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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그동안의 전통적인 진로이론에서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진로결정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의 약 70% 내외가 예기치 않은 우연 

사건의 영향을 받아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예측하지 못한 우연이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우연사

건은 사람들의 도움, 추천, 격려, 조언이나 정보제공, 롤모델과의 만남 

등 사람들과 관련된 우연한 관계 경험과 직업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 정보나 기회의 우연한 획득, 흥미 있는 활동 참여, 적재적

시 등 관계 이외의 경험으로 구분된다. 특히, 우연한 관계 경험은 진로

결정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우연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

인은 사람들과의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

로를 결정하게 할 정도의 강렬한 무언가를 체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체험한 우연한 관계 경험의 양상과 진로결정의 핵심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과

정에서 보이는 상담자들의 우연한 관계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진로결

정과정에서 보이는 상담자들의 우연한 관계 경험의 양상은 어떠한가? 셋

째,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을 한 상

담자 중 참여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학회 및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지니고 있거

나 1급 자격을 수련 중인 사람, 둘째, 현재 상담조교, 전임상담원 혹은 

객원상담원 등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는 기준에 적합한 대상

자를 선별하여 범주가 포화되는 시점인 18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

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20대가 6명, 30대가 6명, 40대가 5명, 50대가 

1명이었고 상담 경력은 3년 미만이 3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6명,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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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0년 미만이 4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명, 15년 이상 20년 미

만이 1명, 20년 이상이 1명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

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Strauss & Corbin, 1998)의 주요 

절차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 코딩 과정을 

통해 면담 자료를 개념화 및 범주화한 결과, 98개의 개념, 43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25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

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은 상담진로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우연한 관

계 경험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고민을 잘 들어주어 

인정받다’, ‘상담 진로를 추천받다’, ‘힘든 일로 상담 받다’, ‘상

담전문가를 우연히 만나다’,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다’ 로 나

타났다. 이러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깊은 감명을 받다’로 높은 수준의 정서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느끼다’, ‘위로해주며 감동

과 기쁨을 느끼다’, ‘상담 재능 발견에 감격을 느끼다’, ‘상담 받고 

삶의 빛을 보다’, ‘상담전문가에게 깊은 감명을 받다’, ‘친구와 상

담을 배우며 행복감을 느끼다’였다. 이러한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면

서 동시에 패러다임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맥락적 조건은‘외적 요인-이전 

진로에 대한 회의감, 진로결정을 존중해준 부모님’이 나타났고, ‘내적 

요인-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 관계추구의 욕구’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 현상이 ‘깊은 감명을 받음’에 대한 작

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도움의 손길’로 

‘도와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연한 관계 경험

을 만난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상담에 끌려 상담자가 되고 

싶어지다’, ‘진짜 삶에 대해 성찰하다’, ‘상담진로를 탐색하다’, 

‘우연한 만남을 계속 경험하다’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

과는‘상담 진로를 결정하다’, ‘상담자의 길로 접어들다’, ‘상담의 

길로 튜닝하다’,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다’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상담자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결과적인 측면과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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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함을 느끼고 앞으로 만날 인연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계속적이

고 과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핵심 

범주는 ‘우연한 만남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상담에 끌려, 진지한 성찰

을 통해 상담자가 되기로 함’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적 측

면, 맥락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가설적 관계를 진

술문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연한 관계 경험의 개념 도출, 우연한 관계 경험

에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과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아가 본 연

구의 의의, 제한점,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자로

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

연한 관계 경험이 상담자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영향 요인

들을 정리하여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초기 이론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진로결정과정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체험한 정서, 직관적 사고와 

의미부여,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등 개인의 주관적인 맥락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우

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후

속연구에서 상담자의 진로결정에 관한 대안적인 진로결정모형을 개발하

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일의 의미와 소명을 갖도록 도울 수 있

는 진로상담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주요어 : 상담자, 진로우연, 우연한 관계 경험, 진로결정과정, 근거이론 

□ 학  번 : 2015-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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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결정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우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연구들을 통해 제안되어 왔다

(손은령, 2012, 2018; Baumgardner, 1977; Betsworth & Hanson, 1996; 

Bornat, Henry, & Raghuram, 2011; Bright, Pryor, & Harpahm, 2005; 

Budescu & Bruderman, 1995; Hart, Rayner, & Christensen, 1971; 

Hirschi, 2010; Rojewski, 1999; Krumboltz, 2010; Salomone & Slaney, 

1981; Scott & Hatalla, 1990; Williams et al, 1998).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의 최근 사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컬링선수

들의 진로결정 과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컬링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야말로 정말 우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컬링 팀의 스킵(주장)인 김

은정 선수는 고교 재학시절에 의성 컬링장이 새로 생기면서 체육시간에 

체험학습으로 컬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친구 1명을 

더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반 친구였던 김영미 선수에게 

‘영미야, 같이 할래?’라는 쪽지를 보내 같이 컬링을 시작하게 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김영미의 동생 김경애 선수가 합류한 계기도 우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친언니인 영미에게 집에 두고 온 물건을 전해주러 

컬링장에 왔다가 선생님이 여자 중등부를 만든다며 중학생이었던 김경애 

선수에게 친구를 더 데리고 오라고 하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모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선영 선수가 합류하고 의성여고에 진학하

면서 의성여고 컬링팀이 만들어지게 된다(중앙일보, 2018.02.19.). 

  이상의 사례는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상 속의 일들이 진로를 결정

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로결정에 미치는 우연사건의 영향에 대해서 Crites(1969)는 우연

이론(Accident Theory)으로, Krumboltz(1998)는 우연진로이론(Happe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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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Theory)으로, 또 Bright, Pryor과  Harpahm(2005)는 진로무질서이론

(Chaos Theory of Careers)등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

연은 어떤 사건이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날 때 쓰이는 말

로, 미리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거나 어떻게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를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

한다. 우연(happenstance(Miller, 1983))이라는 용어는 기회(chance(Salomone, & 

Slaney, 1981; Scott, & Hatallo, 1990)), 뜻밖의 행운(serendipity(Betsworth & 

Hansen, 1996; Diaz de Chumaceiro, 2004; Williams, Soeprapto, Like, Touradji, 

Hess & Hill, 1998)), 동시발생(synchronicity(Guindon & Hanna, 2002))이라고도 

불린다. 

  진로에서의 우연 관련 연구들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우연사건이나 

기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중심 접근과 ‘계획된 우연‘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진로에서의 행운을 만들기 위한 요인에 대한 과정중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손은령, 2009; 2012). 첫째, 내용 중심 연구 결과, 응답

자의 약 70% 내외가 진로에서 우연 사건에 영향을 받아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영, 2011; Baumgardner, 1977; Betsworth & Hansen, 

1996; Bright, Pryor & Harpham, 2005; Hirschi, 2010). 진로에 영향을 미

치는 우연사건들은 사람들의 도움, 추천, 격려, 조언이나 정보제공, 롤모

델의 만남 등의 우연한 관계 경험과 직업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

건의 발생, 정보나 기회의 우연한 획득, 흥미 있는 활동 참여, 적재적시 

등의 관계 이외의 경험으로 구분된다(박현영, 유금란, 2012; 손은령, 

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이상희, 박서연, 김신우, 2013; 

Betsworth & Hansen, 1996; Bright, Pryor & Harpham, 2005; Salomone & 

Slaney, 1981; Williams et al, 1998). 둘째, 과정 중심 접근 연구에서는 우

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극적으

로 행동을 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손은령, 

2018). 

  초기의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진로의사결정 시 개인이 특정

한 직업과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를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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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접근기술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화, 세상에 대한 일반화된 생

각, 진로와 관련된 사고와 신념을 형성하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

습 경험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다양한 과제를 처리하는 과제접근기술이 

습득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접근기술은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

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기에 

진로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호기심, 인내

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의 다섯 가지 요인을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제시하고 삶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들을 개인

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였다(Mitchell & Krumboltz, 

1990, 1996). 그러나 우연진로이론은 진로에서 개인에게 우연사건이 발생

할 때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가

정 검토를 위한 연구가 요청되는 상황이다(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

향, 공윤정, 손진희 외, 2010). 진로에서의 우연 사건은 사건 발생 그 자

체가 아니라 개인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따라 개인에게 중

요한 경험이 되기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이 

뜻하지 않는 우연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그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구성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Savickas, 2005). 특히, 진로를 결정하게 한 우연 경험에

서 진로를 결정할 정도로 강렬한 체험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다룬 연구가 미흡하며, 진로우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계획된 

우연 혹은 우연 역량이란 개념으로 우연적 사건에서 개인이 어떤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

다(안윤정, 오현주, 2012). 

  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심리적 건강의 회복을 조력하는 직업 특성 상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관계적인 직업 동기가 높고 이러한 동기가 생기

는 데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는 직

업군 중 하나이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안윤정, 오현주, 2012; 

최재혁, 김명화, 2017; Williams et al, 1998). 특히, 상담자들은 대학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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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대학원의 전공 혹은 직업이 불일치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학의 

전공과 다른 상담 전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연의 요소가 개입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 2012). 예를 들어 신순옥, 박서연과 

이상희(2015) 연구에 참여자인 상담자들의 진로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

심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는 태도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중요한 개

인적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자꾸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우연에 관련

된 선행연구 결과, 상담자들은 자신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우연의 영향과 

의미를 잘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 2012, 2018; 손은령, 손진

희, 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안윤정, 오현주, 2012; 최재혁, 

김명화, 2017; Sandy, Allen & Ken, 2003; Williams et al, 1998). 이에 진

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한 우연한 관계 경험에 대한 의미화를 어떻게 하는 

지 밝히는 데 상담자가 매우 적합한 대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진로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구성된다(손은령, 2018).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의 진

로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Bandura, 1982). 상담자들이 사람들과의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진로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에서의 강렬한 체험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의 체험이 어떻게 역

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

하다. 특히,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적 특성이며,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가 직장인들로 하여금 이직

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헤럴드경제, 

2018.03.12.),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진로를 결정한 상담자들이 그 경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우연에 의한 진로결정과정을 탐색하

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에의 적응 기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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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진로 결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내부에서 일어

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제안된다(임은미, 2011). 그러나 질적으로 진로결정이 이루어지고 있

는 과정이나 개인이 겪는 진로결정 경험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김효정, 김봉환,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의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진로 경험 자체에 관심을 두고 개

개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방식을 통해 우연한 관계 경험에 의해 상담

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근거 이론 

연구 방법은 현상의 실체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Creswell, 

Hanson, Clark & Morales, 2007), 해당 주제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거나 

기존의 이론으로 조명할 수 없는 새로운 초기 이론을 도출하고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맥락적 측면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연구 주제에 활용되

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거이론 방법의 사용이 본 연구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난 우

연한 관계 경험에서 개인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며, 개인과 개인을 둘러

싼 맥락적 변인(관계, 정서경험, 행동 등)들과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

호작용이 무엇인지, 특히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요

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거이론 방법으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양상이 어떠한지, 그 경험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

가 무엇이며,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체험한 것은 무엇인지, 진

로를 결정하게 한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났던 우연한 관

계 경험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초기 이론을 구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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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해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

정하여 현재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자 한

다. 우연히 발생한 대인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상담

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담자 개인이 경험했던 생각, 느낌, 정서 등

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였고, 어떠한 

요인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

다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으로 진행하

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진로결정과정에서 보이는 상담자들의 우연한 관계 경험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진로결정과정에서 보이는 상담자들의 우연한 관계 경험의 

양상은 어떠한가?

2_1. 우연한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서들을 느끼는가?

2_2. 우연한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는가?

2_3. 우연한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연구문제 3.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서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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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과정

  일반적으로 진로결정(career decision)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진로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과정에 전

념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진로결정과 비슷한 의미인 진로선택

(career choice)가 결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인 반면에 진로결정은 과정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Harren, 1979).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진로선택을 강조하는 입장과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우연과 

같은 비예측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주관적인 진로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1) 진로결정에 대한 입장: 합리성 vs 비예측성 

  전통적인 진로이론에서는 이성의 합리성을 신뢰하며, 충분한 양의 직

업 정보들을 수집함으로써 개인과 직업이 일치되는 최적의 선택이 가능

하다고 본다. 이에 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의 분석, 직업의 분석, 개인과 

직업의 매칭 여부 분석의 3단계에 걸치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과정을 

중시한다(손은령, 손진희, 2012). 개인분석, 직업분석,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matching)을 강조하여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을수록 생산성 증가, 직무 만족 등 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Parsons, 1909). 즉,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포

부, 환경 등의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다양한 직업의 자격요건, 장단

점, 보수, 취업기회, 장래 전망 등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이 두 요인 간의 

합리적인 연결을 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진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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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특성-요인 이론은 직업선택 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과 표준화된 검사도구와 직업 세계 분석 과정이 진로상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심리검사 결과가 미래 직업의 성공 여부를 정확

하게 예언해주기 어려우며 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느냐 하는 타

당도의 문제를 지니며 내담자의 경험 및 배경 등의 자료들을 도외시 하

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직업 선택을 1회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전 생

애에 걸친 진로발달을 간과하고 있고, 왜 개인이 그런 흥미와 적성을 보

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단점을 지닌다. 특히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을 우유부단성으로 분류하였는데, 단순한 우유부단함

과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김봉환 외, 2010).  

  또한, Holland(1973) 이론은 진로와 사회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들과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조직화

하기 때문에 ‘구조적 상호작용이론’ 또는 ‘유형론적 상호작용이론’

으로 불린다. 즉, 개인의 성격 유형은 동료, 부모, 문화, 주변 환경 등 개

인적 요인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바라본다. Holland 이론에서는 

사람들을 6가지 성격유형(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기업가적, 관습적 유

형) 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 환경도 이 6가지 직업 환경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의 특징들에 부합되는 문제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을 찾게 된다고 본다. 즉, 실제적인 성격 유형의 사람은 

실제적인 환경을 찾으려고 하고 사회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사회

적인 환경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의 성격 유형을 

안다면, 그 둘 간의 성과, 즉 직업선택, 직업전환, 역량, 교육적 혹은 사

회적 행동 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이론은 성격

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잘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은 보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우며 생산적인 직업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

어는 매우 이해하기 쉬운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Holland의 RIASEC 육각

형 모형은 진로상담에서의 아이콘이 되었다(김봉환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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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전통적인 진로상담이론들은 Parsons의 삼 단계 이론의 틀과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다. 전체는 부분으로 분리되고 부분

의 이해를 통해서 전체의 이해가 가능하며, 원인을 알면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결과를 알면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지닌다. 이

러한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실재는 이해되고 가치중립적이며 객관

적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적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전통 진로이론들은 이성, 객관성, 합리성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

고 그 외의 영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Hartung & Blustein, 2002). 

  특히, 이러한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은 직업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신

과 직업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진로를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개인과 환경을 일치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성의 합리

성을 신뢰하며, 충분한 양의 직업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최적의 선택이 가

능하다는 확신을 개인에게 심어주는 것을 강조한다. 즉, 전통적인 진로

이론들은 개인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서 객관적인 과학자처럼 간주하

여 방법적, 체계적, 독립적,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Phillips, 1997). 

  전통적인 진로모델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진로 목표를 세우고 진로 선

택을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과 최대의 이익을 얻는 의사결

정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적성, 흥미, 강점에 맞는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결정을 중시해왔다. 이에 사람들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전공 관련 지식이

나 기술 습득, 스펙 쌓기에만 치중하게 되고, 합리적인 선택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적으로 취업 후에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공간인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직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

다. 그 결과 직장 내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는 

폐단을 가져왔다(매경프리미엄, 2017.07.18.; 전북일보, 2017.07.31.). 

