, 자신의 행위, 겪은 경험의 의미 등을 의식적으로 생각

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찰에 대해 Dewey(1933)는 기존의 믿음

이나 지식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후

많은 성찰관련 이론들의 기반이 되었다. 성찰, 반추, 성찰적 사고 등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성찰은 성찰의 개념에서 성찰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보다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성찰은 행위이자 경험에 대해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사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기성찰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기존 지

식에 존재하는 오류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통합시키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하고 탐색하는 고차원적인 사고이다(권성호, 유명숙, 2006).

사고란 내적 표상을 다루고 조작하여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인간은 자기성찰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고

만들어 내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Phenix, 1964). 여기에서 의미란 인

간의 자기성찰적 사고를 통하여 얻은 경험 내용을 논리에 맞게 조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기 나름의 결론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채, 1997). 그러므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 느낌, 행

동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는 자기성찰이라는 사고 과정으로 삶의 경험에

서 얻는 복합적 의미를 통찰해 볼 수 있다. 개인은 자기성찰을 통해 모

호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분명하고 조화를 이루고 안정되고

통합된 경험으로 전환한다(Dewey, 1933). 그리고, 경험이란 단순히 무언

가를 해보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가 인간 내부의 변화에

반영되어 연결될 때 완성된다(Dewey, 2008). 자기성찰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명확한 인식을 통해 새로운 이해와 시각을 덧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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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자, 자신의 행위나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Johns, 2004). 이러한 자기성찰을 통한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와

이를 통한 변화와 성장은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자기성찰은 학

습이론 속으로도 통합될 수 있다.

경험학습이론에 의하면, 학습이란 경험이 변화하여(transformation) 지

식으로 창조되는 과정이며, 지식은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과정의 결

과물로 본다. Kolb(1984)는 경험적 학습 주기(experiential learning

cycle)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하면서, 경험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

을 통하여 학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 구조와 결합 되면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성찰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2-6] 경험적 학습주기 (Kolb, 1984)

Mezirow(1991)는 경험을 통하여 암묵적 규칙인 의미도식 뿐만 아니라

의미 도식보다 높은 단계에 위치하는 삶,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가정

인 의미관점도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성찰은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Rodgers(2002)는 자기성찰을 사람들의 경험을 더욱 깊은 이해를 동반한

다른 수준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의미 형성 과정으로 보았고, 이러한 성

찰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에 공헌한다고 하였다. 자기성

찰을 통해 자신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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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된다(김남성, 1983). 자기성찰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면, 자기이해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성찰은

개인의 정체성 및 자아 탐색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황혜진, 200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기성찰은 삶에서의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

는 성인들이 변화하거나 성장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을 통해 삶에서 겪는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 부여 과정을 통해 경험을 정리하고 경험을 통

해 진정으로 학습하고 변화, 성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도 있다. 이런점에서 보면, 자기성찰의 핵심은 삶에서의 경험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세상과의 부딪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을 탐색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확립해 나가는 지속적인 학

습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기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으로, 정체성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성

찰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하기도 하지만, 정체성이 형성 되어 가는 과정

에서 자기성찰이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정리하면, 자기성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자기성찰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 성찰적 글쓰기

자기성찰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글쓰기가 있

다. 글쓰기는 생각한 것을 정리하여 문자로 표현하는 일련의 고등사고

과정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써 보는 방법은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Perl & Wilson, 1986),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비

교적 자유로우며,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누구나 용이하게 수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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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요즘 사회에서는 인터넷 및 전자기기의 발달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글쓰기 작업이 용이해 졌으며, 글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수행에 도움이 된다(Campbell,

2004).

다양한 글쓰기 유형 중 ‘성찰적 글쓰기’가 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

미를 깨닫거나, 명확하게 의미를 정리하게 되기도 하므로, 모든 글쓰기는

그 자체로 이미 어느 정도 자기성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성찰적 글쓰기는 새로운 나의 발견을 위한 동기 유발이 가능한 글쓰기를

말하며, 자기서사, 자기기술, 자기탐색, 자기표현 등을 함축하고 있다(오

태호, 2012; 한래희, 2014).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느

낌이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특별한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다. 성찰적 글쓰기는 경험의 반추를 통해 경험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며, 자기 이해를 위한

탐구를 통해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재조정하거나

외부세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거나, 성찰적 글쓰기 활동 그 자체로

또 다른 의미의 성찰을 유도하기도 한다(한래희, 2014). 성찰적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자신에 대해 돌아봄으로서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찰적 글쓰기는 자신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변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아형성 및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다(오태호, 2012; 한래희, 2014).

성찰적 글쓰기는 성찰적 사고를 활성화 시킨다. 성찰적 사고란 자신을

이해하는 일련의 사고 행위로서, 대상을 대상 그 자체로 보기 보다는 대

상이 자기 스스로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한다(최홍

원, 2012). 성찰적 글쓰기는 이러한 성찰적 사고를 활성화시켜 자기자신

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돕고 나아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성찰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자

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의미를 탐색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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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방향성을 수립하는 의식활

동 과정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찰적 글쓰기에는 성찰일

지, 저널쓰기, 일기, 질문과 자기평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성찰적

글쓰기는 자기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강인애, 1997; 권성호, 유명숙, 2006; Boud, 2001; Williams, 2006;

McGuire, Lay & Peters, 2009). 또한, 성찰적 글쓰기는 그 과정에서 개

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 주변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성찰적 글쓰기에서 소재가 되는 개인의 경험에는 친구, 가족, 주변

사람 등 타인이 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찰적 글쓰기는 타인들

에 대한 자기성찰도 일으킬 수 있다.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타인을 바라

보고 타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차이를 발견하거

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등 타인 및 주변환경을 보다 잘 인식

하게 되기도 한다. 성찰적 글쓰기를 통한 정체성의 재정립 과정은 나와

타인 및 외부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수 있다(박세원, 2012).

이렇듯 성찰적 글쓰기는 효과적인 자기성찰을 촉진하여 개인의 정체성

및 자아 탐색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

찰적 글쓰기를 통한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은 프로티언 커리어 의

식발달을 활성화 시킴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메

일로 회신된 자료는 자기성찰의 실제적 사례가 되어 현상에 대한 실질적

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을 자기 자신을 성찰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를 돌아

보고 살피며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학습과정으로 보고, 성찰적 글쓰기를

통한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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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실험집단 통제집단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연구참여자 90 100.0 49 54.4 41 45.6

성별

남 50 55.6 20 40.8 30 73.2

여 40 44.4 29 59.2 11 28.8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 뿐 아니라 직업의 요건,

교육 기회, 개인적 요인 등과 같은 현실요인을 고려하여 선택이 이루어

지는 중요한 시기이다(김봉환 외, 2006). 본 연구의 대상자는 S대학교 재

학생들로 학부 대학생들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생들을 모두 포함하

며, 이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보인 사람들이다.

모집과정을 통하여 총 130명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으나, 끝까

지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90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4주후

사후설문까지 최종적으로 제공한 이 90명으로 실험집단은 54.4%, 통제집

단은 45.6%였다. 나이는 평균 25.04(SD= 4.322)세로 가장 나이가 적은

학생은 18세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37세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5.6%, 여학생이 44.4%를 차지했고, 전공별로는 문과계열전공이 58.9%

이과계열전공(예체능1인 포함)이 41.1%를 차지했다. 소속 과정별로는 학

부과정생이 47.8%, 석사과정생이 30.0%, 박사과정생이 22.2%를 차지했

다. 본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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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20세미만 9 10.0 4 8.2 5 12.2

20세~30세미만 70 77.8 39 79.6 31 75.6

30세~40세미만 11 12.2 6 12.2 5 12.2

전공

문과계열 53 58.9 32 65.3 21 51.2

이과계열 37 41.1 17 34.7 20 48.8

과정

학부 43 47.8 20 40.8 23 56.1

석사 27 30.0 16 32.7 11 26.8

박사 20 22.2 13 26.5 7 17.1

제 2 절 연구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

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실험설

계는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대안가

설이나 반대가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초연구

가 부족할 경우에 좋은 연구 설계법이 될 수 있다(김계현, 2000). 이에

본 연구는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 체험을 제공하는 실험연구를

설계하였다.

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설계되었다. 실험집단에는

매일 1개씩 6일간 총 6회 커리어 정체성 질문을 제공한 후 성찰적 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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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S1) Stage 2(S2)

실험집단 O0 x O1 x O2 - O3 - O4

통제집단 O0 y O1 y O2 - O3 - O4

기를 실시하기로 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커리어 정체성과 무관한 대안적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실험처치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실

시전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3일후 중간검사 및 6일후 사후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를 점검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성의 유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처치 종료 2주후 사후검사를,

또 그로부터 2주 후 사후검사를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5주의 기간

동안 사전-중간-사후-사후2주-사후4주 총 5회에 걸쳐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연구설계

O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O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중간검사(3일)

O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6일)

O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2주검사(사후검사 이후 14일)

O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4주검사(사후2주검사 이후 14일)

S1: O0에서 ~ O2까지 단계 (6일)

S2: O2이후 ~ O4까지 단계 (28일)

x: 실험집단의 처치(1회처치/1일, 6일간)

y: 통제집단의 대안적 활동(1회/1일, 6일간)

-: 무처치 기간 2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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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과정

A. 예비실험

본 실험의 실시에 앞서 적절성 및 연구참여자 반응 등을 점검하기 위

하여 예비 실험을 실행하였다. 예비실험은 S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생 2

명 박사과정생 1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의 Stage 1단계와 동일한 조건으

로 1일에 1질문씩, 총 6일간 6개의 커리어 정체성 성찰질문을 제공하고

이메일로 성찰한 바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사전, 중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단, 예비실험 단계에서는 Stage 2단계에 대한 사후2주, 사후

4주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예비 실험을 통해 실험에 대한 소감을 묻

고 피드백을 구하여 본 실험의 진행에 반영하였다.