  이제까지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합리성과 계획성, 일치성이 중시되어 왔

는데, 전통적인 진로이론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적으로, 객

관성을 중시하다 보니 개인의 주관적인 맥락을 간과하였고, 매칭 또는 

조화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인간의 상호작용적이고 적응적인 특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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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현상과 경험을 새롭게 해석해나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진로발달이 때때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건과 

경험, 즉 우연에 의해 변화될 수 있고 그 영향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Pryor & Bright, 2005). 

  그동안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되도록 합리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

석한 후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개인의 의

사결정 과정은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이기 보다 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Heppner & Krauskopf, 1987). 이에 진로결정에 

대한 대안모델(alternative-to-rational model)은 이성, 합리성, 객관성을 

강조하기보다 직관, 정서, 주관성, 상호성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제

안한다(Gelatt, 1989; Hartung & Blustein, 2002; Krieshok, 1998; Phililps, 

1994, 1997).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자주 

맞닥뜨리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Phillips, 

1997). 

  전통적인 진로이론이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준비라는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있지만 이 틀로만 진로결정을 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진로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손은령, 손진희, 2012; Krumboltz, 

1998; Savickas, 2011). 과거에는 변화보다는 안정이 우선시되었지만, 급속

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우리는 퇴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

화하는 게 필요하며, 계속되는 변화와 선택 과정 속에서 유연한 적응이 

필요하다.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만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진로모델은 

개인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서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맥락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를 지닌다. 이에 비합리성과 직관적 사고, 개인의 주관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Hartung & Blustein, 2002). 

  순간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며, 복잡하고 역동적인 체제에 끊임없이 적응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진로에는 매우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며, 언제 변화할지 모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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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연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최종적인 결과는 존재하지 

않고 끝은 다시 시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Stacey & Biblarz, 2001). 개인의 

성격, 흥미, 적성을 파악해서 적합한 일을 찾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원하는 직업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해왔던 원하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취업에 실패할 수도, 그리고 원하는 직업에 막상 취업이 되었다 해도 원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며, 그로 인해 선택의 방

향이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견디면

서 새로운 적응적인 반응양식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청된다. 이

제는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정형화된 틀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

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이 구성해나가는 진로선택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예측할 수 없고 산발적으로 우연히 발

생하는 현상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Pryor & Bright, 

2005).

3)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

  진로를 결정했다고 느끼는 상태가 진로결정 상태이며, 스스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전에는 진로미결정의 상태를 의미한다(김봉환, 김

계현, 1995). 진로결정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요인, 사회구조적인 

요인,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과정으로 진로결정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김진희, 

2014). 진로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하는지의 

여부, 진로 결정의 여부 등의 차이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진로 흥미, 

정체감, 자아개념, 자아 효능감, 불안, 부모와의 애착, 심리적 독립, 대

인관계, 사회적지지 등 여러 변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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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봉환, 김계현, 1995; 유지선, 2004;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임은미, 2011; 정채기, 1991; Guay, Billette & Marchand, 2006; Kimes & 

Troth, 1974; O’Hare & Tamburri, 1986). 

  그동안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양적 연구로 진행되

었기 때문에 진로결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

다(임은미, 2011). 특히, 진로상담 분야에서도 질적 분석을 통해 경험 현

상을 구성해나가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Blustein, Kenna, Gill & 

DeVoy, 2008),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Noonan, Gallor, Hensler-McGinnis, Fassinger, Wang & Goodman, 

2004). 진로 결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내부에

서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임은미, 2011). 

  국내 연구에서 장애인, 학업우수자, 대학생 대상의 진로결정과정에 대

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었지만(손진희, 2010a; 손진희, 2010b, 임은미, 

2011),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

다. 상담자의 진로 결정 관련 연구들은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이정화, 이상민, 박성륜, 이지희, 2011) 관심이 생겨나

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상담자가 된 이후에 전문성

이 발달해나가는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상담자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배연욱, 조성호, 

2009; 이문희, 2011; 최재혁, 김명화, 2007). 상담자의 진로결정에 대해 

관심을 일으킨 이정화 외(2011)의 연구에서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를 내

적동기 요인과 외적동기요인으로 구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상담자가 

되는 데의 내적동기요인으로 상담의 긍정적 영향력, 상담에 대한 관심

을, 외적동기요인으로 인정받는 진로, 융통성이 있는 직업 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첫째, 상담의 긍정적 영향력은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 제공이 가능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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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안내해주고 이끌어 주고 싶다는 동기를 의미한다. 둘째, 상담에 대

한 관심은 상담공부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고 싶어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동기이다. 셋째, 인정받는 진로는 상담자는 주위

의 존경과 신임을 받는 직업이며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게 인정되는 

직업이라는 것이 동기로 작용한 경우이다. 넷째, 융통성 있는 직업은 상

담자란 직업이 시간적으로 융통성이 많으며 다양한 형태(파트타임, 풀

타임, 프리랜서, 정규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일하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점이 동기로 작용한 경우이다.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우연사건을 경험하면

서 상담자의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0대 여성 진

로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손은령(2012, 2018)의 연구에서 우연이 일반

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고, 현재 직업을 갖게 한 중요한 계기인 것

으로 나타났다. 우연사건으로 직업 환경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또

는 추천,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 정보의 우연한 획득 등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 2018, 재인용). 직업상담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분석한 안윤정, 오현주(2012)도 우연사건에 영향을 받고, 낙관성, 유연성, 

호기심, 위험감수, 인내심의 우연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 및 

상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2015)의 연구 

결과 진로전환과정에서도 우연적 요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재혁, 김명화(2017)는 두 여성상담자의 진로전환 경험과 의미를 내러티브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두 여성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하

여 상담자로의 진로전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전환과정에서 

여러 우연 사건을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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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연진로이론(Happenstance Career Theory)

1) 우연의 정의 

  실제로 우연적 사건은 ‘계획되지 않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였거나, 

또는 상황적이면서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과 

관련되며, 이들이 진로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Rojewski, 1999). 어떤 사건이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날 

때 쓰이는 말로 미리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거나 어떻

게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를 우

연히 일어났다고 말한다. 진로선택에서 이성적 진로계획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우연한 일 혹은 기회가 진로선택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Miller, 1983). 예기치 

않은 사건이 진로결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Krumboltz(1998) 

뿐만 아니라, Super, Crites, Hummel, Moser, Overstreet와 

Warnath(1957), Crites(1969), Bandura(1982)가 제안한 개념으로, 뜻밖의 행

운(serendipity(Betsworth & Hansen, 1996)), 우연(happenstance(Miller, 

1983)), 동시발생(synchronicity(Guidon & Hanna, 2002)), 기회사건(chance 

events(Bright, Pryor, Chan & Rijanto, 2009)이라고도 불려왔다(Hirschi, 

2010). 이러한 개념들은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서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

던 사건이나, 우연한 만남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계획하지 않은 사건(unplanned events),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unexpected events),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unforseen 

events), 우연(happenstance)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중립적

인 의미를 갖고 있고, 행운(serendipity), 기회(chance)는 개인이 우연적 사건

에 어떻게 반응하여 결과로 나타나는 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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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연 관련 선행연구

  진로우연 관련 연구는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관심을 두는 가치중립적인 

내용중심 관점과 개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과정중심의 행동지향적

인 관점으로 나뉜다(손은령, 2009, 2018). 내용중심 접근은 진로 장면에서 

우연사건이 발생하며, 진로결정에 우연사건의 발생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 어떤 종류의 우연사건이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과정중심의 행동 지향적 관점은 진로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사건을 개인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며, 이러

한 우연기술이 다른 진로 변인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1) 내용 중심 접근 연구

  첫째, 내용 중심 접근 연구들에는 진로 장면에서 우연사건의 영향이 

있음을 밝힌 우연의 발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포함된다. 처음으로 진

로결정에 우연사건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사람은 Caplow(1954)

이다. 본격적으로 우연적 사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Roe와 Barich(1967)의 연구를 시작으로 진로에 우

연 사건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Hart, Rayner와 

Christensen(1971)의 연구에서는 숙련직과 반숙련직이 전문직에 비해 우

연의 영향 더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alomone과 Slaney(1981)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이 비전문직보다 우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ndura(1982)가 기회(chance)를 얻는 것과 우연적 사건

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Betsworth와 Hansen(1996)의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혹은 개인적인 연결, 기대하지 않은 발전, 적절한 장소와 시간

이 진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우연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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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 Williams 외(1998)의 연구를 계기로 우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진로에서 우연 사건에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

보면, Baumgardner(1977)의 연구에서 입직자 중 약 72%가 예기치 않았던 

요소나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중년기 성인 237명을 대상

으로 한 Betsworth와 Hansen(1996)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63%, 여성의 

58%, 즉 연구대상자의 2/3가 우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cott와 Hatalla(1990) 연구에서는 여성 피험자(46-62세) 63% 이상이 예상

하지 못한 개인적 사건으로 인해 직업 경로가 달라졌다고 보고하였고, 

Bright, Pryor & Harpham(2005) 연구에서는 772명의 고등학교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우연의 영향을 보고한 경우가 69.1%에 해당

되었다. Hirschi(2010)의 연구에서도 64.7%가 직업 선택에 우연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Bright, Pryor와 Harpham(2005)은 우연적 사건이 직업 경로

를 변화시키고 자아개념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이후에 Bright 외(2009)은 8가지 우연 사건으로 1) 전문적 혹은 

개인적 연결사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았거나, 추천을 받았거나, 구인

광고를 통해) 2) 딱 맞는 장소/ 딱 맞는 시간 3) 외적 상황으로 인한 격

려(교육과 경험을 하는 데 격려 받는 것,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 새로운 

분야를 추구하는 것) 4) 이전 직업/자원봉사 경험에의 영향 5) 원래 하려

던 진로가 막힘 6) 별로 흥미롭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이나 

활동에 참여할 경우 7) 예기치 않은 개인적 사건(다침 혹은 건강 문제)라

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는 송병국(1998)의 연구가 진로에서의 우연적 요인을 밝

힌 최초의 연구에 해당된다. 성인노동자의 59%가 직업선택과정에서 우

연의 영향을 보고하였고 합리적인 계획과 우연 사건의 조합에 의해 개인

의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손은령, 2018). 이상희와 신상수

(2012)은 우연적 사건은 직업 환경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또는 추

천,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 정보의 우연한 획득 등이라 밝혔고,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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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2012)은 우연요인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의한 진로변경, 외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 진로, 중요한 타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 특정 활

동을 통한 적성 발견, 우연한 기회를 통한 새로운 진로선택, 타인에게 

얻은 우연한 정보, 타인이 제공한 구체적 도움으로 밝혔다. 박현영과 유

금란(2012)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우연의 영향력이 약 70%이

며, 영향을 준 우연적 사건으로 개인적 혹은 사회적 대인관계(37.1%), 의

도하지 않았지만 흥미 있는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26.5%), 이전 진로계획

의 장벽(14.9%), 기타 계획되지 않은 사건(7.6%), 이전 직업 혹은 사회적 

경험(6.2%), 건강, 이사 등의 변화(2.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연사

건은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일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공과 희망직업 불일치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을 연구한 김진

희(2014) 연구에서는 전공전환 및 확장 단계와 진로재발견 단계에서 우

연사건의 발생이 새로운 진로탐색이나 지속적인 진로탐색의 계기로 이어

졌다고 밝혔다. 

  둘째, 내용중심 접근의 다른 주제에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우연경

험의 종류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포함되며, 관계 이외의 우연경험과 우연

한 관계 경험으로 구분된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의 표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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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신상수(2012)
o o o o

손은령(2012) o o o o o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2015)

o o o o o

이상희, 

박서연, 김신우 

(2013)

o

박현영, 

유금란(2012)
o o o

Betsworth & 

Hansen(1996)
o o o o o o

Bright, Pryor 

& 

Harpham(2005)

o o o o o o

Salomone & 

Slaney(1981)
o o o o

Williams 

외(1998)
o o o o o o o

<표Ⅱ-1>  우연경험의 종류

  관계 이외의 우연경험은 직업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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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 기회의 우연한 획득, 흥미 있는 일이나 활동 참여, 딱 맞는 일이

나 활동 참여, 딱 맞는 장소/딱 맞는 시간 등이 해당된다. 첫째, 외적상

황인 직업 환경의 변화이다(손은령, 2012; 이상희, 신상수, 2012). 진로를 

결정할 당시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 경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컸던 시

기여서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신순옥, 박서연, 이

상희, 2015). 공무원 시점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IMF가 발생하여 시험 경

쟁률이 상승하여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던 경우, 의무발령으로 졸업을 

하면 교사가 임용되던 체제가 임용고시 체제로 바뀌어서 다른 진로를 생

각하게 된 사례도 이에 포함된다(손은령, 2012). 둘째, 예기치 못한 사건

의 발생이다(손은령, 2012; 이상희, 신상수, 2012; Betsworth & Hensen, 

1996). 이에는 갑작스런 건강 이상,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남편의 미취

업 등으로 인해 원래 하려던 진로가 막히는 이전 진로계획의 장벽사건도 

이에 포함된다(박현영, 유금란, 2012; 손은령, 2012; Bright 외, 2013). 또

한, 승진과 같은 긍정적인 사건 등도 포함된다(Borg, Bright & Psyor, 

2006). 셋째, 정보나 기회의 우연한 획득이다(이상희, 신상수, 2012; 신순

옥, 박서연, 이상희, 2015; Betsworth & Hensen, 1996; Salomone & 

Slaney, 1981). 대중매체의 구인광고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기회

를 얻는 경우가 포함된다(Bright 외, 2013). 구체적인 예로 해외여행을 위

해 항공권을 알아보던 중 항공 홈페이지에서 직원 채용과 항공전문가 육

성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해

당된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넷째, 특정 활동을 통한 적성 발견

이다(박현영, 유금란, 2012; 손은령, 2012; Betsworth & Hensen, 1996). 이

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흥미 있는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전 직업/자원봉사 경험에의 영향도 이에 포함된다(Bright 외, 

2009).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들었던 코칭 강좌가 재미있고 흥미를 끌

어서 코칭을 배우게 된 사례가 해당될 수 있다. 다섯째, 딱 맞는 시간/ 

딱 맞는 장소(right time / right place)이다(Betsworth & Hensen, 1996). 

진로를 결정해야 할 바로 그 때 흥미를 끄는 것을 경험하여 진로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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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사례가 해당된다(Williams 외, 1998). 

   다음으로, 우연한 관계 경험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또는 추천, 중

요한 타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 타인의 조언이나 정보 제공, 타인의 

격려,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롤모델의 영향 등으로 분류되었다. 