B. 참여자 모집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대학교의 대학생활문화원을 접촉하여 대학생활문화원내 게시판에

연구참여자 모집안내문을 게시하였고, 대학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공지도 병행하였다. 또한, 대학 캠퍼스내 가용한 게시판들을 다양하게 활

용하여 연구참여자 모집안내문을 가능한 많이 게시하였다. 아울러, 교내

재학생들이 많이 있는 장소(예. 도서관, 기숙사, 식당, 카페 등)를 찾아가

직접 연구를 알리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 본실험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직접 면대면으로

초기 안내를 제공하였다. 초기안내를 통해 연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 소개 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사전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들은 초기 안내를 제공받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배정 되었으

며, 본인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초기 안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약 15 ~ 20분 가량 소요되었다. 연구안내, 연구



- 40 -

동의서 작성, 사전설문이 끝나면, 연구 참여자에게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매일 하루에 1개씩 6일간 총 6개의 질문이 제공되었다. 첫 번째 ~ 세번

째까지 질문 제공 후, 3일째 중간설문이 실시되었고, 네 번째 ~ 여섯번째

질문 제공 후, 6일째 사후설문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별도의

아무런 개입없이 2주후에 사후설문_2주후를, 그리고 그 이후 2주후 (사

후설문으로부터 4주후에) 사후설문_4주후를 실시하였다. 연구 진행 기간

동안 사전설문 포함 총 5번의 동일한 설문 측정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하여 처치에 따른 변화 및 처치 이후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면대면 안

내를 통해 연구동의를 확보하고 사전설문을 실시하는 초기안내 이후의

과정은 면대면 접촉없이 온라인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초기

안내에서 마지막 사후4주 설문 수집까지는 5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참

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기안내를 제공할 때 최종 사후4주검사까지 제공해

주는 참여자에 한하여 최종 설문 접수 후 5천원상당의 음료권이 소정의

사은품으로 제공될 것임을 안내하였으며, 마지막 설문까지 완료해준 모

든 참여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3. 실험집단의 처치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에 주어졌던 구체적인 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에게 주어졌던 구체적인 처치는 이메일을 통해 커리어 정

체성 질문을 하루에 한 질문씩 총 6일간 6개의 질문을 제공받고 자신의

성찰한 바를 글로 써서 이메일로 매일매일 6회 회신하는 것이었다. 자기

성찰체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는 질문하기, 충분히 시간

주기, 자기평가 전략을 사용하였다. 먼저 커리어 정체성에 대해 질문의

형태로 물어보았다. 자기자신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성찰적 글쓰

기의 한 유형으로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황혜

진, 2007). 또한, 한 번에 많은 질문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지 않고 하루

에 한 개의 질문만을 제공하였고, 질문 발송은 오전에 하되, 답변 회신은

저녁시간에 하도록 하여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



- 41 -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

고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

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을 저녁에(6시이후~잠들기

전)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하실 때, 본인이 생각하는 오늘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성찰 정도를 함

께 보내 주십시오.

4 = 매우 충분한 성찰

3 = 충분한 성찰

2 = 부족한 성찰

1 = 매우 부족한 성찰

러, 회신할때 자신의 성찰정도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여 성

찰정도에 대한 자기평가를 요구하였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평가를 통하

여 자신의 수행과정과 성취결과를 스스로 지켜보는 기법으로, 자신을 직

접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수행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실험집단에 주어졌던 구체적인 처치의 예

시는 <표 3-3>과 같다.

<표 3-3> 실험집단의 처치 예시

실험집단에게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6개의 커리어 정체성 질문이 매일

1개씩 6일간 제공되었다. 실험집단에게 제공된 커리어 정체성 질문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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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코스피 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약어:KOSPI)는 한국거

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에 주식에 대한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

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입니다. 요즘의 코스피 지수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의 코스피 지수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떠오르

는 단어들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통제집단의 대안적 활동

본 연구에서 통제집단에게 주어졌던 대안적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집단에게 주어졌던 대안적인 활동은 이메일을 통해 경제상식

관련 질문을 제공받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회신하는 것이었다. 6개의 경

제상식관련 질문은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인당국민소득, 경제성장

율에 대한 것으로 매일 1개씩 6 일간 제공되었다. 통제집단에게는 답변

이메일 회신의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찰에 대한 평정도 요

청하지 않았다. 통제집단에게 주어졌던 대안적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

다.

<표 3-4> 통제집단의 대안적 활동 예시

제 3 절 연구도구

1.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을 위한 질문

본 연구에서 커리어 정체성이란 커리어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강점과

약점, 가치와 동기 등을 잘 파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인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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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질문

강점 /

약점

당신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혹은 개선이나 개발이 필요한 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약점(혹은 개선이나 개발이 필요한 영역)에 대처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약점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해 나감에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커리어를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가치 /

동기

당신은 자신의 커리어와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커리어와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삶에 있어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무

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있어 에너지와 동기를 부

여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직업에 있

어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을 위한 질문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질문

커리어 정체성 질문 항목은 Verbruggen과 Sels(2008)가 자기인식, 자

기지식, 커리어 통찰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문항을 구성한

후, 12개의 커리어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카운슬러들을 통한 전문가 자문

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6개항목에 대하여 155명의 경영컨설턴트들

에 대한 샘플 검사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cronbach 값은

.8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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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측정문항 내용
신뢰도

(Cronbach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자기

주도

PTC_1

만일 취업후 다니는 회사으로부

터 자기개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면 나는 스스로 교육기회를 찾

을 것이다.

T0 - .865

T1 - .874

T2 - .910

T3 - .917

T4 - .913

PTC_2
내 커리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PTC_3

나는 전반적으로 매우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커리어를 관리 할 것

이다.

PTC_4

내 커리어 경로를 선택하는 자유

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의 하나이다.

PTC_5
나의 커리어는 내가 스스로 책임

지고 맡아 담당한다.

PTC_6
내 커리어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내 자신을 믿는다.

PTC_7
커리어에 관한 한, 나 자신의 모습

을 추구한다.

PTC_8 그동안 커리어를 탐색할 때 다른

2.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설문

본 연구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커리어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

감에 있어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심리적 성향 및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측정은 Briscoe

와 Hall(2006)의 커리어 관리 자기 주도성 지표 8문항과 개인 가치 중시

지표 6문항인 총 14문항을 대학생에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일부 설문 문

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문항의 내용과 신뢰

도는 <표 3-6>와 같다.

<표 3-6>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설문 문항의 내용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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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도움보다는 내 자신에 의

존해 왔다.

가치

지향

PTC_9

나는 취업후에도 내가 속한 회사

의 의도보다 내 의도에 따라 나

의 커리어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PTC_10

주변 사람들이 나의 커리어 선택

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PTC_11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내가 생

각하는 성공이 더 중요하다.

PTC_12

만일 회사가 내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을 지시한다면 나는 내 양심에

따를 것이다.

PTC_13

남들이 선호하는 커리어보다 내가

계획한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

PTC_14

만일 회사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요청한다면, 나는 나

의 가치관대로 결정할 것 같다.

연구참여자는 동 설문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성향, 모습과 일치하

는 정도를 선택하여 번호에 체크하고, 이 값이 크면 프로티언 커리어 지

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동 설문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 7=전적으로 그렇다). 측정시점별 cronbach 값은

사전(T0) .865, 중간(T1) .874, 사후(T2) .910, 사후2주(T3) .917, 사후4주

(T4) .91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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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인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

찰체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단계 성장모형(PGM: Piecewise

Growth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단계 성장모형은 종단적 자료

를 활용하여 변화 및 성장을 밝히는 분석방법인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chical Linear Models)에 의한 다층성장모형(HLGM:　Hierachical

Linear Growth Models)중 시간에 따른 연속성과 단계에 따른 비 연속성

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다. 다층성장모형을 통한 분석은 각각

의 관찰시점에서의 측정값의 변화를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

성장률을 고려한 후, 연구에서 사용한 처치에 의한 추가적 증가분을 산

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선형성을 가정한다

는 점에서 특정 시점 혹은 단계에 따라 상이한 발달궤적을 보이는 상황

을 상정해야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층성장모형의 한 종류인 다단계 성

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김동일 외, 2009).

본 연구의 데이터는 실험 처치가 적용되는 측정단계(Stage 1)의 값과

실험 처치 이후 아무런 개입이 제공되지 않는 사후측정단계(Stage 2)의

값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연속성과 단계에 따른 비 연속

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 성장모형은 측정단계에

따른 서로 다른 성장궤적을 모형에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단계마

다 각각의 변화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단계별 비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는 종단자료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은 변화함수를 추정하는 1수준 모형과 개인차를 설명하는 2수준 모형으

로 구성된다. 모형의 검증절차는 먼저 발달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기

초모형인 무조건 평균모형과 무조건 성장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다. 그

리고, 발달적 변화에 대한 무선효과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개인차를 예측

하는 설명변수를 투입한 연구모형인 다단계 성장모형을 설정하고 통계적



- 47 -

으로 추가적 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화분석

A. 무조건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

무조건 평균모형은 독립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모형으로 비변화를 가정

한다. 종속변인의 수준이 (초기치)와 (오차)가 합해진 값임을 의미

한다.