Hirschi(2010)은 연구대상자가 보고한 가장 빈번한 우연적 요소로 타인의 

격려와 적재/적시(right place/right time)라고 밝혔다. 또한, 신순옥, 박서

연과 이상희(2015) 연구에서도 진로 전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요인

이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이었다. 참여자들은 우연히 새로운 사람

을 만나게 되어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추천을 받았거나, 기존에 알고 있

던 사람의 우연한 권유, 소개 등으로 새로운 진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에서의 칭찬과 인정, 격려

를 통해 자신이 잘하고 재미있어하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

영과 유금란(2012)의 연구 결과, 개인적 혹은 사회적 대인관계가 가장 언

급이 많이 되는 우연경험이었다(손은령, 2018). 이상희와 신상수(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두 차원의 군집 중 하나로 상황이나 사건의 발생-진로

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차원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

여 우연한 관계 경험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격려이다

(Betsworth & Hensen, 1996; Hirschi, 2010). 교육과 경험을 하는 데 격려 

받는 것이나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포함된다(Bright 외, 2013). 둘째, 

뜻밖에 주변 사람들의 추천, 소개를 받게 된 경우이다(손은령, 2012; 신

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이상희, 박서연, 김신우, 2013; 이상희, 신상

수, 2012). 손은령(2012)에서 제시된 사례로는 우연히 선배언니의 추천으

로 취업하게 되었거나, 대학 교직원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그의 도움으로 

현재의 직장에 입직하게 되었거나, 잠깐 인턴처럼 다닌 회사에서 그냥 

호감을 갖고 알게 된 언니가 추천해줘서, 견학을 오신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원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성공한 사람 인터뷰에서 만난 직업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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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구나를 느끼면서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열정

이 느껴져서 자신의 열정을 찾아 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된 경우, 지원서

를 넣었는데 자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등이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알아볼 때 주로 아는 사람

의 소개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최재혁, 김명화, 2017). 셋째, 다른 사람

이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를 선택한 경험이다(손은령, 2012; 손은령, 손진

희, 2012; 이상희, 박서연, 김신우, 2013;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취업이나 이직 과정에서 기존의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접하

게 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우연히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데

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직장을 다니는 손님을 만나 해당 직종에 대한 정

보를 얻고 진로를 준비하게 된 사례가 해당한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경험이다. 자폐아를 돌보다가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우, 공부방

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행동들을 보이는 아

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최재혁, 김명

화, 2017). 또한, 소년교도소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ADHD 등의 정신 질환 

및 학습장애를 앓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자 결심하고, 결국 정신과 전문의에서 비행청소년

을 회복시키는 대안학교 교장선생님이 된 경우, 대학 때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한 경험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소위 좋은 직

업과 유학 등을 다 포기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부적응 아이들, 농어

촌 청소년에게 멘토링, 진로 코칭, 학습 코칭해주는 사회적 사업을 운영

하는 아름다운 배움 대표 사례가 해당된다(윤태호, 하종강, 김현수, 최혁

진, 고원형, 2014). 다섯째,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반응을 통

해 특정 직업을 선택한 경우이다. 성적만을 중요시하는 어머니들의 다그

침에 아이가 많이 지쳐보여서 어머니와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는 선생님

이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 데

도 아이가 할 수 있는데 단지 꾀를 부리는 거라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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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지 않아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다지게 된 

경우이다(최재혁, 김명화, 2017). 여섯째, 롤모델처럼 되고 싶어서 진로를 

선택한 경우이다(Sandy, Allen & Ken, 2003). 롤모델이란 모방하고 따라

하고 싶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삶과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한다(Basow & Howe, 1979; Pleiss & Feldhusen, 

1995). 롤모델들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

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외(2014)에 제시된 사례로 만화

가 허영만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게 꿈이어서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 찾

아가 결국 그의 문하생이 되고 만화가의 길을 가게 된 경우이다. 일곱

째, 우연히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우연히 수강

한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코칭 강좌에서 만난 강사와 인연이 되어 코칭

을 배우게 되고 진로를 결정한 사례에 해당한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또한, 우연히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던 시기에 아래층에 살던 보일

러 기관장을 만나서 보일러 일에 입문하게 된 보일러 명장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장원섭, 김지영, 2013). 여덟째, 타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이다(신상수, 이상희, 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센터에서 진로상담을 받으면서 상담해준 상담선생님

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서 선생님께 구체적인 정보

와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사례에 해당한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한편, 우연진로이론에서 이야기되는 우연한 관계 경험의 영향에 대해 우

리나라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주의(individualism) 

문화권에서는 자기개념, 자율성, 심리적 독립, 그리고 고유한 정체성을 강

조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과 집단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집

단주의(collectivism) 문화권에서는 공유(sharing), 집단의 결속(solidarity), 

정서적 의존 등의 특징을 지닌다(Lonner & Adamopoulos, 1997).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은 관계적 맥락과 강하게 연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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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진로 결정이 스스로에 의한 결

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바, 혹은 추구하는 바를 반영하여 이

루어질 수 있다(Leong & Leong, 2014).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

권에서는 진로결정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진로결정과정

에서 사람들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 직업을 성취한 후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직장동료, 

상사 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장면임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화권에서는 

특히 직업세계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흥미, 상호작용이 사람과의 관계

(relationships)에 영향을 받고 구성될 수 있다(Blustein, 2011; Blustein, 

Shultheiss & Flum, 2004; Flum, 2001; Gergen, 2009; Richardson, 1993). 

개인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 가치, 그리고 신념을 구성하고 일

의 의미도 구성해나간다(Blustein, Kenna, Gill & DeVoy, 2008; Philips, 

Christopher-Sisk & Gravino, 2001; Young, Valach & Colin, 2002). 이에 

개인의 진로발달을 관계적 관점에서 직업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 학자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lustein(2006)은 직업을 사회와 문화의 경제적 

안녕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개인의 노력, 활동, 에너지로 정의하고 진

로 행동을 사람과의 관계적 행동으로 제안하였고, Savickas(2005)도 직업

을 사람들과의 연결, 사회에의 기여, 궁극적으로 자기 결정의 기회를 제

공해주는 원천으로 제안하였다. Richardson(1993)도 일의 의미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며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에

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계중심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

리적인 진로선택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

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게 되었다. 이에 우연진로이

론에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보고되는‘우연한 관계 경

험’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일의 의미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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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나가는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관계중심적인 문화권에서의 경향성

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과정 중심 접근 연구: 계획된 우연

 

  진로우연에 관한 과정 중심 접근은 행위 지향적 관점으로 계획하지 않

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우연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관

련된 연구가 포함된다. Krumboltz(1979)는 진로발달은 진로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예측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연적

인 일들이 개인의 진로에 개입되고, 이에 따라 직업선호와 진로선택이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진로상담을 학습을 위한 

기회에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형성하고 만드는 것을 포함하려는 확장

된 개념적 틀이며, 개인이 다양한 흥미와 능력을 개발해나가고 환경에서 

가능한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하다보면 우연한 사건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를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이라고 하는데, 계획되지 않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들을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능동적 과정을 포함한다.  

  계획된 우연은 삶을 질을 높여주는 우연기회를 탐색하고 사람들이 우

연을 통하여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사람들은 살면서 우연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모습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본다. 그래서 준비된 사

람만이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Krumboltz & Levin, 

2004). 계획된 우연은 탐색과 기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탐색은 삶

의 질을 높이는데 기회를 만들어내고 기술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연을 계획한다는 말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

지만, 우연적 사건을 개인이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본다(Mitchell, Levin & Krumbolz, 1999).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진로 기회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는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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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sity), 인내심(persistence), 유연성(flexibility), 낙관성(optimism), 위험

감수(risk-taking) 등이 제시된다. 호기심은 새로운 학습기회를 탐색하는 

것, 인내심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 유연성은 태도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가 올 때 그것을 긍정적으

로 보는 것, 위험 감수는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행동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에 성공적

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되며, 효과적인 진로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Krumboltz(2009)는 자라면서 해야만 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는 

것보다 내담자들이 여러 흥미롭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

며, 진로선택과정에서 대안적 기회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서 새로

운 활동에서 성공하는 기술을 학습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Mitchell(1990)은 과제접근기술은 진로발달이나 진로의사결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

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Mitchell, Levin과 Krumboltz(1999)은 계획된 우연을 진로상담과정에 적

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김봉환 외, 2010, 재인용). 

  단계 1은 진로상담 첫 회기에 우연한 일에서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취

했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 일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하

여 진로상담자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00씨 진로에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어떤 게 그런 우연한 일이 00씨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었나요?’, ‘앞으로도 00씨 삶에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단계 2는 내

담자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이러한 일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하여 진로상담자는 ‘00씨는 어떨 

때 호기심을 느끼게 되나요?’, ‘우연한 일들이 어떻게 00씨의 호기심

을 자극할 수 있었나요?’, ‘자신의 호기심을 높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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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나요?’, ‘00씨는 어떻게 자신의 호기심과 어떤 진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 단계 3은 내담자가 

우연한 일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진로상담자는 ‘자신에게 일어났으

면 하고 바라는 우연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00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일까요?’, ‘만약 00씨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 00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다. 단계 4는 내담자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방해되는 

것을 탐색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단계이다.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

성, 위험감수 등의 과제접근기술이 부족하여 우연한 사건을 바람직한 상

황으로 만드는 것을 꺼릴 수도 있고, 실천하는 데 방해하는 진로신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제 상황을 매우 어렵고 두려운 것으로 보는 

것,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고 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자는 ‘00씨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어 왔는가?’ 그러한 어려움이 얼마나 지속적

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

게 극복하던가요?, ‘00씨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첫 시도

를 할 수 있었나?등을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된 우연 기술들이 진로발달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Lee, Ha, Lee과 Lee(2015)의 계획된 우연 척도(PHCI: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가 개발된 이후에, 계획된 우연 기

술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취업 태도를 보이고 진로 탐색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진로정체감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남

근, 정미예, 2013). 

  계획된 우연기술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감소에 기여하고(백성호, 김

현숙, 201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차영은, 김시내, 강재연, 2015; Kim, Jung, Jang, Lee, Rhee &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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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4),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 포부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활발한 진로 탐색 활동

을 수행하는 진로관여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진이, 2016). 또

한,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 진로소명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현, 유성경, 2012; 유순화, 2016; 윤소천 , 

이지현, 손영우, 하유진, 2013; 조정자, 이종연, 2017). 특히, 계획된 우연

기술의 군집 유형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다섯 가지 우연기술이 모

두 낮은 소극적 대처형, 유연성과 호기심 수준이 높은 개방적 변화형, 

인내성이 높은 지속적 노력형, 다섯 가지 우연기술이 모두 높은 적극적 

대처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도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은 

적극적 대처형이 진로적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아, 김봉

환, 2017).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우연의 부정적인 지

각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연의 긍정적인 지각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최보영, 김보람, 김아름,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1).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부모 진로지지, 진로미결정 

군집 유형에 따라 계획된 우연기술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 결과, 높은 지

지 속 불확실성을 잘 견디는 결정 집단에서 계획된 우연 역량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진이, 2016). 

  다음으로, 계획된 우연기술과 메타인지, 정서조절곤란과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에서 정교화 전략이 계획된 우연기술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정서조절곤란에서는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이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연 경험에서 

학습된 정보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전 정보와 연관시키는 정교화 전략

이 우연적 요소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영미, 2017). 

  또한, 계획된 우연 기술의 하위 요인과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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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관성은 진로목표 설정과 진

로발달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경, 이희경, 2004; 최옥현, 김

봉환, 2006).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문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

게 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김주희, 1995). 이에 낙관

성이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긍정적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Creed, Patton & Bartrum, 2004). 또한 낙관성은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진로장벽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이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는 높아지지만 진

로장벽은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또한 낙관성의 특성 중 결과에 대한 기대가 진로설계에서 목표를 설정하

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Creed, Patton, & Bartrum, 2002). 낙관

적인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를 보다 분명

하게 설정하게 되고 이는 성공적인 진로설계 및 진로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권혜경, 이희경, 2004; 이상희, 2006;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최옥현, 김봉환, 2006). 분명한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을 분명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박완성, 2002),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낙관성은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rumboltz(2010)의 유연성도 진로발달과의 관계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진로발달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지연, 황매향, 2004), 유연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도 진로정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내심은 진로

장벽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진로장벽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는

데, 이는 인내심이 부족할수록 진로정체감이나 진로성숙도는 낮으며 진

로장벽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력과 낙관성이 높을

수록 진로 성숙도가 높으며, 유연성은 진로성숙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다섯 가지 계획된 우

연 역량 중 상황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유연성

(flexibility)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선행연구에



- 29 -

서 유연성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진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김지연, 황매향, 2004; 김봉환 외, 2010), 상반되게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2014).  

  다음으로, 진로정체감 단계에 따라 우연 기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단계에서는 인내성과 위험감수가 관련

되며, 유예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탐색과 관련되는 호기심이, 낙관성은 높

은 진로정체감 단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mer & Blustein, 

2007). 또한, 탐색유예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우연기술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후, 이상희, 2014). 

  성격특성과 계획된 우연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호기심은 외

향성, 개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고, 성실성과 정서적 안

정성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내심은 친화성을 제

외한 4요인(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이 모두 정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감수는 외향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과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낙관성의 경우는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부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연성은 성실성과 부적으로, 외향성과 개

방성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보영, 양나연, 양혁, 양준영, 

정성훈, 이상민, 2016). 

(3) 상담자 진로 결정과 우연에 관한 연구

  우연이 상담자 진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로 Williams 외 

(199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선 유명한 여성 상담 심리학자 13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상담심리학자가 되려고 결심했는지, 왜 학자가 되려고 

했는지, 그녀의 롤모델이나 멘토가 누구인지, 과거 진로희망이 무엇이었

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하였다. 상담심리사가 되기로 결정한 일반적

(General)인 이유는 ‘흥미, 기술 및 가치에 적합해서‘이었으며,’타인



- 30 -

의 격려’가 전형적인 이유였다. 또한 맥락적 요인으로 사건 발생 일시, 

진로발달 단계, 내적 준비도, 외적 준비도 관련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시기적으로 우연사건은 일반적으로 상담심리 전공을 선

택하기 전과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발생했다. 진로발달 단계에서는 우연

사건이 발생할 때, 전형적으로 진로에 대한 불확신, 불만족 혹은 지연되

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준비도와 관련하여 위험 감수

와 유연성, 자신감, 열심히 일함, 동기, 인내, 낙관성, 계획성, 기회에 기

민함이 전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적 준비도와 관련하여 동료, 친

구, 또래, 파트너, 아이들, 주요 타자(지도교수, 멘토, 교수 등)의 지지체

계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동료, 가족구성원, 지도교수의 지지

와 격려가 특히 중요하였다. 

  Sandy, Allen과 Ken(2003)은 상담전문가 10명(여 6명, 남 4명)을 대상으

로 터닝 포인트가 된 경험이 무엇인지, 경력개발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특성과 가치, 가족과 롤모델의 

지지, 우연 사건과 기회의 획득이 직업성취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고, 상담전문가로서의 경력개발과정은 단계적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적 

열정과 전문직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고, 상담 관련 전문 학회 활동을 통

해 다른 상담전문가들과 연계하고 열정을 공유하고 더 성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 안윤정, 오현주(2012)는 직업상담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우연’의 역할을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직업상담사로 

선택하게 된 우연사건으로 사람과 매체를 통한 우연한 정보 수집, 계획하

지 않았던 교육, 예상치 못한 환경과 개인상황 변화 등이었고, 직업상담

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맥락에서 Krumboltz(2009)가 제안한, 우연을 기회

로 활용하는 데 유용한 기술인 낙관성, 유연성, 호기심, 위험감수, 인내심 

등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가지 우연적 사건이 연구 참여자

의 진로 경로에서 특별히 핵심적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 

2012; 안윤정, 오현주, 2012; Betsworth & Hansen, 1996; William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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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이에 대해서 우연히 사람을 알게 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노력을 해서 그런 우연들이 생긴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동

안 자신이 만들어왔던 네트워크가 결과적으로 우연을 만들어 내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손은령(2012, 

2018)이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직업 성취과정에 미

치는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우연이 입직 단계나 진로 

경로에서 거의 80~90%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연의 내용에는 직업 환경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또는 

추천,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 정보의 우연한 획득 등이 전형적이었다. 

우연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의미화 하는 경우는 나타나

지 않았고,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우연의 의미를 인식하는 경우가 일

반적이었다. 우연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준비하고 시도한 자에게 오는 

기회(8사례), 우연의 혜택에 감사(6사례), 좋은 네트워크의 결과물(6사례), 

전화위복(5사례)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립적인 의미로 ‘우연의 

영향력 인정 및 수용(7사례), 운명 혹은 신의 뜻(5사례)이 전형적이었다.

  여성 진로상담 전문가들의 직업성취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한 손은령과 

손진희(2012) 연구에서는 직업상담사, 대학상담센터 진로상담자, 진로상

담 전공 교수, 진로 분야 연구원 등 10명의 진로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업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 탐색하였다. 현재 참여자들 모두 진

로상담전문가로서 만족하고 매우 충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내적 조건으로는 도전 정신, 적극성, 이

타적인 특성 등의 성격적 특성과 일에 대한 수용, 열정 및 몰입, 일에 

대한 의미부여 등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신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 내적 준비도(내적 성찰), 업무 능력 등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

다. 상황적인 어려움, 심리적 장벽 등의 어려움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의 외적 조건의 영향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경험에 대한 의

미로서 감사와 보람, 성숙과 자신감 발생, 운명 또는 필연, 우연이 기회

가 됨, 인간관계가 중요함, 계획과 우연의 교집합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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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상담전문가의 직업성취과정에서 경험한 우연의 발생, 우연의 내용 

및 영향, 우연에 대한 의미화를 탐색한 손은령(2012, 2018) 연구에서는 

진로상담전문가의 직업성취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연이 진로경로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우연의 내용은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도움, 우연한 사건의 발생, 우연히 정보를 입수한 경험이었다. 우연경험

에 대한 의미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준비하고 시도한 자에게 오는 기

회, 우연의 혜택에 감사, 좋은 네트워크의 결과물, 전화위복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립적인 측면에서는 우연의 영향력 인정 및 수용, 운

명 혹은 신의 뜻, 우연의 양면성, 판단 유보/판단 중지, 적절한 타이밍의 

문제, 우연 혹은 기회를 즐기는 자세 등으로 나타났다. 

  신순옥, 박서연과 이상희(2015)의 연구에서 2번 이상의 진로 전환을 한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우연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진로전환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적 특성으로 긍정적 

마음가짐, 환경적지지, 개인적 노력으로 진로전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혁과 김명화(2017) 연구에서 진로전환과정

에서 우연한 일로 인해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이후에 상담대학원을 

진학해서 상담자가 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3) 우연진로이론의 함의

  Krumboltz(1979)는 사회학습이론을 진로선택에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다. 

인생의 여러 사건들이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개인에게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의 여러 사건들은 계획되어질 수도, 계

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업선택 시 개인은 초기의 경험이나 학습에 의

해 특정 직업군을 선호할 수 있고 이 직업군에 입직하기 위해 계획된 행

동을 해야만 하며 동시에 새로운 환경이거나 예상치 않은 사건에 반응해

야 할 때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직업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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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 Mitchell과 Krumboltz(1996)은 유전

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습경험, 과제접근기술의 네 가지 요인이 개인의 진

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김봉환 외, 2010). 첫째,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능력이다. 학습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물려받거

나 타고난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며, 신체적인 외모나 기질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에 해당되는 요인이다. 둘째, 환경적 요

인이다.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

을 미친다.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기도 하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기도 하며 계획적이거나 우연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일의 기회, 사회

정책, 직업적 보상, 노동법, 물리적 여건, 자연환경, 기술의 발전, 사회조

직의 변화, 가족, 교육체제, 공동체나 지역사회의 영향 등의 12가지 환경

적 요인들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1998년의 IMF가 발생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고 구조조정이 대거 일어나 고용의 기회가 많이 감소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셋째, 이전 학습경험 요인이다. 개인은 살아가면서 어떤 경

험을 하였는가에 따라 특정 직업에 대한‘좋다’, ‘싫다’의 경향을 갖

게 될 수 있다. 학습경험은 크게 도구적 학습경험과 연합적 학습경험으

로 구분된다. 도구적 학습경험은 학습이론에서 행동과 행동에 따른 결과

가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되는 것으로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그 행동

은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었는데

(행동) 친구가 위로를 받고 좋아졌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을 들었다

면(긍정적인 결과) 사람의 심리나 상담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

다. 연합적 학습경험은 이전에는 중립적이던 자극이 긍정 혹은 부정적 

자극과 함께 경험되면서 중립 자극도 긍정 혹은 부정의 성격으로 받아들

여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합적 학습경험은 고전적 조건화와 

관찰이 포함된다. 고전적 조건화의 예로 자동차라는 중립 자극이 자동차 

사고 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도 싫어하

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관찰의 예로 교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찰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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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경험이 긍정적이면 교사라는 직업에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반대

라면 싫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넷째, 과제접근기술 요인으로 개인

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앞의 세 가지 요인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습경험 등을 기반으로 갖추게 되는 기술을 의미한

다. 개인이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수행에 대

한 기대, 업무습관, 인지적 과정, 정서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개인은 자기 자신, 세상이 어

떠한지에 대한 일반화된 생각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글짓기대회에 나가 

상을 탄(학습경험) 학생은 자신이 글짓기를 잘한다고 생각한다(일반화). 

이러한 생각은 글쓰기를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게 된다(김봉환 외, 2010). 

  또한, 여기에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을 반응 시 개인적인 노력에 의

해서 기회로 만드는 능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수동적으로 행운이 찾아

오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연한 사건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행동 방

법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탐색을 통한 기회 창출과 기

회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준비도와 적극적인 반응으

로 우연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획된 우연이론으로 발전시

켰다. 이와 같이 최근에까지 진행된 우연 연구는 자신의 인생에서의 능

동성을 강조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진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Mitchell, Levin, & Krumbolz, 1999). 

  우연진로이론의 의의는 첫째, 진로 선택과 발달에서 우연의 영향이 매

우 큼을 밝혔다는 것이다. 개인이 변화와 모호성에 잘 대처하고 불확실

성과 비일관성을 수용하여 진로선택에 있어서 비이성적이고 직관적인 측

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진로교육에서 지나치게 계획성과 합

리성에 근거한 준비에 치중하지 말고, 개인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측면

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우연 사건의 내용보다 개

인이 이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알려준다. 이에 

진로에 대한 계획안에 우연을 고려하는 융통성 있는 시각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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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삶에서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건에서 배울 거리를 찾고 더 나아가 

우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우

리가 통제할 수 없도록 개인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득과 혜택을 얻을 수 있다(손은령, 2018). 

  우연진로이론은 전통적인 진로상담이론이 진로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우연사건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그동

안 진로에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한 내용 중심 접근과 호기심, 인

내, 유연성, 낙관성, 위험 감수 행동의 5가지 계획된 우연기술을 강조하

는 과정 중심 접근을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의 과제접근기술

과 관련하여서 Krumboltz(1994)는 이러한 기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실제로 진로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5가지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상담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진로상황에서 우연을 기회로 지각

한 사람들이 5가지 특성만을 높게 가지고 있는지, 그 외의 공통적인 특

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의 경험적인 확인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또한, Mitchell, Levin & Krumboltz(1999)의 연구에

서 계획된 우연 기술 중 지구력(끈기)와 유연성은 변동적인 특성으로 보

고되고, 직업군에 따라 사용한 우연기술이나 태도가 다르게 보고되기도 

하였다(손진희, 손은령, 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2015)

  게다가 이전에는 운이 나쁜 것으로 돌렸으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응

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

이 미처 기억해내지 못한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을 떠올리도록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있는 우연에 대한 접근방법이 진로장면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반응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Pryor, 

Amundson, & Bright, 2008), 우연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요인으로 개인이 우연한 사건을 만나 진로를 정

하고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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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신상수, 2012). 

  지금의 현실은 새로운 직업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합리성과 직관적 사고, 개인의 주관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있는 점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Hartung & Blustein, 2002). 계획하지 않은 우연경험이 진로를 결정

하는데 영향을 줄 때,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직관적 사고와 개인의 정서, 

의미부여, 상호성 등의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

상되지만(Gelatt, 1989; Hartung & Blustein, 2002; Krieshok, 1998; 

Phililps, 1994, 1997), 진로장면에서 만나는 우연경험에서의 개인과 환경

의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미흡한 상황이며 우연이론에

서도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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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우연히 발생한 대인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라는 진로

를 결정하고 상담자가 되기까지, 진로결정을 이끈 우연경험에서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생각, 느낌, 정서 등에 대한 인식이 무엇

이었는지,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복합적인 순환과정을 

들여다보고, 진로장면에서 겪을 수 있는 우연경험에서 어떤 요인으로 개

인이 진로를 결정하게 이끌었으며, 진로를 선택하는 데 고민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 심리학적 현상

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Creswell, 1998; Glaser & Strauss, 2011). 

특히,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현상에 적합한 개념들이 아직 확인

되지 않고 현상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경우, 연구 대상에

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부재하는 경우, 

비록 기존 이론이 있으나 수정되거나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절한 방법이다(Creswell & Clark, 2017; Glaser, 1992; Strauss & 

Corbin, 1998).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를 기반으

로 상호작용하는 행동의 변화를 탐구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으로(Schreiber 

& Stern, 2003), 사람들의 행동, 변화, 그리고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의 맥

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다(Van 

Vliet, 2008). 

  본 연구 주제 역시 관련 선행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우연한 관계 

경험에 의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과 개인의 상호작용과정을 이해하고

자 하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우연한 관계 경험에 대한 

인식의 복합적인 순환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우연한 관계 경험을 밝히고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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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핵심적인 요인의 작용과 주관적인 의미 부여의 상호작용에 대한 핵

심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Morse, Stern, Corbin, 

Bowers, Charmaz & Clarke, 2011).

  특히, Strauss와 Co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방식에 따라 상담자의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은 

무엇이고,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상담자들은 

어떤 중심현상을 경험하는지, 이러한 중심현상에 개입하여 상담자로 하

여금 주어진 조건들에 작용/상호작용하게 하는 중재적 요건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 상담자들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근거이론 패러다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연한 관계 경

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

로 영향을 준 요인을 찾고 우연한 관계 경험에 의한 상담자로의 진로결

정과정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찾고자 한다.

1. 근거이론 접근방법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1967)이 사회학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 방법

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연구절차와 기법이 

정리된 질적 연구방법이다(Chamberlain-Salaun, Mills, & Usher, 2013). 

Glaser와 Strauss(2011)는 기존의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들이 실제

로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이론이 형성되는 토대를 이루는 현장 수집 자료가 부족할 경

우 검증된 이론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현장을 충

실하게 반영할 이론은 바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상호 작용 등

이 그대로 반영된 자료에 근거(grounded)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laser 

& Strauss, 2011). 이렇게 현장의 자료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근거이론은 

직관력을 제공하며, 이해를 강화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지

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39 -

  근거이론 방법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변화과정에 대한 

경험적 모델을 형성할 때와, 인간 경험의 주관적 영역을 탐색하는 데 있

어서 특정 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구조를 생성하고 발견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박승민, 2012). 즉, 근거이론 연구의 가장 핵심

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란 개념 혹은 개념 군들 간의 가능성 있는 

관계를 말한다.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은 연구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명료

해지며 내러티브 진술, 시각적 그림, 혹은 일련의 가설이나 명제의 형태

를 띨 수 있다(Creswell, 1998). 

  근거 이론 방법은 현장에서 수집한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자

와 자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일련

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코딩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Strauss & Corbin, 1998), 특정 현상에 대한 이론을 귀납적으로 도

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Creswell, 1998). 근거이론 접근은 개인이 

한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어

떤 이론, 즉 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이론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이론적 표본추출

(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표집하게 된다. 또한, 

근거 이론에서의 자료 수집은 범주가 충분하여 이론을 도출하고 서술할 

수 있을 때까지 면접과 추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진다. 즉, 현장에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는‘지그재그’과정

을 거치게 된다(Creswell, 1998). 면담의 횟수는 정보의 범주들이 포화

(saturated)되었는지, 복잡한 이론이 충분히 정교화 되었는지의 여부에 달

려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비교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자료 분석

의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방법이라 한다. 

  근거이론에서의 자료 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패러다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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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도출로 이루어진다.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고 이론을 형성

하도록 통합하는 분석과정이며, 개방코딩은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

원을 자료 안에서 발견해나가는 분석과정이다.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

고 선택코딩은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를 발견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

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trass & Corbin, 1998). 

  Strauss와 Corbin(1998)의 관점을 중심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선정 절차이다. 이 과정에

선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선정하는 이론적 표본 추출

(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이론적 표본 추출 방

법이란 개념 간의 변동을 발견하고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의 밀도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사건을 찾아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이 요청된다.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로서 평가

되며, 현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며 관

련 있는 것들을 구분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뿐만 아

니라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셋째,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의해 분석이 이

루어진다. 지속적 비교방법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출현한 개념

들을 이전에 형성된 개념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거친

다. 넷째,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인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의 절차

에 따라 분석을 거친 후 패러다임 모형을 형성한다. 개방코딩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첫 단계로 개념화를 통한 자료의 축소, 

개념의 공통 속성에 의한 추상적 범주의 발전, 범주의 속성과 차원분석

을 포함한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된 자료를 재조합하기 위해 범

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

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형성할 때는 이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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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위한 귀납적인 사고와 연역적인 사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패

러다임 모형에서의 인과적 조건, 맥락, 현상, 중재적 조건, 장용/상호작

용, 결과의 조합을 통해 특정 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선택코딩은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시키는 과정으로, 핵심범주, 유형분석, 상황매트릭스

(conditional matrix) 분석의 단계도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다섯째,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

는 이론을 도출한다. 한 개인이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상호작용하고 행

동하는 과정과 관련된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이론이 개발된다(Creswell, 

1998).

2. 주요 연구절차

  본 연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의 선정 및 연구 가능성에 대한 점검 단계이다. 진로

에서의 우연 상황으로 인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

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리고 작성한 반구조화 질문지는 상담전공 교수와 교육학박사 1명에게 자

문을 구하여 1차 수정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

해 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및 예비연

구를 통해 상담자의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최종 승인(IRB No. 1801/003-016)을 받았다.

  둘째, 본 연구 절차의 계획 및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단계이다. 

예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최종 면담 질문을 구성

하고 연구 절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해 상담자의 진로 관련 연구와 우연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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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한 상담자이면

서 학회 및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지니고 현재 상담조교, 전

임상담원 혹은 객원상담원 등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는 기준

을 마련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초점화하기 위해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함께 면담할 계획을 수

립하였다. 

  셋째,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단계이다. 동료 추천, 전문가 추천에 의

하거나 모집 공고를 통한 자발적 지원으로 모집하였는데, 동료의 추천을 

받을 때에도 모집 문건을 미리 제공해서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한 사람이 추천해준 사람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없게 유의하면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했

다고 하더라도, 선정조건에 맞지 않으면 연구 참여가 거절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선정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자,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과 전화 혹은 이메일 접촉을 통해 연구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고 우연한 관계 경험에 의해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한 사

람들이면서, 참여의사를 밝힌 상담자를 최종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담 관련 질문을 면담 전에 미리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준비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개별면담 방식으로 50분을 기준으로 

개인 당 1회~3회씩 실시하였고 이후에 더 추가적인 응답이 필요한 연구 

참여자에게 유선면담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실제 면담은 참여자가 자

유롭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참여자가 생각나는 

대로 자유연상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되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종교의 유무에 따라 대상자들

을 구분하여 종교가 있는 참여자와 종교가 없는 참여자로 면담을 진행하

였는데,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종교의 유무가 아니라 종교를 가

지고 있더라도 보고하는 경험의 내용에 종교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

우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석 대상의 기준을 종교 관련 응답의 유

무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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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자료의 분석 및 글쓰기 단계이다. 기초적인 자료의 분석은 이전 

단계인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의 단계와 함께 실시되었다. 즉, 본 면

담을 실시한 이후에 곧바로 자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축어록으로 원자

료화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면담 과정에서 받은 인상과 떠오른 아이

디어 등의 연구자 관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면담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번호 및 기호를 사용하

여 참여자를 표기하고 연구 참여 사례를 위해 상품권을 참여자의 휴대폰

으로 발송한 후 개인 식별정보인 휴대폰 번호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

한 기초적인 분석의 내용은 다음 참여자와의 면담에 관점을 제공하고 연

구 질문을 초점화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면담과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

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등장하지 않는 범주의 포화를 경험한 이후 

면담을 중단하고 자료의 본격적인 분석 및 글쓰기 과정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을 통

해 범주화하여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타당하게 진행하기 위

해 교육학박사, 근거이론방법 전문가, 우연 관련 진로상담전문가, 지도교

수와의 지도 및 자문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과정

을 거쳐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과 진로결정유

형,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을 작성하였다. 