1수준(반복측정 모형)

:   

2수준(개인수준 모형)

:    

 : 번째 개인의 번째 측정시점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 번째 개인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초기치 전체 평균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의 개인편차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모형의 오차

[고정효과]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초기치 전체 평균

[무선효과]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의 개인편차

무조건 평균모형에서는 총 변량 중 2수준(개인수준) 변량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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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나타내는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 상관계수)

값을 도출하여 개인차 분석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그림 3-1]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산출 방법

B. 무조건 성장모형(Unconditional growth model)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한 성장모형 가운데 가장 단순한 모형은 선형

모형이다. 이 모형의 1수준에서 시점 에서의 개인 의 점수는 절편 

와 선형 기울기 에 의해 예측 된다. 는 표본 내의 각 개인마다 상이

한 절편과 선형기울기가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본 내의

각 개인은 고유한 선형 기울기와 절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2수준에서

는 절편인 와 선형 기울기 과 를 추정한다. 따라서 무조건 성장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수준(반복측정 모형)

:   

2수준(개인수준 모형)

:    

:    

:    

 : 번째 개인의 번째 측정시점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 번째 개인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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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1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대한 번째 개인의 시간

변화크기

 : Stage 2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대한 번째 개인의 시간

변화크기

 : Stage 1에서 번째 개인의 번째 측정시점

 : Stage 2에서 번째 개인의 번째 측정시점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모형의 오차

[고정효과]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초기치 전체 평균

 : Stage 1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기 전체 평균

 : Stage 2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기 전체 평균

[무선효과]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의 개인편차

 : Stage 1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의 개인편차

 : Stage 2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의 개인편차

위에 제시된 1수준의 식은 개인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오차가

합해진 값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는 시점 에서의 개인 의 점수

를 나타내며, 는 시점에서 모형에 의해 예측된 점수와 시점에서 번

째 개인의 점수의 차이로 오차를 나타낸다. 2수준에서의  ,  , 는

전체평균을 의미하며, , , 는 개인 의 절편과 기울기가 전체 절편

및 기울기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즉, 절편과 기울기에 있어서의 개

인 의 무선효과를 나타낸다. 절편은 시점 0(time=0)에서의 Y값을 나타

내기 때문에, 시점이 코딩되는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

로는 첫 측정시점을 0으로 코딩하게 된다(McCoach & Kaniskan, 2010).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측정시점인 사전검사를 0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측정 검사인 중간검사와 사후검사 시점을 측정된 날짜를 반영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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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으로, 사후 2주, 사후 4주 검사도 날자수를 반영하여 20, 34로 코딩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절편은 처음 시점에 측정된 초기치로 해석

될 수 있으며, , 는 변화크기를 의미한다.

2. 다단계 성장모형(PGM: Piecewise Growth Model)

앞서 제시된 무조건 모형에서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개인

차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추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티

언 커리어 지향성 및 내적통제소재에 대하여 변화의 초기치와 변화크기

각각에 대한 독립변인인 커리어 정체성 성찰과 성별, 전공(문과/이과),

과정(학부/석사/박사) 등의 개인요인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데이터는 실험 처치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의 측정단계(Stage 1)와 실험 처치 이후 아무런 개입이 제공되지 않는

사후 측정단계(Stage 2)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연속성과

단계(Stage)에 따른 비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다단계성장모형을 활용하

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단계성장모형이 선형 성장모형과 다른 점은

1 수준 모형내에 2개 이상의 시간변인을 포함시켜 각 측정단계마다 상이

한 변화크기를 추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모형함수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수준(반복측정 모형)

:   

2수준(개인수준 모형)

:     커리어정체성성찰  성별  전공   과정  

:     커리어정체성성찰  성별  전공   과정  

:     커리어정체성성찰  성별  전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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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째 개인의 번째 측정시점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 번째 개인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

 : Stage 1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대한 번째 개인의 시간

변화크기

 : Stage 2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대한 번째 개인의 시간

변화크기

 : Stage 1에서 번째 개인의 번째 측정시점

 : Stage 2에서 번째 개인의 번째 측정시점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모형의 오차

[고정효과]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초기치 전체 평균

 : Stage 1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기 전체 평균

 : Stage 2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기 전체 평균

~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에 미치는 학생의 변인

(커리어 정체성 성찰, 성별, 전공, 과정)

~ : Stage 1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시간변화크기에 미치

는 학생의 변인(커리어 정체성 성찰, 성별, 전공, 과정)

~ : Stage 2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시간변화크기에 미치

는 학생의 변인(커리어 정체성 성찰, 성별, 전공, 과정)

[무선효과]

 :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의 개인편차

 : Stage 1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의 개인편차

 : Stage 2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의 개인편차

위의 수식에서 는 개인 i의 초기 상태를, 는 개인 i의 첫 번째 측

정단계에서의 변화크기를, 는 개인 i의 두 번째 측정단계에서의 변화

크기를 의미한다. 또한 는 초기 상태의 평균을 나타내는 고정효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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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

시점

일

단위
  (+)

Stage 1

1 0 0 0 0

2 3 3 0 3

3 6 6 0 6

Stage 2
4 20 6 14 20

5 34 6 28 34

수이며 는 첫 번째 측정단계에서의 평균변화크기를 는 두 번째 측

정단계에서의 평균변화크기를 나타내는 고정효과계수이다. 무선효과 

는 개인 i의 초기상태()에서 개인들간의 평균초기상태()를 뺀 편차

를 나타낸다. 또한 무선효과 는 개인 i의 첫 번째 측정단계에서의 변

화크기()에서 개인들간의 평균변화크기()를 뺀 편차를, 무선효과 

는 개인 i의 두 번째 측정단계에서의 변화크기()에서 개인들간의 평균

변화크기()를 뺀 편차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2개의 시간변인인 와

를 모형의 Stage 1, Stage 2로 예로 들면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다단계 성장모형의 시간변인 예시

연구참여자들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을 5회 반복측정하였을 때, 커

리어 정체성 자기성찰 질문을 제공한 처음 3번의 실험처치 측정시점은

Stage 1 단계로, 이후 2번의 성찰질문 제공 없는 무처치 사후측정시점은

Stage 2로, 각각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기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기간의 시간변인 코딩은 달라져야 하는데, 2개 시간변인의

코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간변인의 값을 합한 값( + )

과 시간변인의 원래값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3번째 열은 일단위를 기

준으로 한 시간변인의 원래값이고, 4번째와 5번째 열은 각각 와 

의 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6번째 열은 두 시간변인의 합을 나타내는데

이 값은 원래 시간변인의 값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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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로티

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조건 모형을 구성하여 선

형모형과 이차함수모형을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들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단계 성장모형을 구성하여 측정단계(Stage)별 관

련 변인들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종단적 관계

는 HLM 6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외에 SPSS 18을 이용하여 주

요 변수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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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사전검사)

전체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연구참여자 73.23 9.77 71.67 9.30 75.10 10.13

성별
남 73.94 9.66 73.05 7.75 74.53 10.83

여 72.35 9.97 70.72 10.23 76.64 8.16

전공
문과계열 72.74 9.91 71.53 9.62 74.57 10.31

이과계열 73.95 9.66 71.94 8.88 75.65 10.18

과정

학부 73.16 11.64 72.00 12.42 74.17 11.10

석사 72.48 8.34 70.19 6.08 75.82 10.23

박사 74.40 7.11 73.00 6.99 77.00 7.10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초기값(사전검사값)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전체는 73.23(SD = 9.72), 실험집단은 71.67(SD = 9.30), 통제집단의 경

우 75.10(SD = 10.13)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사전검사 기술통계값은 <표 4-1>과 같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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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Stage 1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_사전
73.23 9.77 71.67 9.30 75.10 10.13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_중간
74.32 9.38 73.67 8.84 75.10 10.04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_사후
76.89 10.13 77.31 10.32 76.39 10.01

Stage 2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_사후2주
76.73 10.46 76.63 10.73 76.85 10.27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_사후4주
77.61 10.37 78.10 10.35 77.00 10.50

2. 측정 시점별 주요 변인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인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전체, 실

험집단, 통제집단의 측점시점별 기술 통계치는 <표 4-2>와 같다. 프로

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각 시점별 평균은 전체집단의 경우 사전 검사

73.23(SD = 9.72), 중간검사가 74.32(SD = 9.38), 사후검사가 76.89(SD

= 10.13), 사후2주 검사가 76.73(SD = 10.46) 사후4주 검사가 77.61(SD =

10.37)이었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검사 71.67(SD = 9.30), 중간검사가

73.67(SD = 8.84), 사후검사가 77.31(SD = 10.32), 사후2주 검사가

76.63(SD = 10.73) 사후4주 검사가 78.10(SD = 10.35)이었다.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검사 75.10(SD = 10.13), 중간검사가 75.10(SD = 10.04), 사후

검사가 76.39(SD = 10.01), 사후2주 검사가 76.85(SD = 10.27) 사후4주

검사가 77.00(SD = 10.50)이었다.

<표 4-2>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측정시점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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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사전 중간 사후 사후2주 사후4주

사전 1

중간 .852** 1

사후 .745** .862** 1

사후2주 .778** .862** .914** 1

사후4주 .671** .814** .880** .907** 1

제 2 절 상관관계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값들간의 내적관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측정된 각 값들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상관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3>에 제시되었다. 사전, 중간, 사후, 사후2주, 사후4

주 총 다섯 시점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값들은 모두 정적상관을 나

타냈다.

<표 4-3> 시점별 측정된 프로티언 지향성 값들의 상관관계

  

제 3 절 다층모형

1. 변화분석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를 가정함에 있어서 타당성을 평가하고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확인하기 하여 비 변화를 가정한 무조건 평균모형과 측정시점이 3

회인 경우 가정할 수 있는 선형적 변화를 검증하는 무조건 성장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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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값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

평균
75.73*** 0.98 77.52 89 0.000

무선효과
표준

편차
분산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

개인편차
9.10*** 82.75 89 1875.03 0.000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시간별

오차
4.54 20.57

비교하였다. 무조건 성장모형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있어

서의 개인차를 추정하고자 설명변수는 포함되지 않고 절편만 있도록 모

형을 설정하였다. 시간은 Stage 1(사전, 중간, 사후)와 Stage 2(사후2주,

사후4주)를 각각 0, 3, 6, 20, 34로 코딩하였고, 따라서 절편()은 첫 시

점인 사전검사의 평균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각각 다음 <표 4-4>, <표 4-5>와 같다.

<표 4-4> 무조건 평균모형(비 변화) 결과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표 4-4>에 제시되었듯이 무조건 평균모형

에서 각 개인에 대한 다섯 번의 반복 측정에서 평균( = 75.73, p <

.001)이 통계적으로 0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개인차( = 9.10, p <

.0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ICC 산출 방법에

따라 계산한 ICC는 .80이었다.

            

<표 4-5> 무조건 성장모형(선형적 변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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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값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초기치

평균
73.08*** 1.01 72.16 88 0.000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변화크

기 평균
0.60*** 0.12 5.01 88 0.000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변화크

기 평균
0.03 0.02 1.63 88 0.11

무선효과
표준

편차
분산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초기치

개인편차
9.19*** 84.38 88 1024.89 0.000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변화크기

개인편차
0.89*** 0.80 88 232.06 0.000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변화크기

개인편차
0.09* 0.01 88 117.42 0.020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시간별

오차
3.09 9.57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수준이 시간에 따라 무조건 성장한다고 가정

할 때,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수준의 초기치 평균은 73.08점(p < .001)

이었으며, Stage 1에서는 측정 시점마다 0.60점(p < .001)씩 증가하는 패

턴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Stage 2에서는 변화나 성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Stage 1에서 시간 변수를 투입하여 설명된 분산비율은

.53((20.57-9.57)/20.57)로 시간 변수가 무조건 성장모형의 개인내 변량을

53% 가량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와 Stage1, Stage 2 변화크기의 변량이 각각 84.38(  = 1024.89,

p < .001), 0.89(  = 232.06, p < .001), 0.09(  = 117.42, p < .05)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초기치와 변화크기의 무선효과가 모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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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값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 평균
65.91*** 5.59 11.79 84 0.000

 커리어 정체성 성찰 3.74 1.99 1.88 84 0.063

 나이 84

 성별 -0.18 1.97 -0.09 84 0.926

 전공 0.29 1.82 0.16 84 0.872

 과정 0.895 2.202 0.406 84 0.473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 평균
2.85** 0.76 3.75 84 0.001

 커리어 정체성 성찰 0.74** 0.24 3.11 84 0.003

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초기치와 변화크

기에 있어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다단계성장모형을 통해 투입하여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다단계 성장모형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수준의 초기치와 변화크기에 개별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커리어

정체성 성찰을 독립변수로 도출하였고, 성별, 전공, 과정을 개별변인으로

하여 초기치와 변화크기 모형에 각각 투입하고 시간에 따른 연속성과 단

계(Stage)에 따른 비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다단계성장모형을 적용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에 대한 커리어 정체성 성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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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성별 -0.33 0.24 -1.36 84 0.178

 전공 -0.33 0.21 -1.62 84 0.108

 과정 -0.13 0.15 -0.89 84 0.374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 평균
-0.17 0.11 -1.53 84 0.130

 커리어 정체성 성찰 0.01 0.04 0.23 84 0.822

 나이 84

 성별 0.10* 0.04 2.47 84 0.016

 전공 0.05 0.03 1.51 84 0.135

 과정 -0.01 0.02 -0.68 84 0.500

무선효과
표준편

차
분산    

 프로티언 커리어 초기치

개인편차
9.21*** 84.78 84 982.51 0.000

 Stage 1 프로티언 커리어

변화크기 개인편차
0.83*** 0.69 84 202.79 0.000

 Stage 2 프로티언 커리어

변화크기 개인편차
0.08* 0.01 84 107.41 0.043

 프로티언 커리어 시간별 오차 3.09 9.57

        

먼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수준의 초기치에 대한 다단계 성장모형

결과에 따르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초기치는 65.91(p<.001)로 나타

났다.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프로티

언 커리어 지향성 값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74, p > .05). 아울러, 인구통계학적 개인요인인 성별, 전공, 과정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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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기와 관련하여 중간, 사후 6일간의

실험처치기간(Stage 1) 시기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평균 변화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 = 2.85, p < .001), 실험처치 기간에서의 프

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는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74, p < .001). 이는, 커리어 정

체성 성찰을 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커리어 정체성 성찰을 한 실험

집단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수준이 3일마다 평균적으로 0.74만큼 더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개인요인인 성별, 전공, 과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기와 관련하여 실험처치 이후

기간(Stage 2)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평균 변화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 -0.17, p = .130), 이 기간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성의 변화에는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 0.01, p= .822). 단, 성별의 경우 이 기간 프로

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0.10, p < .05). 그러나, Stage2에서의 전체적인 증가폭이 적기 때

문에, 비록 성별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 하였지만, 그 절대값

(0.10)은 매우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초기치와 Stage별 무선효과를 살펴봤을 때, 초기치(9.21, p<.001)에서

개인편차가 있었고, Stage 1(9.21, p<.001), Stage 2(9.21, p<.001)에서도

개인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이는 집단효과와 개인효과가 모두 있

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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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평균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

프 - 실험집단

[그림 4-2]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평균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

프 -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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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개별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

프 - 실험집단

[그림 4-4]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개별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

프 -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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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례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두 번째 연구문제인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 크기에 따른 커리어 정체성 성찰 내용은 어떠한가

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49개의 실험집단 사례들 중, 실험처치 기간과

그 이후 무처치 유지기간동안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측정값의 변화

크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연구참여기간 동안 프로티언 커

리어 지향성의 증가가 큰 사례 5개, 변화가 작은 사례 5개, 감소가 큰 사

례 5개를 선별하여, 세 그룹별로 커리어 정체성 성찰 내용이 어떠한가를

개별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정된 사례들의 이메일 회신 자료는 Hatch(2002)의 해석적 분석과 귀

납적 분석을 절충하고 Glaser와 Strauss의 근거이론기법을 일부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사례들의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

를 읽으면서 인상과 느낌을 메모하였다. 각 사례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커리어 정체성 질문을 받고 성찰하

면서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

가 등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해독하였다. 다음으로, 이메일 회신 자료에서

강점/약점 관련 첫 번째 ~ 세 번째 질문들과 가치/동기 관련 네 번째 ~

여섯 번째 질문들로 나누어 그들의 경험과 인지, 정서 및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도출하려 하였다. 그리고, 자료중 의미있는 부

분을 의미단원으로 하여 개념적으로 범주화 한 후 상위범주로 유형화 하

였다. 끝으로, 각 범주별 주요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데이터를 찾아 발

췌하였다.

1. 증가 큰 사례

변화가 컷던 사례들에서는 심리적 요인들이 자원으로 주로 언급되었

으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개발을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행복, 가족, 의미, 인정 등 주관적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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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중간 사후
사후

2주

사후

4주

변화

크기

성찰

정도

평균

사례 AA 57 69 67 70 82 25 2.2

사례 AB 54 57 69 66 78 24 2.8

사례 AC 67 81 80 87 90 23 3.2

사례 AD 79 85 96 96 98 19 2.8

사례 AE 45 54 62 55 63 18 2.1

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 주변의 인

정을 중시하며, 타인을 위한 공헌 봉사 등 이타적인 측면을 가치있게 생

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기성찰정도의 평균값은 2.1 ~ 3.2로 나타

났다. 선정된 사례들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

다.