  다섯째,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단계이다. Lincoln과 Guba(1985)

의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

로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분석자료 

수집 이후 분석 결과에 대한 사실적 가치와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인 상담자 4인(남 1인, 여 1인, 종교가 있는 1인, 종교가 없는 

1인)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이 연구결

과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는 연구 참여자 검토

(member checking)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관성 측면에서 근거이론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자문한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2인과 교육학박사 1인,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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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주제 선정
Ÿ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

한 관계 경험 탐색

2
연구 문제 및 

방향 설정

Ÿ 문헌 고찰 후 연구문제 수립

Ÿ 예비 연구 실시 및 연구의 방향성 정립(상

담자 3명)

Ÿ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인증

(IRB No. 1801/003-016)

3

본 연구 계획 

및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Ÿ 본 연구 계획 : 면담 질문 구성 및 타당성 

확인, 연구 절차 계획 수립,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심화학습

Ÿ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우연한 관계 경험

으로 진로를 결정한 상담자 집단의 인적 

특성 파악 및 선정 기준 마련

- 상담조교, 실습상담원, 객원상담원, 전문

상담원 등의 상담자

- 우연한 관계 경험에 의해 진로를 결정한 

상담자

- 학회 및 국가 상담사 자격 2급 이상 혹

은 1급 자격 수련 중인 상담자

- 종교관련 응답의 여부에 따라 고르게 표

전문가 1인, 지도교수에게 연구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정 및 자

문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본 연구 대상자와 비슷한 특징을 지

닌 다른 상담자 2인에게도 연구결과에 대한 감수를 통해 일관성 및 중립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본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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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현재 심각한 소진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를 겪고 있는 상담자는 제외함

Ÿ 비교집단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관계 이

외 우연사건 보고,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

정했다고 보고한 상담자)

4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Ÿ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의 과정 

진행(동료 추천, 전문가 추천에 의하거나 

모집 공고를 통한 자발적 지원으로 모집)

Ÿ 연구 동의서 작성

Ÿ 개별 면담 실시 및 면담 내용에 대한 녹

음: 각 회기 당 1시간, 1~3회(필요 시 유선

면담 추가)

Ÿ 연구자 메모 및 기타 참고자료 수집

5 자료 분석

Ÿ 면담 내용 축어록 전사하여 원자료 구성

Ÿ 근거이론 분석틀로 자료를 분석함

- 개방코딩: 원자료부터의 개념, 하위범주, 범

주 도출

- 축코딩: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과정을 발견

(패러다임 모형, 과정 분석)

- 선택코딩: 연구주제와 연결된 핵심범주를 

밝혀내고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상담자

의 진로결정과정 이론적 모형 정리 (이야기 

개요, 핵심범주, 가설적 관계진술 도출)

6

결과 도출 

및 

논의

Ÿ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상담자의 진로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제시 

Ÿ 연구의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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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 4인 &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은 상담자 2인으로부터 적용가능성 

확인

- 전문가에 의한 연구결과 감수(교육학박사, 

질적 연구 전문가, 상담교수 2인, 지도교수 

감수) 

Ÿ 결과 및 논의 작성

3. 연구 참여자

1) 참여자 선정 기준

  근거이론방법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이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기초한다(Hanson, Creswell, Clark, Petska 

& Creswell, 2005). 이에 연구목적에 맞는 중심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

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우연한 관계 경험을 선명하게 자신의 언어로 표

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설정

하였다. 

① 현재 상담조교, 인턴상담원, 객원상담원이나 전임상담원 등의 상담자

② 학회 및 국가 상담자격 2급 이상이거나 1급 자격 수련 중인 상담자 

③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의 영향을 받은 상담자

④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고르게 

표집

⑤ 현재 심각한 소진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담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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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첫째, 상담자란 직업이 진로선택과정

에서 우연의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

다. 상담자는 직업 특성 상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관계적인 직업 동기

가 높고 이러한 동기가 생기는 데 우연한 관계 경험이 개입되었을 가능

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은령, 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안윤정, 오현주, 2012; 최재혁, 김명화, 2017; Williams et al, 1998). 

  둘째,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을 한 상담자 집단에 대한 연

구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우연한 관

계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이미 진로를 결정한 직업군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를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

문에 진로를 결정하게 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체험한 정서경험을 구체

적이고 풍부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담이 내담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활동

으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이 요구되며, 상담자 자체 변인이 가장 

큰 상담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특히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해 상담

자로 입직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우연한 기회를 가져오게 한 행동적 비결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종교의 유무에 따라 우연한 관계 경험을 인식하는 방향과 의미

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더 풍부하고 생생

한 경험을 보고하는 적합한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일곱째, 현재 심각한 소진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담자는 

제외하였다.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

도, 현재 소진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현재 상담자로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 상담자가 되게 된 계기의 경험을 생각하는 것

을 꺼려할 수 있고, 풍부하게 그 경험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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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예비 면담의 경우 추천 및 자원의 방식으로 참여자가 선정되었으며, 

본 면담의 경우 추천과 자발적 지원에 의해서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선

정은 크게 추천과 자발적인 지원의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추천의 방식에서는 상담 관련학과 대학교수, 상담기관의 담당자, 동료상

담자의 추천, 면담에 참여했던 상담자가 다른 전문상담자를 추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인 지원의 경우는 국내 상담 관련 학회 및 협

회 등의 온라인 게시판에 참여자 모집 문구를 탑재하여 표집을 실시하였

다. 

  특히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천 방식으로 모집할 경우

에도 모집공고를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연구 참여자가 연

구자에게 이메일 혹은 유선 문자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후 연구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성별, 학력, 연령, 상담 

경력 등의 요인을 고려한 의도적 표집을 염두에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일

부의 요인에 대해서 연구자의 의도에 부합한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데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런 경우, 이미 선정한 기준에의 부합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면담 진행 과정 동안 면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특성을 지

닌 참여자를 누락시켰는지의 여부를 점검받고 표집의 적절성을 검토 받

고자 지도교수와 상담 전공 교수 각 1인에게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송부

하여 표집의 적절성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다. 자문 결과, 참여자의 연

령 분포가 20대와 50대가 누락되어 있음과 상담자의 성별이 여성으로 편

중되어 있는 점, 그리고 종교의 유무에 따른 응답 결과가 상이한지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에 표집을 진행하면서 면담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처음에 세웠던 기준인 

종교의 유무가 아니라 인터뷰 내용에서 종교관련 내용을 보고한 경우의 

유무에 따라 고르게 표집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교가 있어도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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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참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관련 응답을 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고른 표집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른 성별 

표집을 위해 남성 상담자를 표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남성

이면서 참여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50대 참여 대상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면담의 과정에서 참여자의 선정 및 심층면담, 추가유

선면담 그리고 자료의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면담을 종료하였다. 다만, 다양한 연령

의 참여자와 상담자 직급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기했던 부분이 면담에 참여

했던 대상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고 난 후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대상자

들을 추천해주는 과정에서였다. 연구자 예상과 달리 연구에 참여했던 대

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모집공고문을 전달하고 추천

을 해주어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자는 이렇게 대상자를 표집 하는 과정에서도 우연히 연구를 통해 만나게 

된 참여 대상자를 통해 다음 참여 대상자를 소개받고 추천받는 과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연한 관계 경험을 경험하였다.  

3)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중 연구자의 이론적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 자료의 분석

에 포함된 18명의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Ⅲ-2와 같다. 연구 참여

자에 대한 기본 정보의 범위는 연구 참여자 승낙한 내용에 한하여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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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

별

나이

(만)

결혼

여부
학력

상담

자격

상담

경력

근무

형태

종교 관련 

응답 유무

참여자1 여 51 기혼 박사 1급 27
상담

센터장
있음

참여자2 여 37 기혼
박사

수료
2급 10

객원

상담원
있음

참여자3 여 29 미혼
석사

수료
2급 2

인턴

상담원
있음

참여자4 여 27 미혼 석사 2급 3
전임

상담원
없음

참여자5 여 39 미혼
박사

재학
1급 10

객원

상담원
있음

참여자6 여 44 기혼 석사 2급 3
객원

상담원
있음

참여자7 여 28 미혼 석사 2급 5
전임

상담원
있음

참여자8 여 30 기혼 석사 2급 4
전임

상담원
있음

참여자9 여 40 미혼 석사 2급 7
객원

상담원
없음

참여자10 여 24 미혼
석사

수료
2급 2

객원

상담원
있음

참여자11 남 41 기혼
박사

수료
2급 15

객원

상담원
있음

참여자12 여 27 미혼
석사

수료
2급 2

객원

상담원
없음

참여자13 여 26 기혼 석사 2급 3
전임

상담원
있음

참여자14 여 46 미혼
박사

수료
1급 12

전임

상담원
없음

참여자15 여 43 미혼
박사

재학
2급 10

인턴

상담원
없음

<표Ⅲ-2>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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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6 남 35 기혼
박사

재학
2급 4

인턴

상담원
없음

참여자17 남 35 기혼
박사

재학

1급 

수련
10

객원

상담원
없음

참여자18 여 32 기혼 석사 2급 3
전임

상담원
없음

비교군1 여 49 기혼 석사 2급 7
전임

상담원
없음

비교군2 여 41 기혼 석사 2급 15
객원

상담원
없음

비교군3 남 34 기혼
박사

수료
2급 4

전임

상담원
있음

비교군4 여 27 미혼 석사 2급 3
전임

상담원
있음

 
 성별의 경우 여성이 15명, 남성이 3명이었으며, 연령 분포의 경우 20대

가 6명, 30대가 6명, 40대가 5명, 50대가 1명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9명, 미혼인 경우가 9명이었고, 학력은 박사를 마친 경우가 1명, 박사 수

료인 경우가 2명, 박사 과정생인 경우가 4명, 석사를 마친 경우가 7명으

로 가장 많았고, 석사수료인 경우가 3명, 석사과정생인 경우는 없었다. 

  상담자격의 경우는 상담사 자격 1급을 보유한 경우가 3명, 상담사 자

격 1급을 수련중인 경우가 1명, 상담사 자격 2급을 보유한 경우가 14명

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은 3년 미만이 3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6

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명,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명, 20년 이상이 1명이었다. 

  근무 형태로는 상담센터장이 1명, 전임상담원이 6명, 객원상담원이 7

명, 인턴상담원이 3명이었다. 종교 관련 응답 유무로는 종교 관련 응답

을 한 경우가 10명, 종교 관련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8명이었다. 

  연구자의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함된 비교군은 계획적인 진로결정

과정과 관계 이외의 우연경험을 보고하는 대상자들로 총 4명이 포함되었

다. 비교군 1은 독학으로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

고하는 사례이며, 비교군 4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자신의 흥미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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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우연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으로 상담자

가 되었다고 보고하는 사례로 계획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온 집

단을 대표한다. 또한, 비교군 2는 주변 사람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으

로 인해 상담으로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담 관련 책을 접하면서 상담자로의 길로 들어오게 된 사례이고, 비교

군 3은 갑자기 대학 입학 후 상담 전공이 생겨서 들어온 사례로 관계 이

외의 우연경험을 보고하는 집단을 대표한다. 

4) 연구자에 대한 정보

  본 연구자는 진로 관련 검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

며 교육상담전공 석사를 마치고 동 전공 박사과정의 학업을 통해 상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질적인 접근의 연구방법 적용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석・박사 

과정 중에 질적 연구 방법 교과목을 수강하고 1) 합의적질적분석(CQR) 

방법을 적용한 2016년 6월 교육심리연구에 등재한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교원들이 인식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탐색’ 연구 저술에 참여하

였으며, 2)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적용하여 2016년 12월 상담학연

구: 사례 및 실제 출간 호에 ‘상담성과 모니터링을 적용한 상담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연구 교신저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2017년 4월부터 11

월까지 질적 연구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근거이론 방법, 

CQR, 사례연구의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의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

는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2017년 10월에 학회 학술대회에서 마련한 질

적연구방법론 워크숍에 참여하여 다시 한 번 근거이론 방법론의 이론과 

실제의 내용을 점검하였다. 

  질적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기

반을 다지기 위해서 3) 2016년 9월 아시아교육연구 17권 3호의 ‘메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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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략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집단설계연구와 단일사례연구의 비교’ 

연구, 4) 2017년 2월 상담학연구 18권 1호의 ‘해결중심 집단상담의 효

과: 다층메타분석을 통한 효과크기 분석’ 연구, 5) 2018년 1월 학습자중

심교과교육연구 18권 2호의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프로

그램 개발 실행연구’ 연구, 6) 2018년 3월에 교육심리연구 32권 1호의 

‘청소년의 학교폭력노출 유형에 따른 회복과 적응을 위한 요인 간의 종

단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연구, 7) 2018

년 3월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7권 1호의 ‘국내 학교

상담교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 비교’ 연

구를 등재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 2015년~2016년 1학

기까지 대학상담센터 자원상담원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였

고, 2016년 2학기 일반상담센터 레지던트 상담원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을 하고, 이어서 2017년 1학기 대학진로상담센터

에서 객원상담원으로서 진로상담을 실시하였다. 2017년 9월부터 현재까

지 대학상담센터 전임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담 경험을 통해 

참여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 

  특히, 본 연구자는 상담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전까지 초등교

사로서 15년 이상 재직하였는데, 재직 기간 동안 학생의 생활지도 어려

움, 학부모와의 갈등, 가정불화 등으로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여러 명의 동료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분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

기로 교사를 위한 상담자와 상담체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상담 공

부를 시작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우연한 관계 경험에 의해 

상담자로 진로를 결정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지금은 교육상담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교사직을 휴직하고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상담하고 있

는 상담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상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생각해왔

던 ‘교사를 위한 상담자와 상담체계 마련’이라는 목표를 차근차근 이

루어 나가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참여자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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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Seidman, 2013), 본 연구

자는 참여자들을 만나고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끊임없이 본 연

구자의 진로결정과정과 비교·분석하면서 성찰하면서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

고자 노력하였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자 자신의 생각과 상황이 연구 참여

자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하

고 면담이 이루어지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본 연구자의 역할에 따

라 나타날 수 있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담 지침1)(Seidman, 2013)

을 익혀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 선정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유선으로 연구의 주제와 연구 과정을 설명하고 반구조화면담질문

을 미리 전송하였다. 둘째, 본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보여주고 연구의 내용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뒤 동의서에 연구 참여자의 서면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면동의

를 받기 전에 혹시라도 연구 참여자가 불편해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생기

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고 해당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연구 참여자가 

본 연구 참여에 중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즉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녹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1)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해라.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들어라
2) 연구 참여자가 하는 말을 따라가라-이해하지 못했을 때 질문해라/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를 더 듣고 싶을 때 질문하라/조사하지 말고 탐색해라
3)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고 진짜 질문을 하라- 유도질문을 피하라/개방형 질문을 해

라
4) 따라가되 방해하지 마라
5) 너무 개인적으로 면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라
6) 연구자의 상호작용을 제한해라-경험은 가끔씩만 공유하라/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강화하

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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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서면 동의를 받은 연구 참여 동의서는 2부를 준비해서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가 모두 각각 서명을 한 후 1부는 연구자가 갖고, 1부를 

연구 참여자에게 배부하였다.  