<표 4-7> 사례별 프로티언 지향성 값의 변화 - 증가 큰 사례

A. 강점 / 약점 관련

가. 심리적 요인을 자원으로 인식

증가폭이 큰 사례에서는 강점 / 약점 관련 인내, 의지, 자존감, 책임감,

결단력 등 내적이고 심리적 요인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잘 버텨낼 수 있는 의지, 새로운 상황에

도 잘 녹아드는 적응력, 다른 이의 상황이나 아픔을 헤아리려는 마음

(사례 AA)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

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근거없는 징크스를 혼자 만들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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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힘들어 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사례 AB)

책임감이 강하고 규칙적이다...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잦고,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행동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높은

기준을 둘때가 많아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는다. (사례 AC)

..문제 해결력이 높다. 결단력이 있다.. 즉흥적이다(계획적이지 않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는 편이다. (사례 AE)

나. 구체적 자기개발방법과 지속적인 향상 모색

자신의 약점이나 이에 대한 개발점에 대해 나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기도 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자주 나누고,

일정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이 덕분에 생각없이 놓치는 일이 줄어들

고, 무엇이든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사례 AA)

자존감을 높이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거울을 보고 웃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한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 버리는 연습을 한

다.. 현재 moment에 충실한다. (사례 AB)

저의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대

처 방법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례 AC)

자신감 부족.. 여유를 갖되 걱정 보다는 고민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노

출되는 경험을 쌓을 것.. 생활습관 개선.. 기상 직후와 귀가 직후의 행동

이 중요함 (사례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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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신의 한계나 어려움을 인식하거나, 더 나은 방안을 찾기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

르는 것 같습니다...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편이지만, 자꾸 외면하게 되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례 AC)

B. 가치 / 동기 관련

가. 내재적, 주관적, 심리적 가치 중시

외적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심리적 가치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행복, 가족, 의미 등이 중요한 가치로 언

급되었으며, 그 중 행복은 총 11회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커리어와 인생에서의 가치라

고 생각한다.. 내 존재 가치를 알아 가는 것...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실행에 옮기기 어렵지

만,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 (사례 AA)

..그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라도 자기가 하고 싶고, 하면서 행복하다면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 하는 일일지라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AB)

중요한 것은 하면서 내가 즐거운가 입니다. 보통 직업을 갖게되면 평

생하게 되는데, 평생동안 할 일이 자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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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면, 힘들 때 언제든지 그만두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자기가 좋

아하는 것을 한다면, 힘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고, 이 일을

하면서 즐겁기 때문에 그만 둘 확률이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사례

AB)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그 일을 하면서 무의미 하다고 느끼

지 않는 것,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가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사례 AC)

... 가능한 많은 지적 유희와 자연에 대한 성찰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례 AD)

커리어 선택에서의 주요 가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명예, 자부

심.. 인생에서의 주요 가치는 행복, 안정감, 가족.. (사례 AE)

외재적인 가치로서 돈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일부 언급이 있었

으나, 돈 그 자체가 주요한 목적 가치로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기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돈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보였다.

..돈이 중요한 이유는 돈이 있어야 자기의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먹

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AB)

부가적으로 큰 부는 얻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

을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는.. (사례 AD)

나. 가족, 주변의 인정과 공헌 봉사 등 이타적인 측면 고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되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및 시선을 의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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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들로 부터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인의 인정, 칭찬, 긍정적인 피드백에서 많은 힘을 얻는다... 내가 원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면서도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

진다면 금새 추진할 용기를 잃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추구하는 바를 그

들에게 잘 펼쳐 보이고 그들이 나를 응원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는 것이

다. (사례 AA)

...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

고 힘든일이 있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는데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

면 내 할 일을 열심해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깁니다.. (사례 AB)

..건전한 인간관계의 형성 및 가족의 행복 역시 추구하는 가치들 중 하

나입니다.. 주변 동료 등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기대감이나 역설적이지

만 인정을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일을 계

속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듯 합니다.. (사례 AD)

또한, 타인과 함께 하며,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을 중요

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 때문에 더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사람들에게 제 여정과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AC)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역시 중요한 가치이며.. (사례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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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중간 사후
사후

2주

사후

4주

변화

크기

성찰

정도

평균

사례 BA 62 64 64 61 62 0 1.5

사례 BB 62 65 66 69 62 0 2.7

사례 BC 82 81 77 81 83 1 2.6

사례 BD 70 71 72 76 72 2 2.3

사례 BE 81 78 82 81 83 2 2.5

2. 변화 작은 사례

변화가 작았던 사례들의 특징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답

변이 구체적이라기 보다 비교적 짧고 간단한 편이었다. 또한, 돈, 경제와

같은 외재적인 요인가 중요한 동기로 언급되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성찰

정도의 평균값은 1.5 ~ 2.7 였다. 선정된 사례들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성 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4-8> 사례별 프로티언 지향성 값의 변화 - 변화 작은 사례

A. 강점 / 약점 관련

가. 명확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

대답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응답이 짧고 단편적이었으며, 생각해 본적

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딱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들이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평소에 커리어 개발에 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보니 딱히 떠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생각해본 것은 저는 커리어 개발을 할 기



- 71 -

회가 온다면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례 BA)

저의 약점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할 도리를 하고, 그

상황을 빨리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BB)

..부족한 걸 채워야하지만 그게 꼭 부정적인지는 모르겠다.. (사례 BC)

대학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제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

다.. 이런저런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되어 있어, 항상 머리가 복잡합니

다.. 사람마다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점과 장점은 관점

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BD)

.. 원하는 것을 모르니 어떤 점을 개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전반적으

로 봤을 때, 저는 영어와 불어를 잘합니다. 나중에 영어와 연관되어 있는

커리어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제가 확실하게 원하는

커리어가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 BD)

B. 가치 / 동기 관련

가. 짧고 단편적이며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응답

자신의 성찰한 바를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서술하기 보다 단답식으로

짧게 답하거나, 완전한 문장이 아닌 몇 개의 단어를 나열하는 단편적인

응답을 보였다. 생각해 본적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 네.. 일의 의미, 성장,

휴식 (사례 BC)

아직 어떤 커리어를 원하는지 몰라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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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가 추구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이제 슬슬 생각을 해봐야죠. 직업

의 가치? 제가 추구하는 직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가 만족을 해야 된

다는 것입니다.. (사례 BD)

커리어와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 가족, 사람간의 관계, 어우러짐,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 신의와 성실.. 중요한 가치; 인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성숙 (사례 BE)

나. 외적 요인에 대한 초점

돈, 경제에 대해 돈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주된 동기로 보여지는

언급이 보였다.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싫어하지 않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BA)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 삶의 큰 목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돈 역시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례

BB)

3. 감소 큰 사례

감소폭이 컷던 사례들에서는 심리적 요인들을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외부환경에 대한 언급도 일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개발

을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자기만족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중시여기고 있었으며, 도적적

의무, 책임, 윤리, 규범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찰정도의 평균값은 1.6 ~ 3.3 이었다. 선정된 사례들의 프

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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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중간 사후
사후

2주

사후

4주

변화

크기

성찰

정도

평균

사례 CA 67 61 57 53 56 -11 1.6

사례 CB 80 65 63 67 71 -9 2.2

사례 CC 72 66 68 73 66 -6 2.5

사례 CD 80 79 81 72 74 -6 3.0

사례 CE 79 71 72 73 77 -2 3.3

<표 4-9> 사례별 프로티언 지향성 값의 변화 - 감소 큰 사례

A. 강점 / 약점 관련

가. 심리적 자원, 역량 및 외부환경에 대한 인식

감소폭이 컷던 사례에서도 정보정리, 커뮤니케이션/소통 능력 등 개인

의 내재적 심리적 자원과 역량이 언급되었다.

.. 일이 주어지거나,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

정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 있게 일을 오래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사례 CA)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 침착하다. 마음이 맞기만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가장 결과가 좋다. 타인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

려워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공감능력은 약하다..

(사례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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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인 측면이 있다. 문학작품을 감상하거나 글을 쓸 때 힘이 된다.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때에도 강점이 된다... 다른 사람을

재밋고 즐겁게 해주는 일에 서툴다..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성격이 부럽기도 하다. (사례 CC)

아울러, 자신의 전공이나, 대학생으로서의 신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일부 나타났다.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어 보는 것 다양한 산업을 접해 보는 것 알고리

즘 공부.. 긍정적인 면은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어보는 것.. (사례 CB)

..아직 커리어 개발에 시간과 자원을 쏟는데 방해가 없는.. 대학이라는

시스템에 속해 있어 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는 점... (사례 CD)

나. 자기개발 방법과 지속적인 개선 모색

약점이나 개발점에 대한 생각과 나름의 대응 방안이나 자기개발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대응방안은 꽤 구체적이었고 풍부하였고, 그러한 방안을

실제 행동에 옮긴 경험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 -- 술자리나 엠티, 행사등 다 같

이 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생각의 속도가 느리다

--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연습한다.. 인정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 고집이 센 편이다 -- 상대의 장점이나 강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무언가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가끔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내 자신에 대한 기대치나 과도한 욕심을 버리려

고 하고 객관적인 성찰을 하려고 한다.. 공감능력이 약하다 -- 평소 내

감정에 귀를 기울리여 노력한다. (사례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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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이 약함을 지나치게 속상해 하지 않는 방법

을 택한 것 같다. 약점 자체를 고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

지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기분에 그만두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난다. 오히려 나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방향으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수월하

지는 않고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사례 CC)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사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감 충분하여야 한다..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그 출

발이다. 남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그러나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사례 CD)

먼저 내가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아무래

도 쉽게 고치기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냥 나의 일부로 받아들

이는 것이 나의 삶을 평온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은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자기개발서를 참고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챙겨보았다.. 나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례 CE)

또한, 자신의 문제와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극복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 실천에 대한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으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음. 즉, 의지에 문제도 있겠지만 대처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됨.. (사례 CA)

하나의 시점에 몰두하여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함.. 결정을 혼자 내려야만 한다. 따라서 그 책임도 온전히 나의 것이고

부담이 된다.. (사례 CC)



- 76 -

..완벽주의적이다. 완벽히 할 수 없는 것은 시작하기가 두렵다. 이론적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기가 어렵다.. (사례 CD)

B. 가치 / 동기 관련

가. 자기만족, 성장 중시

자기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성장과 변화의 중

요성을 언급하였다.