  다음으로, 본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 안내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

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 안내문에는 연구 주제 및 목적, 참여대상, 

연구 기간 및 방법, 연구 중 본인희망에 따른 중단 가능성, 개인정보 보

호 및 폐기, 비밀보장, 연구 참여 시 사례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서식들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연구 결과는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사과정에서 참여

자들을 번호로 구분하였고, 개인이나 소속 등을 유추할 수 없도록 문맥

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화 작업을 거쳤다. 

  

4. 심층면담

  심층면담(in depth interviewing)은 질문의 답을 얻거나, 가설을 검증하

거나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심층면담의 핵심

은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대단히 가

치 있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Seidman, 2013). 면담의 주요 과정은 예비 

면담과 본 면담의 절차로 수행되었으며 예비 면담을 통해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고 연구 절차 및 진행 방식 등을 확정한 후 본 면담을 실시하였

다. 

1) 예비 질문지 구성

  예비연구의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자 진로결정, 진로에서의 우연 

관련 선행연구인 손은령(2012), 신순옥, 박서연과 이상희(2015), 최재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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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비 질문지

1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우연한 관계 경험이 있으신

지요? 있다면 어떤 경험인지 이야기해주세요. 

2 우연히 발생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3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

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명화(2017) 연구를 바탕으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우연한 

관계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한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예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상담전공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질문 내

용을 확정하였고 근거이론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박

사 1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점차로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의 표Ⅲ-3의 반구조화된 예비 질문지 초안을 완성

하였다. 

<표Ⅲ-3> 예비 질문지 구성

 

2) 예비 면담

  연구의 진행 가능성을 파악하고 주제를 초점화하고 질문지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2017년 11월에 3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예비 면담

을 실시하였다. 예비 면담을 실시한 또 다른 목적은 질적 연구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구에 참여할 대상자들의 선발을 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면담은 상담자가 근무하는 상담센터

의 상담실 혹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외부의 커피숍에서 면

담이 실시되었다. 면담은 미리 준비한 질문을 기초로 하여 반구조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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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연구의 목적 및 방식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및 녹음에 대한 동

의를 구하였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벼운 대화를 통해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질문의 시작 전에 참여자의 준비도를 

구두로 확인하였다. 예비 면담의 경우 참여자의 반응의 깊이에 따라 50

분 ∼ 1시간 30분 정도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

다. 면담을 실시한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예비 면담을 마치고 연구의 진행가능성이 확정된 

후에 추가적으로 면담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예비면담에서 녹취된 면담자료는 한글 파일로 전사되었고 연구자의 1

차 분석 내용을 상담 전공 지도교수 1인, 교육학박사 1인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 질문 목록의 적절성 및 본 면담 실시 이전의 주의할 점 등

에 대해 점검을 받고 연구자 또한 전사한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본 연구

에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면담질문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3) 반구조화 면담지 제작

  근거이론방법으로 이론 개발을 함에 있어서, 면담 자료가 가장 핵심적

인 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면담 질문을 엄격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armaz, Belgrave, Gubrium, Holstein, Mavasti

과 McKinney(2002), Strauss와 Corbin(1998)의 제안한 연구 질문을 토대로 

면담 질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면담질문지 구성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다음의 그림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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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을 통해 예비 질문지 개발

⇓
1차 예비연구 진행

2017년 11월 예비연구 3인 진행

⇓
예비연구결과를 기초로 1차 질문지 수정

Ÿ 예비 조사를 통해 연구 문제와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1차 질문지 수정

⇓
연구자 검토를 통한 2차 질문지 수정

Ÿ 지도교수와 교육학박사 1인에게 검토 받은 후, 피드백을 통해 

2차 질문지 수정

⇓
3차 질문지 수정

Ÿ 지도 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전체 과정 통합 및 질문지 확정

⇓
1차~3차 심층면담 진행

Ÿ 면대면 심층면담 진행 

⇓
면담 후 지속적 질문 수정

Ÿ 면담 진행 후 지속적 수정 및 추가 질문 보완

Ÿ 추후 유선면담 실시 

[그림Ⅲ-1] 면담 질문지 제작 과정

 

  본 면담 질문은 예비 면담을 위해 구성한 질문을 토대로 예비 면담 결

과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표Ⅲ-4와 같이 수정하였다. 



- 59 -

번호 분류 질문내용 최종 질문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Ÿ 성별 / 연령(만)
Ÿ 결혼 여부
Ÿ 학력
Ÿ 상담 자격
Ÿ 상담경력
Ÿ 근무형태
Ÿ 종교 관련 응답 

유무

2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한 계기 

Ÿ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Ÿ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 

Ÿ 언제부터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Ÿ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진로결정과정
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

Ÿ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우연한 
관계 경험

Ÿ 우연한 관계 
경험의 일회성 
유무

Ÿ 상담자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우연한 관계 
경험은 무엇인가요? 

Ÿ 우연한 관계 경험이 한 번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나요? 

Ÿ 우연한 관계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면 또 어떤 
경험을 했나요? 

4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개인적 경험

Ÿ 우연한 관계 경험 
발생 시 정서적 
기분

Ÿ 들었던 진로와 
관련된 생각

Ÿ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Ÿ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이 
발생할 때 정서적으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Ÿ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Ÿ 선생님은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이 발생할 때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5 상담자가 Ÿ 우연한 관계 경험 Ÿ 우연한 관계 경험 후 바로 

<표Ⅲ-4> 본 면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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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

후 한 행동

Ÿ 상담자로 
입직하는 데 
필요한 
진로진입행동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Ÿ 상담자로 입직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나요?

Ÿ 지금처럼 상담자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했나요?

6
우연한 관계 
경험의 의미 

Ÿ 진로결정과정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이 주는 의미

Ÿ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
진로결정 

요인

Ÿ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 요인

Ÿ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 마무리 Ÿ 면담 소감 나누기 Ÿ 오늘 인터뷰가 어땠나요?

 

4) 본 면담

  위의 표 5와 같이 최종 수정된 반구조화 질문지로 선발된 참여자 18명

에게 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면대면 방식으로 Seidman(2013)이 

제안한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면담은 연구자가 각 참여자와 직접 만나 진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90분

이 적절하다는 Schuman, Kalton과 Ludwig(1983)의 제안에 따라, 한 회 

면담을 기본적으로 60분으로 하여, 참여자별로 총 90분 이상의 면담 시

간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면담 참여자 자신이 범주에 대하여 자신의 스

토리와 이슈를 잘 반영하였는지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면담-

추후면담 설계(Interview Follow-up Design)를 적용하였다(권경인, 지희수, 

2010). 1차~3차에 걸친 면담은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되었고, 개인

별로 각 면담은 일주일 간격을 두고 다시 다음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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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면담이 모두 이루어진 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에 대면면담 혹은 유선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면담 장소는 상담실 혹은 스터디카페 등 조용하면서 인터뷰가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자료 수집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5. 면담자료 분석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

으로 이끌어진 하나의 근거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연구자가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코딩, 관련자료 

메모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체이론(substanc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bin(1998)이 제시한 

분석단계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단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분석

의 각 단계별로 연구자가 수차례 분석 후 전문가 자문팀 4인과 분석내용

에 대해 협의 및 자문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 속에서 개념들을 발견하고, 그 개념 간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진술들을 만들고, 그 가설 진술들을 통합해서 

실제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실체 이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최종 단계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우연한 관

계 경험을 만나 진로를 결정한 상담자 2명(여 1명, 남 1명). 연구 참여자 

4명(여 1명, 남 1명, 종교가 있는 참여자 1명, 종교를 믿지 않는 참여자 

1명), 상담전공 지도교수 1인, 교육학박사 1인, 질적 연구 전문가 1인, 상

담교수 2인의 감수를 받았다. 

  근거이론방법에 근거한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 그림Ⅲ-2와 같다. 



- 62 -

원자료화

단계

⇒

개방코딩

단계

⇒

축코딩 단계

⇒

선택코딩

Ÿ 면담

내용

축어록

전사

Ÿ 범주 분석

및 범주화

Ÿ 패러다임

모형

Ÿ 이야기 개요

Ÿ 핵심범주

Ÿ 관계진술문

[그림Ⅲ-2] 근거이론방법의 자료 분석과정

  

(1) 원자료(source material) 

  원자료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된 면담자료를 전사하여 추출하

였다. 면담에서 음성으로 표현된 내용은 모두 문자로 기술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가 느낀 점이나 인상, 상황 등은 참여자별로 메모에 별

도로 기록하여 다음 추후면담이나 자료 분석과정에서 참고하였다. 전사

과정은 단순한 타이프 작업이 아니라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면서 계속적

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떠오를 때마다 메모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

고 전사된 내용 중 개인적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연구의 내용

과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화 작업을 거쳤다. 

(2)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연구자가 심층면담, 관찰, 메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밝

히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최초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고, 특정 현상

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 내에서 형성해나가

는 과정을 의미한다(Creswell, 1998). 개념화 작업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개념화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상담자의 진로결

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에 대한 개념 추출을 위해서 원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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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9-2- 참18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딱 갖춰진 환경에

서 사실 그냥 이 일 안하고 그냥 누군가

를 만나거나 타인을 만나거나 할 때에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진지

하고 더 준비된 사람들이 왔을 때 더 효

과가 높다보니깐 이게 저한테는 지금은 

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소명 같기도 하

고 어떨 때에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갚아

나가는 길인거 같기도 해요. 

상담일이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소명 같음

참9-2- 면19 네. 

참9-2- 참19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종교적으로는, 

제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요.   

참9-2- 면20

네. 작은 불씨, 내가 가진 미약한 경험을 

통해서 또 정말 직접적으로 누군가한테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참9-2- 참20

돈도 벌고 저한테도 잘 맞아서, 적성에도 

잘 맞아서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안

에 제가 알지 못하는 책임감도 느끼는 

거 같아요. 그게 아마 소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하면서 

책임감과 소명을 

느낌

여러 차례 읽으면서 주요 개념의 발견 시 밑줄 긋기와 개념 요약을 동시

에 실시하면서 한글을 활용하여 줄단위 분석(line-by-line analysis)을 진

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개념변경, 추가, 삭제, 

통합 등 지속적으로 분석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

지와 의도, 의미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개념화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그림 Ⅲ-3는 원자료에 대해 개방코딩을 진행한 과정의 예시이다. 

[그림Ⅲ-3] 개념 추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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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은 개방 코딩 단계에서 해체되고 분해되었던 원자료를 재조합하

여 범주화하는 단계로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을 의

미한다.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교차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축코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패러다임 모

형은 행동에 대해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통제력과 예측가

능성을 제공해준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

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요소로 구성된다(Creswell, 

1998). 

  ‘인과적 조건’이란 어떤 현상이 발생된 계기나 현상에 영향을 미치

는 사건이나 일들을 의미하며, Strauss와 Corbin(1998)은 어떤 중심현상이 

나타나게 하거나 발달시키는 사건이나 이들을 인과적 조건으로 포함하였

다.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도

록 한 특수한 구조적 조건을 의미하는데, 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 또는 

맥락이 포함된다.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에 대해 표현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주되게 경험하는 현상이며, ‘중재

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현상을 변화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관계하여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

할을 하는 요인들로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88). ‘작용/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중심현

상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혹은 일상 행위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결과’는 중심현상을 다루거

나 해결하기 위한 반응과 대처로 사용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

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들에 대해 메모를 하

고, 코딩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면서 범주들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패러다임 모형 분석 결과 상담자들이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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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패러다임 모형 도출 후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을 통해 자료에서 작

용/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에 시간흐름에 따라 이

루어지는 상황변화를 도출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요한 변화과정

은 과정분석모형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선택 코딩 단계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마지막 단계로서 

연구자는 연구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찾고, 

이론을 생성하게 된다. 핵심범주란 근거이론에서 새로운 경험적 이론을 

형성할 때 초점이 되는 범주로, 중심현상과 연결되는 연구의 가장 핵심

적인 주제를 의미한다. 핵심범주는 범주간의 관계를 조직하여 구성되는

데, 주요 범주들 모두를 아우르고 포괄하는 범주여야 한다. 선택적 코딩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포괄하는 이론이 생성되며, 핵심범주와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전형적인 이야기도 함

께 서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코딩을 위해 원자료를 반복적

으로 재확인하며, 이론적 민감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반성적 사

고를 지속하며 핵심적 주제를 찾고 수정해나갔다.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연구의 자료 분석에서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론적 민감성은 자료의 의미나 가

치를 지각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 또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이론적 민

감성이 높을수록 연구자는 현상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관련 있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해 내고, 개념들을 적절히 관련지을 수 있게 

된다.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 주제나 자료와 관련된 직․간접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

에 우연한 관계 경험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획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상담자와 관계 이외의 우연경험을 통해 상담

자의 진로를 결정한 비교군의 면담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연한 관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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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과 관련된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6.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Lincoln과 Guba(1985)은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주관적인 이해와 해석, 

통찰을 중심으로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4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

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

안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 결과가 얼마나 정확히 현상과 실제를 드러내고 있

는가를 의미한다. 해당 연구가 얼마나 현상을 생생하고 충실하게 보여주

고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빙성이라고도 명칭 된다. 둘째, 적용 가

능성(applicability)는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Guba와 Lincoln(1981)은 적용가

능성을 적합성(fittingness)으로 설명하였는데, 연구 결과가 연구 이외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자신의 주관적 경험

에 비추었을 때에도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할 때 적합성이 충족된다고 밝

혔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비슷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설

정으로 연구를 재연하였을 때, 그 연구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양적 연구의 신뢰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연구자에 의

해 수행된 연구절차를 다른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고,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서도 비슷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질적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연

구자의 편견이 배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인가능성(conformanility)을 

의미한다.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롤 모두 확보할 경우에 해당된

다. Guba와 Lincoln(1981)은 앞의 세 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

성, 일관성이 확보될 때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이 제안한 4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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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면담 및 추후면담 자료와 함

께, 연구자 메모, 참여자/연구자의 느낌 등을 담은 현장기록 노트 등을 

연구 자료에 포함시켜서 자료수집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사실적 가치와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

한 이후에, 연구 참여자 4명(여 1명, 남 1명, 종교 있는 참여자 1명, 종교

를 믿지 않는 참여자 1명)에게 도출한 패러다임 모형과 연구결과에 대해

서 설명한 뒤, 참여자들의 경험이 연구 결과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

해 검증받는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되며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수정사항에 대한 피드백으로 작용/상호작용 영

역에서 첫째, 진로결정과정에서 일어났던 작용/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두

어서 상담자가 되기 위한 구직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 작용/상호작용 영역에 상담자의 진

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났던 우연한 만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범

주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셋째,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연

한 관계 경험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보고하는 상담자 2명(남 1명, 

여 1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설명해주고 보여주었다. 그 결과, 자신

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가 설득력 있으며 자신들의 진로

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

드백을 받았다.  