첫째는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

듯이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한일에 대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CA)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힘이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는 느낌이 들 때, 계획하던 대로 이루어 졌을 때 하루하루 살아 있다고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같이 성장하는 기분이 드

는 것.. (사례 CB)

.. 나 자신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인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가.... (사례 CC)

저의 커리어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 자신의 즐거움

입니다. 결국 모든 활동은 제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존경, 또는 인류 문명 발전에의 기여를 추구하기도 하겠

지만, 이 또한 저 자신의 만족감과 자존감 나아가 즐거움을 얻는 수단일

뿐입니다.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례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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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일이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인가? 하고자 하는 일

에서 나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장해 나

가고 있는가? 배워가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더 성

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사례 CE)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적성과 흥미입니다.. 몇십년 동안 업으로

삼아야 하는 일이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다면 그 보다 끔찍한 것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이유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CE)

외재적인 가치로서 돈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일부 언급이 있었

다. 경제적인 보상이 주요한 목적가치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결핍으로 인

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인 보상(쉽게 말하면 돈이겠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생활에 큰 부족함 없이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겠지만요) 벌 수 있으

면 된다고 생각되네요.. (사례 CA)

나. 주변으로부터의 인정받기 및 사회적 기여

가족과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동기로 작용하

고 있었다. 타인과의 관계 및 시선을 의식하면서,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힘을 얻으려는 관점이 있었다.

나의 삶에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어주는

사람들이다. 이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에너지를 불어 넣어준

다... 그러나 어떤 불안감이 더 강력한 동력원이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기

도 한다. 뒤떨어지거나 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목표를 이

루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생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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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채찍질한다..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은 부정

적인 감정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사례 CC)

제 삶의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생활

을 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생각하면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사례 CA)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

지.. (사례 CE)

경쟁에 대한 인식이 일부 보였다.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도 의식하고

이러한 경쟁에 이기거나 뒤지지 않기 위해 자극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사례

CC)

..제 삶에 에너지와 동기를 주는 것은 경쟁심입니다. 가시적인 경쟁자

가 있을 때 저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됩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무엇

보다 싫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쟁자로 삼은 실력 있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때가 가장 기쁩니다.. (사례 CD)

또한, 도적적 의무, 책임, 윤리, 규범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가

지고 있었다.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제품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람들에게 큰 피

해를 입힐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직업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직업의 윤

리적 책임감을 가지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덕적 의무감이 부족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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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례 CA)

..커리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하고자 하는 일이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것인가?.. 사회의 변화를 포착하여

사회의 올바른 규범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의미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 당대 사회에 필요한 공적인 쟁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고..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다.. (사례

CE)



- 80 -

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

향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커리

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을 제공하는 종단적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측

정값들은 다단계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변화크기에 따른 개

별사례들을 중심으로 커리어 정체성 성찰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티언 커리어 관련 종단적 실험연구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변화, 발달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프로티언 커

리어 지향성 변화크기에 대한 다단계 성장모형 결과분석에 따르면, 프로

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크기 관련, 6일간의 실험처치기간 동안의 프

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평균값의 변화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 2.85, p < .001). 즉, 실험처치를 실시한 기간(Stage 1) 동안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

티언 커리어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주장해온 프로티언 커리어는 변화가

불가능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이론적 주장

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프로티언 커리어 연구들은 프로티언 커리어가 변화가 불가능

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고 이론적 개념으로만 주장하거나, 특정 시점에

서의 횡단적 조사를 통해 개인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여 왔다.

하지만, 개인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변화, 발달 할 수 있음을 실증

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이 고정적인 특성이 아닌 개인의 변화 발달 가능한 특성이라는 것을 실



- 81 -

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향후 프로티언 커리어 관련 연구가 프로티언

커리어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개인의 실질적인 커리

어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개입과 처치의 관점에서도 연

구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처치기간(Stage 1) 동안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

에는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0.74, p < .001). 아울러, 실험처치 이후 기간(Stage 2) 동안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평균 변화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 = -0.17, p = .130), 이는 실험처리를 통해 이루어진 프로티언 커리

어 지향성의 변화가 최소한 1달은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커리어 정체성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의 창시자인

Hall을 포함한 기존의 프로티언 커리어 관련 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형성에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입장

과 일치한다. 또한, 커리어 정체성과 프로티언 커리어와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파악한 선행연구인 Verbruggen과 Sels(2008)의 연구 및 이상진

(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정해진 직무와

역할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기능적 요건 및 업무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수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굳이 깊게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해 할 필요도 크게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커리어 환경에서는 점점 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

이 중요한지, 나의 가치, 동기, 필요와 욕구는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

응하여 주체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함에 있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일과 삶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환경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기만 하거나, 반대로 맥락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구만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나가는 것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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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의 의미있는 관계 구축을 어렵게 하여 커리어를 추구함에 있어

깊이 있는 만족과 몰입, 의미있는 성취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의 요건이나 요구가 갑자기 변하거나, 자신의 기

대와 다르게 변할 경우에는 방향감각을 잃게 되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워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 및 취업을 지원함에 있어 취업

성과만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직업의 요건이나 직무의 요구에 개인을 무

조건 맞추어 지원하거나, 나는 누구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기반하여 커리어를 선택하기 보다는 외적으로 남들에게 보여

지는 부분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

인 질문과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일을 통해 자신을 구현해 나가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자신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일을 창조함으로서 주변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구직과 직업대안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위

해 자기성찰체험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는, 질

문을 제공한 후 그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글로 써보는 자기성찰체험

을 해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성찰이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탐색에 효과적인 방법이며 자기이해와 성장,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기성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Kolb(1984)의 경험적 학습이론

에서 강조한 온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자기성찰의 중요성

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이해와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언가 정

돈된 답을 주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해석이나 방향을

제시 해주지 않더라도, 필요한 핵심질문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두고, 자연

스럽게 스스로의 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

시한다. 따라서, 커리어 상담에서도 정보 및 답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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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지원과 더불어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코칭과 상담의 접근방식을 통합한 코칭상담적 방식이 더욱 적극적

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칭상담적 접근이란, 답을 직접 제공

해 주기 보다 핵심적인 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최적의 방안을 자신이 선택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주도적으로 경

험해 가고, 그 경험을 반추하고 다음 단계의 수행재료로 쓰이도록 돕는

방식으로, 코칭과 상담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의 커리어 환경에서는 knowing-how보다

learning-how가 더 중요하다는 프로티언 커리어의 이론적 설명과도 맥

을 같이한다.

넷째,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 크기에 따른 커리어 정체성 성

찰 내용이 어떠한가를 변화의 크기에 따른 세 집단별로 구분하여 개별사

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변화가 컷던 사례들의 연구기간동

안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는 25 ~ 18 점이었고, 사례들의

성찰정도 평균값은 2.1 ~ 3.2점 이었다. 사례들의 특징으로는 전반적으로

성찰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충실하였다. 상승폭이 큰 상위 사례들

의 경우, 강점 및 약점 관련, 인내, 의지, 자존감, 책임감, 결단력 등 내적

이고 심리적 요인들이 주로 언급되었고, 자신의 전공이나, 소속과정, S대

재학생이라는 사실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 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대부분 약점이나 개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

고 나름의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는 나름의 생각이나 자신이

고려한 대응방안을 실제 행동에 옮긴 경험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인식된 약점이나 개발점에 대해 구체적 대응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다.

즉,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고 어느정도 생각과 경험이 있음에도 멈

추지 않고 효과적인 대응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치 및 동기 관련, 외적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행복, 가족,

의미 등 내재적, 주관적, 심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중 행복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외재적인 가치로서 돈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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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필요성에 대한 일부 언급이 있었으나, 돈 그 자체가 주요한 목적

가치로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기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돈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동기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타인과의의 관계 및 시

선도 의식하고 있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들로 부터 인

정받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타인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

음, 사회에의 기여, 공헌으로까지 확장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Sargent & Domberger(2007)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형성

과정을 연구한 질적연구에서 파악되었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사회

적 기여(work with contribution),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변화 적은 사례들은 연구기간동안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의 변화크기는 0 ~ 2 점으로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이고, 사례

들의 성찰정도 평균값은 1.5 ~ 2.7 이었다. 사례들의 특징으로는 무언가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

았다. 또한 성찰한 바를 구체적으로 깊이 서술하기 보다는 단답식으로

짧고 간단하게 답변 하거나, 완전한 문장이 아닌 몇 개의 단어를 나열하

는 비교적 단편적인 응답방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답변의 형태는 실제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 어

떻게 답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몰랐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단지 귀찮

아서 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이건 이러한 결과는 커리어 관련

중요한 자기성찰과정을 단순히 개인 혼자에게만 맡겨두는 것보다는 경우

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타자의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찰질문의 제공을 통한 자기성찰체험 유도 이외의

다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참여자의 답변 특성에 따라

불명확함을 다루어주거나 성찰의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혹은 구체성의

미흡 등에 대해 추가적인 개입이나 보완적 개입이 제공되었다면 성찰체

험의 수준이 달라지고 실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변화

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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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극을 잘 받아들여 충실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할 수 없으면,

변화나 발달도 의미있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커리어 상담의

실제에서도 내담자에게 맡겨두기만 하기 보다는 반응 형태와 수준에 맞

추어 적극적인 개입과 피드백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

성의 감소를 불러온 사례들도 있었다. 감소폭이 컷던 사례들의 연구기간

동안의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변화크기는 -2 ~ -11 점이었고, 사례들

의 성찰정도 평균값은 1.6 ~ 3.3점 이었다. 감소 큰 사례들의 경우, 강점

및 약점 관련, 정보정리, 커뮤니케이션/소통 능력 등 개인의 내재적 심리

적 자원과 역량이 언급되었고, 자신의 전공이나, 대학생으로서의 신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다.