  넷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단계부터 전체 과정 동안 

전문가 자문 팀과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 내용을 수정하

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1~3차에 걸

친 면담 내용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참여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내적 일

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반구조화 면담 개발 단



- 68 -

계에서의 전문가 자문 팀은 근거이론 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

는 상담전공 교수 1명과 교육학 박사 1명으로 구성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팀으로 질적 연구 전문가 1명, 질적 연구를 자문한 경

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3명, 교육학박사 1명의 총 5명의 전문가 자문 

팀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 결과 자문 팀과의 지속적

인 논의와 검토를 받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와 분석과정

을 이행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

성, 일관성을 충족하도록 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 참여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담자들에 의한 삼각

검증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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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을 한 상담

자 18명을 심층면담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상담자로

의 진로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실체적 이론(substantive-level theory)을 구

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다. 근거 이론 방법

은 현장에서 수집한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일련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코딩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한 이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내는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 방법

의 절차에 다라 첫째, 개방코딩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로 우연한 관계 경

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되는 과정의 기본 구조를 확인하였다. 둘

째, 축코딩을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목소리로 보여주고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셋째, 선택코딩을 통해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1.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의 기본 구조

 개방코딩은 자료의 미시적 분석 과정으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통해 

개념(concept)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개념 간에 유사하거나 의미 상 관련 

되는 사건, 현상, 작용/반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trauss & Co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단어, 줄 단

위, 문장 및 문단 단위, 문서 전체를 정독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의미 있는 개념과 범주를 생성하고 그 개념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원자료의 개방코딩에 의해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의 진로로 결정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98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와 25개

의 상위범주가 생성되었다. 다음의 표Ⅳ-1와 같이 도출된 범주를 근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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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구
분

Ÿ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다

Ÿ 꿈이 없는 듯 보이는 아이들을 
만나다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인
과
적 
조
건

Ÿ 힘든 친구를 함께 버텨주다
힘든 친구를 
도와주다

Ÿ 반 아이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
다

Ÿ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다
고민을 들어주다

고민을 잘 
들어주어 
인정받다

Ÿ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로 추천되다

Ÿ 사람들에게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을 인정받다

잘 들어주어 
인정받다  

Ÿ 상담 공부하라는 조언을 받다
Ÿ 사람들에게 상담진로를 추천받

다

상담 진로를 
추천받다

상담 진로를 
추천받다

Ÿ 가족, 친구 문제로 상담을 받게 
되다

Ÿ 공부 문제로 상담을 받게 되다
Ÿ 진로고민으로 상담을 받게 되다

힘든 일로 상담 
받다

힘든 일로 상담 
받다

Ÿ 잘 수용해준 상담세미나 강사
를 만나다

Ÿ 자상한 상담교수님께 배우게 되
다

상담전문가를 
만나다

상담전문가를 
우연히 만나다

Ÿ 우연히 상담자의 상담을 목격하
다

Ÿ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상담자를 우연히 
만나다

Ÿ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다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다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다

Ÿ 친구와 상담 수업을 같이 듣게 되
다

Ÿ 사람의 문제에 호기심이 생기다
Ÿ 아픔에서 성장하는 것을 알고 

싶어지다

사람의 아픔에 
호기심이 생기다

사람들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론 방법에 따라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맥락적 조건, 중

재적 조건, 결과로 제시하였다. 

 <표Ⅳ-1> 자료의 개념화와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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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허덕이는 친구에게 마음이 쓰이
다

Ÿ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격적으로 
느껴지다

Ÿ 꿈 없는 아이들이 안 되고 안
타까워지다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다

느끼다

중
심
현
상

Ÿ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끼다

Ÿ 위로해주며 중요한 사람이 되는 
벅찬 기분을 느끼다

위로해주며  벅찬 
기쁨을 느끼다 위로해주며 

감동과 기쁨을 
느끼다

Ÿ 친구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동적
으로 느껴지다

사람의 변화에 
감동을 느끼다

Ÿ 잘하는 것을 발견하여 뭉클하고 
감격스러움을 느끼다

Ÿ 이야기를 들어주는 재능에 대한 
확신을 받다

상담 재능 발견에 
감격을 느끼다

상담 재능 
발견에 감격을 
느끼다

Ÿ 상담 재능이 있어 보인다는 말
에 뿌듯함을 느끼다

Ÿ 사람들의 칭찬으로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다

Ÿ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다

상담에 대한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끼다

Ÿ 상담 받고 심리적으로 편안해지
고 좋아지다

Ÿ 상담 받고 삶의 빛을 보다
Ÿ 다독거려주신 선생님이 힘이 되

다

상담 받고 삶의 
빛을 보다

상담 받고 삶의 
빛을 보다

Ÿ 상담 교수님에게 따뜻하고 편안
함을 느끼다

Ÿ 상담교수님에게 수용 받아 신세
계로 느껴지다

Ÿ 상담강의가 감동되고 힐링이 되
다

상담전문가에 
깊은 감동을 
느끼다 상담전문가에 

깊은 감명을 
받다

Ÿ 놀이치료를 보고 울컥하는 감동
을 받다

Ÿ 상담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게 느껴지다

Ÿ 상담교수님의 상담 이야기가 동
경이 되다

Ÿ 상담 교수님의 멋진 모습을 닮
고 싶어지다

상담전문가가 
동경이 되다

Ÿ 친구와 수업을 들으며 상담에 
관심이 생기다

Ÿ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로 상담이 

친구와 상담을 
배우며 행복을 
느끼다

친구와 상담을 
배우며 행복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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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좋아지다
Ÿ 친구와 상담을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이 행복하다

Ÿ 상담에 끌리게 되다
Ÿ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에 마음이 

끌리다

상담에 끌리게 
되다

상담에 끌려 
상담자가 되고 
싶어지다

작
용
 /
상
호
작
용

Ÿ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고 싶어지
다

Ÿ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담이 하고 
싶어지다

사람을 돕고 
싶어지다

Ÿ 사람을 돕고 잘 할 수 있는 상
담을 고려하게 되다

Ÿ 상담 받고 상담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다

Ÿ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다
Ÿ 상담자가 되는 방향과 동기를 

갖게 되다
Ÿ 소개받은 상담자를 만나 내 길

이라고 느끼다

상담자가 되고 
싶어지다

Ÿ 사람과의 경험에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성찰하다

Ÿ 성찰을 통해 자신에 대한 그림
을 그려나가다

사람과의 경험을 
성찰하다

진짜 삶에 대해 
성찰하다Ÿ 진짜 삶은 뭘까 하는 진지한 고

민을 하다
Ÿ 관계경험과 진로를 연결 지어서 

생각하다

진짜 삶에 대해 
고민하다

Ÿ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다
Ÿ 사람들에게 상담대학원에 대해

서 물어보다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다

상담 진로를 
탐색하다Ÿ 상담진로를 고민하면서 상담을 

받아보다
Ÿ 상담진로를 적극적으로 시도하

고 도전해보다

상담을 직접 
경험해보다

Ÿ 상담자를 소개받아 상담공부에 
대해 듣다

상담자를 
소개받다 우연한 만남을 

계속 경험하다Ÿ 사람들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Ÿ 재미없는 이전 전공에 대한 회
의감

Ÿ 자신 없고 힘들었던 이전 전공

이전 전공에 대한 
회의감

이전 진로에 
대한 회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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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스트레스가 많았던 이전 직장
Ÿ 만족하지 못한 이전 직장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족

맥
락
적 
조
건

Ÿ 상담일을 하는 부모님
Ÿ 진로결정을 존중해준 부모님

진로결정을 
존중해준 부모님

진로결정을 
존중해준 
부모님

Ÿ 힘든 친구 옆의 이야기를 들어 
줌

Ÿ 사람들에게 지지와 칭찬의 말을 
해줌

Ÿ 예전부터 사람을 돕는 일을 하
고 싶었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

Ÿ 사람들을 믿어주고 편안하게 대
해 줌

Ÿ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음

Ÿ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함

관계 추구의 욕구
관계 추구의 
욕구

Ÿ 상담진로에 대한 고민에 도와주
신 (학부) 사람들

Ÿ 상담공부에 필요한 과정을 추천
해준 사람들

Ÿ 진로에서 등대 같은 역할을 해
주신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들

도와주고 
격려해준 
사람들

중
재
적 
조
건Ÿ 힘들 때마다 격려해준 동료 선

생님들
Ÿ 진로 고민에 위로와 조언을 해준 

(대학원) 선배

위로와 격려를 
해준 사람들

Ÿ (학부)교수님과의 면담에서 상담
으로 결정하다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다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다

결
과

Ÿ 상담자가 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다

Ÿ 교육을 들으며 대학원 준비를 
철저히 하다

Ÿ 스터디하며 대학원을 준비하다

상담 공부를 
시작하다

상담자의 길로 
접어들다

Ÿ 교수님들께 메일을 드리고 상담
대학원에 지원하다

Ÿ 상담을 적극적으로 배우다
Ÿ 흥미 있는 상담을 열심히 배우다 

상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다

Ÿ 사람들이 디딤돌 되어 상담 길
로 들어오다

Ÿ 우연적인 인연이 상담으로 오는 
단계적인 발판이 되다

사람들이 디딤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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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적합한 타이밍에 만난 사람들로 
신의 섭리 같이 느껴지다

Ÿ 사람들을 미리 마련하신 신의 
섭리같이 느껴지다

미리 마련하신 
신의 섭리

상담의 길로 
튜닝하다

Ÿ 우연한 관계 경험들을 통해 신 
안에서 진로를 튜닝하게 되다

Ÿ 우연 기회들을 신이 주신 길

신이 주신 
진로로의 튜닝

Ÿ 지금까지 도와준 분들이 참 감
사하고 고맙게 느껴지다

Ÿ 함께 한 순간들이 참 소중하고 
위대하게 느껴지다

지금까지의 
소중한 만남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다

Ÿ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다 

Ÿ 우연한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가
고 싶어지다

Ÿ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생길 것
처럼 느껴지다

앞으로 만날 
소중한 인연

  표Ⅳ-1에 나타나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들은 우연한 관계 경험으

로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되는 과정을 정리한 결과로, 연구 참여자들

의 경험을 이론화하기 위하여 근거자료로 추출한 것이다. 개방코딩을 

통해 범주로 나타낸 결과들을 축코딩 과정을 통해 서로 연합관계를 만

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가 다시 조합시키게 된다(Strauss & Cob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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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 이야기

   개방코딩에 의한 범주화 분석 자료에서 범주들 간의 복잡한 관련성을 명확

히 드러내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은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을 제

안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이론 구축을 위한 귀납적인 사고와 연역적인 사고를 

동시에 하면서 이루어진다. 패러다임 모형에는 범주의 속성을 크게 6가지, 인과

적 조건(casual condition),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 맥락(context), 중재 상

황(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결과

(consequence)로 구분하여 조직하여 적절하게 배치된다. 이에 패러다임 모형을 

기반으로 범주들 사이에서 체계적 관계를 구성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하위범주들을 연결시키는 축코딩을 진행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에 대한 분석한 결과 상담

자로의 진로로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

는 맥락적 조건,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경험하게 되는 중심현상,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 작용/상

호작용 전략, 중심현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 중심현상 해결을 

위한 작용/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다음

의 그림Ⅳ-1에 제시된 바와 같고, 이어서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한다.2). 

2) 참여자들의 면담기록을 제시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급적 원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둘째, 진술문 중 ‘어…’, ‘음…’, ‘그…’와 같은 표현은 가독성을 위해 삭제

하였다.
셋째, 진술문 중 중요한 내용이 너무 길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략)으로 표시

하였다. 
넷째, 참여자의 진술문에서는 맥락상 생략되어 있으나, 인용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어구는  ( )로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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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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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적 조건‘우연한 만남’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중심현상을 발생시키거나 발달시

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변수들을 포함하는데,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우연히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 상담에 관심이 

생김’을 일어나게 하는 인과적 계기로 작용하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 ‘주변인의 추천’, ‘상담 받은 경험’, ‘롤모델을 만

난 경험’,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우연한 만

남’으로 도출되었다.

(1)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생김’과 ’사람들의 아픔에 안타까움

을 느낌’이라는 중심현상을 경험하게 만든 인과적인 계기는 다른 사람

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준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의 하위 범주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다’과 ‘힘든 친구와 함께 하다’이다. 

①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다

  우선적으로,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

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다. 관계에서 부적응적이

고 도와주는 사람들과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고 꿈이 없

는 듯 게임만 하고 싶어 하는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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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애들이 전반적으로 뭐랄까 아빠가 부재한 가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

자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육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깐 아이들이 거의  13살, 14살만 되어도 여아는 임신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

계 안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

긴 하지만 그 도와주는 사람하고도 자주 다투면서 의지하지 못하는 행

동을 보여 그런 부분이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참여자 5-1)

“저는 학원 강사를 했어요. 학원에서 본 아이들은 꿈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인생의 목표나 일정한 방향 없이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을 즐길까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어른의 눈을 피해 게임

하는 것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유일한 꿈이란 주말에 어떻

게 하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참여자 14-1)

② 힘든 친구를 도와주다

  참여자들은 친구가 대인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어

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친구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

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친구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특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더 마음을 쓰

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부 때 만난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좋아

했어요.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친구의 속사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요.  격의 없는 대화를 자주 나누다보니 그 친구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략) 자기는 사람들 잘 못 

믿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허탈하고 허무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잠수 타는 거다 등 속 깊은 이야

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당연히 가족 이야기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어

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부모님들은 어땠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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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졌죠. 옆에서 버텨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사람이 변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계기였죠.”(참여자 17-1)

(2) 고민을 잘 들어주어 인정받다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고민과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상담

가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경험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기

쁘고 감동적임’과 ‘상담에 대한 칭찬으로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김’이

라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 이 경험의 하위범주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

어주다’와 ‘잘 들어주고 인정받다’이다. 

① 고민을 들어주다

  참여자들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교생실습 기간 중에 반 아이들을 

면담하는 등 만나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 모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인데, 그 학교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아이들과 상담을 해도 좋다고 배려해 줬어요. 아침 조회 시간, 

저녁시간, 저녁 자습 시간 이렇게 해서 저한테 심지어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이라도 학생이 상담을 원하면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교생인 저와 면담을 하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사실 저는 그 때 상담을 

익숙하게 할 줄은 몰랐지만, 그냥 들어주고 고민상담을 해주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어요.”(참여자 10-1) 

“반 학생 중에 따돌림 비슷하게 당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쉬는 시

간만 되면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

요.”(참여자 4-1)

“고등학교 때에는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

요.”(참여자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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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잘 들어주어 인정받다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고민과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사람들에게 고

민 상담을 잘 해준 것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점차로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고민 상담해주고 받는 긍정적인 칭찬이 

기분이 상승되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재능이 있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주변에서 저한테 가서 이야기해봐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또 워낙 

뒷담화도 안하고 소문도 퍼트리지 않고 그러니깐 몇 명이 그런 이야기

를 해줬던 거 같아요.” (참여자 13-1)

“처음에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기본적으로는 제가 활동을 하면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피드백이 그 중에서 

기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공부를 잘 해, 뭐 이거를 잘

해 이런 거 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너 덕분에 내가 많이 좋

아졌어.’하는 말이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참여자 4-1)

“제가 고민 상담을 많이 해줬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랑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기분 좋았던 말이 있었어요. ‘너의 말

을 들으면 사람을 좀 업시키는 마력이 있다’고 그랬어요.”(참여자 

2-1)

(3) 상담 진로를 추천받다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할 때, 도움을 주신 분들, 특히 교수

님이나 선생님이 상담진로를 추천해 주셨던 경험을 통해 상담진로가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상담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가 되고 상담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상담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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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해 ‘상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다’라는 중심현상을 경험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과 면

담하는 과정에서 상담 분야를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된다. 권위가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상담으로의 진로를 추천해주시면서 

상담을 전공하면 잘 할 것이라고 격려해주신 이야기가 참여자들에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다.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면서 학부 때 무엇을 전공했는지 

등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학부 때 미술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

렇다면 미술치료 쪽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었

거든요.”(참여자 9-1)

“타전공 교수님이신데, 저한테 상담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상담을 전공하

면 학교로 갈 수 있다고, 상담을 해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요.”(참여자 7-1)

(4) 힘든 일로 상담 받다

  참여자들은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이슈, 건강 문제, 학업 문제 및 

진로고민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상담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참여자들

은 ‘편안하게 해준 상담에 매력을 느낌’이라는 중심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족, 친구, 진로고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혼

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받는 과정에서 어려

움을 상담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풀어냄으로써 힘을 얻고 심리적으로 편

안해짐을 경험하여 이를 계기로 상담에 마음이 끌리게 된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가족과의 이슈였는데, 그걸 친구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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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말할 수 없었고 정말 너무 힘드니깐 상담소에 갔었던 거거든요.”