약점이나 개발점에 대해 나름의 대응 방안이나 구체적인 자기개발방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방안을 실제 행동에 옮긴 경험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문제와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치 및 동기관련, 자기자

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성장과 변화의 중요성을 언

급하였다. 타인과의 관계 및 시선을 의식하면서,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힘

을 얻으려는 관점이 있었다. 특히 하락폭이 컷던 사례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경쟁에 이기거나 뒤지지 않기 위해 자극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도적적 의무, 책임, 윤리, 규범 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감

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결과를 이해하되,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자신

의 정체성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여 자기이해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기존

의 태도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여 커리어에서의 자기주도성과 스스로의

가치 기반 태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

다. 개인의 정체성 유형이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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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화 시킨 접근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획일적 개입의 한계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균형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나 방법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커리어 정체성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충실히 고민하고 성찰하

였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이 초기보다 하락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Erikson의 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Marcia(1980)가 제

시한 정체성 유형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체성 유형에 따르면,

일부 유형의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에대한 충분한 탐색없이 자신의 정체

성에 대해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삶의 목표를 확립하고 몰입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유형은 탐색없이 받아들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경우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할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의 적성이

나 의지와는 달리 부모님이 선호하는 기준에 따라 혹은 직업획득에 유리

하게 보여는 기준에 의해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

다. 이들은 획일화된 가치, 타인으로부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요구된 가

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그럴 듯한 성공 목표 등을 자아정체성

에 대한 깊은 이해나 충분한 탐색 없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내재화한 경우일 수 있다. 하락폭이 큰 사례들의 경우, 이러한 유형일 가

능성이 있으나 보다 명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S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회신을 통한 글쓰기

에서 발생하는 커리어 정체성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화에 대한 제한성이다. 연구에서 일반화란 연구의 결과를 바

로 그 연구에서 사용된 피험자와 상황 이외의 상황에 까지 보편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김계현, 2000). 본 실험연구의 연구대상은 S대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숫자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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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대학 내에서도 과정, 전공 등을 세분화 하여 그 특성을 보다 차

별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대학생

일반으로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는 타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replication)도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자기성찰체험을 통해 프로티언 커리어 지

향성이 개발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한 일반화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

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은 커리어를 준비하고 이

끌어 나감에 있어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심리적 성

향 및 태도로 보고 Briscoe와 Hall(2006)의 커리어 관리 자기 주도성 지

표 8문항과 개인 가치 중시 지표 6문항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

도구가 비록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국내외 연구에 가장 널리 쓰여지

고 있기는 하지만, 측정문항들이 애초의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을 잘 반

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Hall(1976)이 오래전 주장한

프로티언 커리어는 최근 변화하는 시대의 추세와 맞물려 큰 관심을 끌게

되면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측정을 위한 구인이 재조명을 받고 있

다. 특히, 여러 실증연구에서 가치지향성 변인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면

서 Baruch(2014)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두 하위 변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단일변인으로 구성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등, 가치지향성과 자기주도성의 두 변인을 통합하여 단

일변인으로 사용하여 기존연구들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측정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재조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인으로 커리어 정체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커리어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강점 및 약점, 가치 및 동기 관련 Verbruggen과

Sels(2008)이 자기인식, 자기지식, 커리어 통찰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타당화한 6개문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커리어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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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른 정의를 가진 측정도구를 써서 연구할 경우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정체성을 과거 경험의 단순한 총합으로

이루어진 고정불변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의미 있고 유용

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유동적인 내적 구조

(Vondracek, 1992; Meijers, 1998)로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커리

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을 통해 실제로 커리어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는 제한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중 비교적 용이하고 간단하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

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글쓰기를 통한 자기성찰체험을 제공하였다. 하

지만 이것이 유일한 자기성찰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일방향적인 방법만으로도 어느정도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

은 다른 형태의 개입이 보완되거나 추가되었다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리어 정체

성에 대한 자기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을 모색하고 서로 다

른 개입 간 변화의 크기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할 수 있

다. 자기성찰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등의 모든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의미형성 및 재구성 과정으로, 성인교육의 본질적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자기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론은 무엇이 있으며 그 방법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메일

회신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적 개입으로서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회신을

해준달지, 1:1 커리어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명상 등 다양한 개입을 설

계하여 개입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관련 종단적 실험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종단적이라 함은 약 5주의 기간 동안 5

시점의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특히 실험 처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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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변화는 2번의 사후검사를 통해 28일의 기간동안 조사한 것이다. 따

라서 한달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의 장기적인 시점에서

는 변화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인지 등에 대

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따라서, 더 오랜 기간을 염두에 둔 종단연

구로 충분한 시점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험 이후의 변화 추세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정체성에대한 자기성찰체험 이외의 다

른 개인 변인들, 전공, 과정, 소속 등은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

에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성별, 학력, 경력 등에 따라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차이가 있다는 Segers et al.(2008)의 연구와

는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

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는 실시한 방법은 질문에 대해 이메일로 한번 회

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는 연구참여자의 깊이 있는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질적연구 혹은 사례연구를 통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형성과정이나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

경험을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타역량중 하

나로 커리어 정체성외에 커리어 적응성이 있다. 커리어 적응성은

Savickas와 Porfeli(2012)에 의해 측정도구가 타당화된 이후 많은 연구자

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커리어 적응성의 발달을 통

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

구도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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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담 실제에의 함의

프로티언 커리어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커리어 시대의 내담자들

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커리어 상담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관련 상담실제에의 함의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리어 상담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커리어 상담역량을 적극

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담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커리어 역량을 개발함에 있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내담자들이 새로운 커리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심리적,

내적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갖고, 커리어 상담전문가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전공자가 선택된 직업에서 인정을 받고 탁월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

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는 일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김봉

환 2001).

전통적인 커리어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프로티언 커리어 시대에는 지

속적인 학습을 통해 커리어 정체성과 커리어 적응성이라는 두 가지 메타

커리어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습득하

고, 도전적인 과업수행을 통해 성장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계맺음

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자기성찰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Brown et al, 2012). 따라서, 커리어 상담

자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이해하고 커리어 개발관련 내담자의 필요를 커리어 상담을 통해 가이드

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심리적 이슈들도 효과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예컨대, 내담자로 하여금 안주하려하기 보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커리어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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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나 실패 좌절의 경험을 견디

고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현실에 적

응하되, 자신의 목표하는 성취를 구현할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정을 지

속할 수 있는 끈기를 갖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커리어를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

록,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을 살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담자가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으로 커리어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담자가

성찰의 과정을 함께 해주고, 커리어 상담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조력해야 한다.

둘째, 프로티언 커리어에서는 내담자를 가치지향성과 자기주도성을 두

축으로 유형화 시켜 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

된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riscoe와

Hall(2006)은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의 두 가지 요인에 따른 의존적

유형, 경직된 유형, 반응적 유형, 프로티언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의존

적 유형은 우선순위도 모호하고 주도성도 없는 유형이고, 반응적 유형은

스스로의 커리어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 없이 움직이며, 경직된 유형은

가치는 명확하나, 그에 걸맞는 성취를 이루거나 필요한 요건에 아직 적

응하지는 못한 상태라 할 수 있고, 프로티언적 유형은 명확한 가치지향

과 높은 자기주도성을 보이며 지속적 학습을 통해 성장해 갈 수 있는 유

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면 커리어 상담의 효과

성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의존적 유형에게는 효능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접근이, 반응적 유형에게는 자신의 삶과 커리어

에서 중요한 가치명료화에 초점을, 경직된 유형에게는 성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탐색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도록 격려하며, 실천적

행동을 통한 가시적인 성취를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프로티언적 유형에

게는 스스로를 믿고 경험해 나갈 것을 지지하는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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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의 커리어 환경에서 내담자들은 점점 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내담자들

은 자신의 삶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

으로 확인하고 구현해 나가려 할 것이다. 자아실현은 최근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평생교육 정책의 중요한 의제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커

리어 상담은 내담자들의 생애전반에 걸친 경험을 확인하고 그러한 경험

으로부터 깊이 있는 자기 이해의 기반을 다져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담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인생과 커리어에서 방

향감각을 갖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험을 선택하며,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커리어 상담이 전

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유, 의지, 행복, 선택 등에 대해

고민할 것이며, 직업의 의미, 소명, 성장, 가치 등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를 상담자와 함께 풀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넷째, 커리어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

래를 창조해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과 변화가능성이 큰

사회환경하에서 내담자들이 품었던 커리어관련 목표들은 애초의 계획이

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빈번해 질 것이다. 따라서, 삶의 주요사건들에대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

함으로서,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변화의 상황에서도 방향성을 도출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기회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스스로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창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내담자들은 이러한 커리어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

의 존재를 필요로 할 것이며, 커리어 상담자는 내담자의 커리어 여정의

조력자로 함께 하면서 커리어로부터 개인이 소외되는 것을 막고,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과 삶을 통합하여 의미있는 자기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자신만의 커리어 스토리를 구성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어야 한다. 커리어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직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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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식나 가치체계를 유연하게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고, 융통성 있는 사

고와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강점과 갖고 있는 자원에 집

중하여 자신만의 경험과 커리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력

해야 할 것이다(Savickas, 2011).

여기에는 내담자들이 커리어 관련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코칭적 접근을 커리어 상담에 통합하

여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학분야에서도 코칭에 대한 관

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코치의 전문성 발휘의 핵심요

인중 하나가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상황과 그 사람의 심리상

태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상담전공

자들은 이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간의 이해에 기반한 문제해결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심리치료적 기반위에, 코

칭의 개념과 접근을 이해하여 활용하면, 커리어 역량강화, 적응력 강화,

변화유도, 리더십 효과성 증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더욱 효

과적으로 내담자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커리어와 연계된 자기주도 학습의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생애

설계와 생애개발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커리어연계 지속

학습(career related continuous learning:CRCL)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책임을 갖고 현재와 미래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을 지속하는 것

을 의미한다(London & Smither, 1999).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전통적 방식의 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배워나가고, 학습한 바를 현장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

한 커리어연계 지속학습은 인지과정과 행동과정의 연속을 통해 일어나

며, 학습한 바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한 목표의 수정 등이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뜻밖의 발견을 통해 잠재적

인 능력이 발견되기도 하는 비체계적인 학습형태의 특징이 있다(London

& Smither, 1999). 최근의 커리어연계 지속학습은 전 생애적인 커리어

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뿐 아니라, 인식 및 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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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의 의미가 과거에는 외부에

서 만들어진 지식을 개인이 교육이나 훈련으로 내재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평생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

다. 평생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의 주요내용은 바로 자신에 대해 배우고, 타

인과 세계에 대해 배우고, 존재하는 것을 배우고, 공존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배우고,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는 전생애에 걸친 커

리어 발달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생애설계와 생애개발 상담을 효과적

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커리어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다.

여섯 번째로, 심리치료적 역할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잠재성을 발견하

고 키워주는 교육적, 발달적 역할을 해야함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담전공자로서 커리어 상담의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의

개발관련, 커리어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은 무엇에의 전문가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관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커리어 상담 전문가

란, 단기적으로는 일과 커리어 관련 직면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내

담자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

와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커리어 환경과 연계하여 사람

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을 통해 온

전히 발휘하여 의미있고 충만한 성취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만의

커리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맡아줄 수 있어야 한다. Gelso와 Fretz(1992)는 일찍이 상담의 역할에는

심리치료적 역할외에도 사람들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교육적,

발달적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보다는 일견 큰 문제는 없고 정상적으로 기

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삶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내담자와 함께 함에 있어,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약점보다는 강점에,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자원과 에너지에 주목하며, 처한 환경의

맥락을 고려해 가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성장 및 커리어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앞으로는 커리어 상담전문가들도 예방과 발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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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조력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과 정체감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로

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전문가의 교육,

발달 차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현 시대의 추세를 반

영하여 커리어를 진로라고 하지 않고 ’커리어‘라고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의 커리어(career)연구들은 아동, 청소년, 대학생들에서는 ‘진로‘라는 용어

를, 그 이상의 성인 대상에서는 의미를 확장하여 ’경력‘이라는 용어를 사

용해 오고 있었지만, 변화하는 요즘의 추세에서 이러한 구분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학생시절에 진로를 모색

하고 사회에 나가서 경력을 쌓는 순차적 일회적 개념으로 커리어가 진행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평생교육, 생애개발의 시대에 늦깎이 성인들이

보유한 경력을 가지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공부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어릴때부터 단지 진로만 모색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와 유관한 경험을 쌓고 심지어 창업을 통한 ’경력‘을 이미

쌓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추세를 반영

하여 진로, 경력 구분없이 커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이러

한 진로, 경력이라는 용어의 구분은 점점 의미가 옅어 질 것을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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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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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성찰질문이 커리어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제)  

연구 책임자명: 박성욱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커리어 상담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귀하는 서울대학교 재학생이기 때

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박성욱 연구원 (박성욱, 00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

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

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

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커리어를 탐색하고 발달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커리어 상담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100명정도의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실험에 참여하면 이메일을 통해 간단한 질문을 받으시게 되며, 이메일에 탑

재된 질문에 응답하여 회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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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을 통한 질문은 매일 한 질문씩 6일동안 제공됩니다.

(3) 사전, 중간, 사후, 2주후, 1달후, 총 5번의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설문응답

에는 5분~7분 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실험에 참여하는 기간은 6일이며, 2주후 및 1달후에 사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요

청받을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서 특별한 부작용이나 위협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6일간 이메

일에 응답하여 회신하고 총 5번의 설문에 답을 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

질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언제든지 실험을 멈출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

지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자신에 대한 성찰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커리어 상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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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의 박성욱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

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

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

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

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

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은품이 최종 설문 제출 후 제공될 것입니

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ㅒㅒㅒㅒㅒ박 성 욱ㅐㅐㅐㅐㅐ       전화번호: 0 000 0000 0000   9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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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ㅒㅒㅒㅒㅒ박 성 욱ㅐㅐㅐㅐㅐ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ㅒㅒㅒㅒㅒ박 성 욱ㅐㅐㅐㅐㅐ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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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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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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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Career Identity

Self-Reflection on

Protean Career Orientation

Seong Wook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Counseling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apid Changes in business and economic environment have placed

new challenges to people's career. In this era, Hall(1996) declared the

advent of new career paradigm of protean career stating “The career

is dead - long live the career!" and the protean career has begun to

make a mark. Protean career is a career that is managed self-directly

and led by personal values or purposes. It is formed through a life

long continuous learning and identity changes thereto. Protean career

tends to put more emphasis on psychological, subjective success such

as personal pride or sense of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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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criteria such as position, title, or salary level(Hall & Mirvis,

1995; Hall 1996, 2004; Hall & Chandler, 2005).

Although protean career is not fixed attribute, empirical study on

what may affect its changes is very limited. Protean career theory

and a few precedent studies allow us to predict career identity could

be an important factor that has impact on protean career. Career

identity is an identity that self-identity concept is applied to career

area. It is not fixed in stone rather is formed and developed through

interacting with environment. Career identity can better be understood

as an internal structure that creates meanings to experience via

language, and that is functional and in flux. Also, reflective writing is

known to facilitate self-reflection and is widely used to explore

ident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a longitudinal

experimental study on how career identity self-reflection can impact

protean career orientation.

The experiment was to ask six career identity questions, one

question per day and receive written reply one question per day, for

six days consecutively. Protean career orientation was measured 5

times - 3 times during experimental intervention was applied (Stage

1; before the experiment started, during the experience after the 3rd

question is answered, after the 6th question is answered), and 2

times follow up check up while no interventions were provided(Stage

2; 2 weeks after, and then 4 weeks after the experiment). It was

conducted to university students. Out of 130 who agreed to

participate, final data from 90 students who completed through the

experiment were analysed where 49 were from experimental group

and 41 were controlled group.

The data was analyzed by Piecewise Growth Model(PGM) that can

consider both continuity by times and discontinuity by level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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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49 cases from experimental group, three groups of five cases

each were selected based on extent of protean career orientation

changes over the study period - big increase 5 cases, little or no

changes 5 cases, big decrease 5 cases. Self-reflection email responses

from each group were investigated.

The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uring the period when experimental interventions were

provided (Stage 1), protean career orientation changed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2.85, p < .001). This result is in line

with scholars claims who study protean career theory that protean

career is not fixed in stone, nor unchanging attribute but rather can

be changed and be developed.

Second, career identity self-reflection has impact on this changes in

Stage 1, and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0.74, p < .001). This

result is also in line with scholars claims in theory that career

identity is important in forming protean caeer as well as supports

relevant precedent empirical studies.

Third, in this experiment, self-reflection was used as a method in

impacting protean career orientation. The result therefore also

supports studies that self-reflection can be an effective way to

explore identity and that can affect self knowledge and attitude

change. It also accords with Kolb(1984)'s experiential learning cycle

that emphasizes self-reflection in learning.

Forth, self-reflection email responses from five cases where protean

career orientation changes over the study period was big were

investigated. The size of protean career orientation change was 25 ~

18 points, and the average level of self-reflection was 2.1 ~ 3.2. This

group mentioned innat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patience, will,

pride, responsibility, decisiveness, as their resources. Happiness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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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mentioned key word. They valued highly of family and

possessed perspective of contributing to society as motivation.

Fifth, self-reflection email responses from five cases where protean

career orientation changes over the study period was little were

investigated. The size of protean career orientation change was 0 ~ 2

points, and the average level of self-reflection was 1.5 ~ 2.7. The

response from this group were vague and too simple, listing a few

words in cases. Many mentioned never thought about it, or I do not

know, showing ignorance on provided career identity questions.

Sixth, self-reflection email responses from five cases where protean

career orientation changes over the study period was big decrease

investigated. The size of protean career orientation change was -2 ~

-11 points, and the average level of self-reflection was 1.6 ~ 3.3.

Existence of decreased points may suggest that self-reflecting on

career identity could generate confusion in existing beliefs and

attitudes, therefore weakening confidence in self-directedness or

valued-driven orientation.

Finally, limitations,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nd implication

to career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words : protean career, career identity, self-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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