(참여자 3-1)

“친구의 죽음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때, 되게 충격이 컸고, 우연히 

그 기간이 상담기간이어서 봄부터 받고 있었으니깐, 그런 이야기를 상

담에서 울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눈물

이 나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상담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상담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풀게 되었어

요.”(참여자 2-1)

“저도 마침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

시 상담을 받았죠.”(참여자 11-1)

(5) 상담전문가를 우연히 만나다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상담세미나, 상담 과목 수업 등 

상담강의를 들으면서 우연히 상담전문가의 자상함과 수용을 경험하게 되

고, 이를 계기로 ‘상담전문가의 따뜻함과 수용이 좋음’, ‘상담강의에

서 감동을 느낌’, ‘상담전문가의 모습이 동경이 됨’, ‘심리치료를 

보고 울컥하는 감동을 받음’의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① 상담전문가를 만나다

  상담 강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상담전문가는 장황한 질문들을 잘 경

청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을 때 자상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더 나아가 상담 강의에

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상담방법들에 감동을 받고 상담 수업을 들으

면서 힐링 됨을 느끼게 된다. 상담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상담하는 삶은 

다른 어떤 수업에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 느껴지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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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강의에서 만난 상담전문가의 모습에 감명을 깊게 받고 상담

전문가를 닮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신도 상담전문가가 되는 꿈을 갖게 

된다. 

“(상담) 세미나를 갔을 때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강사들이 잘 경청

해주고, 질문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일단 수용 받는 것을 느꼈었어요. 

상호작용에서요.”(참여자 5-1)

“학과가 아동가족학과이다 보니깐, 첫 번째 과목으로 아동상담을 들었는

데 교수님이 나이가 젊은 분이었는데, 느낌이 매우 좋으신 거예요. 어

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자상하지, 그리고 나이는 어리신데, 되게 인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인자한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그때 심적으

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탐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제가 탐색을 하면서 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참여

자 6-1)

② 상담자를 우연히 만나다

  한 참여자는 일을 하면서 우연히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자폐아동을 치

료하는 과정을 보게 되고, 상담으로 인한 아이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와 좌절감에 빠져있는 아이의 어머니의 모

습이 심리치료 후 정말 밝게 웃는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울컥하는 감동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이라는 분야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치료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아이를 보다가 선천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비디오 증후군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촬

영했었는데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거의 아이와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아

무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괴성 지르고 집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취재

를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안 되었고, 아이도 가엾다고 생각이 들 정도

로 심각했는데, 놀이치료를 하면서 애가 웃더라고요. 원래 자폐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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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뭔가가 있구

나 아이를 움직이는 게, 그때도 제가 알고 있었던 게 거의 웃음이나 그

런 표정을 보이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 어색한 웃음이 아니라 정말 밝

은 표정으로 놀이치료 받는 것을 봤어요.”(참여자 15-1)

  참여자는 진로를 전환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감명 받은 치료과정이 떠

올라서 상담자의 일이 궁금해지고, 상담 진로에 대해 물어보게 된다. 참여

자는 상담사와 면담할 때 상담일을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한 말이 매우 인

상 깊게 다가온다. 참여자는 이렇게 우연히 상담자를 만난 경험으로 인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나서요. 그 때 놀이치료 하는 선생님과 이야기

를 정말 많이 했어요. (중략) 개인상담실 원장님이셨는데 놀이치료도 하

고, 미술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때는 정말 진로에 대

해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 아이에 

대한 인터뷰를 마치고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거 같아

요.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의미 있게 이야기해주셨어요.”

(참여자 15-1)

(6)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다

  참여자들은 친구와 상담심리 수업을 같이 듣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상

담에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 영향을 받아 상담심리 과목들을 함께 들으며 

‘상담이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됨‘의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친구와 심리상담 수업을 같이 듣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상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서 상담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상담에 대한 같은 관심을 가진 친구와 함께 하면서 상담 수업을 계

속 같이 듣고, 들은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 상담에 대한 흥미를 친

구와 공유해나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더욱 상담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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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학 1학년 때 만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상담 공부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재

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왔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상담학 강의도 들었어

요. 지도교수님도 너무나 좋아서 상담 분야를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

했어요.” (참여자 8-1)

“그 친구랑 오티 때 같은 조였어요. 그래서 같이 시간표를 짜는데, 그 

친구도 상담 관련 과목을 듣고 싶어 하고 저도 상담 관련 과목을 듣고 

싶어 해서, ‘너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어?’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

어요.”(참여자 8-1)

  또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를 따라 상

담심리 관련 수업을 듣게 된다. 친구 따라 호기심에 들었지만 상담심리 과

목을 들으며 재미를 느끼고 원래 사람을 좋아했던 자기 자신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과목수도 늘려서 듣기 시작하고 더욱 상담에 대한 흥

미를 확신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관심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심리학과를 전공하는 친구

가 있었어요. 같은 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한 친구인데, 고등학교와 대학

교 동문으로 저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듣는 발

달심리 수업을 함께 들었어요. 그것을 교양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교양으로 들었는데요,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Erickson의 

(발달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아, 재미있다, 그런 게 아주 좋았고요. 그

래서 복수전공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랑 학교에 

같이 등교도 했는데 때로는 심리학과 과목을 함께 듣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복수전공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수업을 친구와 같이 들으면

서 발달심리와 사회심리 배우고 그런 다음 상담도 배우면서 심리학과 

상담 분야에 관심이 생겼어요.”(참여자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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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현상‘깊은 감명을 받다’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작용/상호작

용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생각이나 경험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을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깊은 감명

을 받아 상담에 관심이 생김’으로 보았다.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안타

까움, 호기심, 벅찬 감동, 기쁨, 뭉클, 감격스러움, 편안함, 끌림 등 깊은 

감명을 주는 정서체험은 계속 참여자들의 마음에 남아서 사람의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직업으로 상담을 결정하게 하는 데까지 이끌

게 된다. ‘감명’은 감격하여 마음에 깊이 새김, 또는 그 새겨진 느낌

‘3)이란 의미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마음 깊이 새겨지는 정서체험을 

하게 된다. 하위범주로는 ‘사람들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느낌’, ‘위로

해주며 벅찬 감동과 기쁨을 느낌’, ‘상담 재능 발견에 감격스러움을 

느낌’, ‘상담 받고 삶의 빛을 봄’, ‘상담전문가에 깊은 감명을 받

음’, ‘친구와 상담을 배우며 행복을 느낌’이 포함된다. 

(1) 사람들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경험’을 통해 ‘사람의 

아픔에 호기심이 생김’과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낌’이라는 중심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① 사람의 아픔에 호기심이 생기다

  주위에서 마음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어려움이 있는 사

람들이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호기심이 궁금증으로 발동되게 된다. 

3) Naver(2018). Naver 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8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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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에서 보면 희한

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잠자면서 가위에 눌린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요.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되었지? 뭐가 문제지? 하는 호기심이 저를 

상담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참여자 1-1)

  참여자는 친구의 죽음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사람이 아픔에서 성장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번민과 성장에 대

한 궁금증은 참여자로 하여금 사람의 고통과 성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그 때 제가 고통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던 거 같아요. 친구가 죽은 사

건이 저에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신앙에서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통

해 사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시지만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었어요.”(참여자 2-1)

②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계속 삶이 고통스러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게 된다. 대학에서 부적응한 모습을 

보이는 학우들이 마음에 쓰여 빨리 어려움에서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심정

이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고 싶어 한다. 그 과

정에서 친구가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에 더 마음이 가도록 만들게 된다.  



- 88 -

“뭔가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고 개성도 있고 재능도 있고 생각도 깊은 

아까운 친구인데, 대화를 해보면 뭔가 허무주의나 정서적인 우울감 이

런 거에 허덕이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학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과

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많은 아

까운 친구였어요. 저와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이

상하게도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지금은 빛을 못보고 있지만 잘 다듬으

면 진짜 반짝반짝 빛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눈

에 잘 보이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특별히 쓰이고 그래요.”(참

여자 17-1)

  현재 청소년 상담자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는 처음 상담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주위에서 즐겁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꿈이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이다. 꿈이 없는 아이들이 참으로 안 되어 보이고 안

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였다. 심지어 여자 아이가 되고 싶다는 남자아이의 

꿈은 충격적이면서도 자신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없는 무력감까

지 들게 한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아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같이 지내던 명랑한 아이가 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야기했을 때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의 꿈과 관련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중략)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

한 그 아이가요. 꿈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더 충격적인 경

험이었어요.”(참여자 5-1)

“참으로 안 됐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꿈이 있다면 저

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을 텐데요, 뭔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하면서 염려하는 생

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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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로해주며 감동과 기쁨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경험’에서 ‘벅

찬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고 ‘사람의 변화에 감동을 느끼는’중심현상

을 겪게 된다. 

① 위로해주며 벅찬 기쁨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고민을 들어주는 것

이 즐겁고, 뭔가 자신이 중요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

의 고민을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기쁨과 벅찬 기분을 맛보게 된다. 이러

한 감명 깊은 긍정적인 정서체험은 공부 등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게 좋았어요. 아이의 고민을 듣고 나서 식당이랑 학교 뒤에 샛길 같

은 길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아이에게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그 샛길을 걸었는데 그때 되게 이

렇게 좋다, 뭔가 중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나한테는 그게 고민을 

이야기해준 게 저한테는 기쁨이라는 생각을 샛길을 걸으면서 들었어

요.”(참여자 13-1)

“중요한 사람이 된 거 같은, 그게 되게 뭔가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은 

것과는 다른,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벅찬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참여자 13-1)

② 사람의 변화에 감동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힘든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와 격려

로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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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상담을 결정하는 동기를 

높이게 된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기에 대한 이

야기든지, 내가 그렇게 쓸모없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

게 되었어요. 나도 이런 데 쓸모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더라고요.”(참여자 4-3)

(3) 상담 재능 발견에 감격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경험’과 ‘잘 들

어주어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상담 재능 발견에 감격을 느낌’과 

‘상담에 대한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낌’의 중심현상을 겪게 된다. 

① 상담 재능 발견에 감격을 느끼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경험에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

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담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한 경험에서 뭉클하고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기쁨과 벅찬 기쁨과 더불어 상담으로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담 

재능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담에 

매료되어 상담자로의 진로를 추구하게 된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잘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되게 뭉클했고, 되게 감격스러웠던 거 같아

요.”(참여자 7-1)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확

신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것에도 재능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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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참여자 17-1)

“상담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고, 잘 

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하다가 여기에 온 거잖아요. 정말 나이브한 생

각이니깐 그랬던 거 같은데, 그 두 개의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상담

자로 와야겠다고 한 거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상담을 고려하게 된 게 바로 그 우연한 관계 경험인거죠.”(참여자 3-2)

② 상담에 대한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끼다

  고민 상담을 해주고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에 대해 상

담 재능이 있어 보인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뿌듯한 기분’을 느

끼게 된다. 자신이 고민 상담을 해준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칭찬으로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격려를 받게 되고,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

게 하는 상담을 계속 하고 싶고, 상담과 연결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많이 격려를 받았던 거 같은데, 상담자 같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때는 

뭔가 뿌듯했어요. 기분이 매우 좋고, 하나의 칭찬으로 느껴졌고요.”(참

여자17-1)

“(친구의 칭찬으로) 굉장히 힘을 받았고, 이것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앞으로 할 일과 연결시킬 수 있을

까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네. 이걸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참

여자2-1)

(4) 상담 받고 삶의 빛을 보다

  ‘개인적 이슈, 학업과 진로고민 등으로 상담 받은 경험’을 한 참여

자들은 ‘상담 받고 편안해짐’과 ‘상담 받고 상담의 매력에 끌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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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이 ‘매우 좋게’ 느껴진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 기

쁜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

님이 마치 안전 기지처럼 든든하게 느껴져 힘듦을 견디게 된다. 그렇게 

상담 받는 경험을 통해 상담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상담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상담자랑 어떤 게 잘 맞았는지

는 모르겠는데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일

주일에 한 번씩 그 날이 되면 집에 가는 길이나 학교 오는 길에 상담

하러 가서 뭘 이야기할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

의 인적사항에 관해 아는 바가 없지만 그 분이랑 상담하면서 이거 되

게 좋다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참여자 12-1)

“예를 들어서 잘 해서 상을 받았거나 하면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선생님

한테 가서 자랑할 수 있고, 아니면 힘든 일, 슬픈 일 있으면 그 선생님

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숙사 학교에 있으면 

힘들 때나 그럴 때 기댈 데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사시는 게 아니

고, 그럴 때, 언제든지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

깐, 교무실이든 기숙사든 건물은 바뀌어도 어쨌든 늘 어디에나 선생님

이 계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깐 (다시 훌쩍) 제가 원하면 찾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안전기지 같았어요. (중

략)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그 선생님의 따뜻함이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상담을 배워보고 

싶었어요.”(참여자 10-2)

“혼자 하는 싸움이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만 두려고 하던 

찰라였는데요. 너무 버거운 상태였어요. 그 때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

어서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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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 상담전문가에 깊은 감명을 받다

  상담전문가에게 배우게 된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상담의 ‘롤모델’이 

되는 분을 만나게 되어 상담전문가의 따뜻함과 수용에 감동을 느끼고 상

담전문가의 모습을 동경하는 중심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① 상담전문가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전공과는 다른 분야이지만 수강 신청하여 들었던 상담 과

목 교수님이 학생을 대하는 모습이 매우 인자하고 자상하여 매우 좋은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들었던 수업에서 자기 

자신을 탐색해나가고 상담교수님이 그런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데서 ‘감동‘을 받고 교수님이 지도하는 상담이라는 과목에 매료되게 

된다.    

“첫 번째 과목으로 아동상담을 들었는데 강의 교수님이 나이가 젊으셨

는데,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자상하지, 그

리고 나이는 어리신데, 되게 인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인자한 느낌

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그 때 심적으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

에 뭔가 탐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제가 탐색을 하

면서 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참여자 6-1)

“(상담수업을) 청강을 해보자 했던 것이 000 교수님 수업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힐링이 되었는지요. (중략)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참여자 

13-1) 

  상담세미나를 강의한 상담전문가에게 궁금한 점들을 수용 받는 경험이 

마치 ‘신세계’로 여행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문가에게 수용 받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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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그동안 많았던 질문이 줄어들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

하면서 ‘수용’해준 상담전문가가 하고 있는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상담세미나 강사를 만난 경험을 통해 이전부터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서 

수용 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욕구를 해소하

는 기회를 얻게 되어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저는 되게 장황하게 질문을 했던 거 같은데 수용 받는 그런 느낌을 받

았어요. 좀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다음에 질문이 줄어

들었어요. 그 뒤로는 질문이 상당히 질문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보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참여자 5-1)

  우연히 상담사의 심리치료 과정을 목격하게 된 참여자는 상담사의 치

료과정을 보고 울컥하는 감동을 받고 상담사의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게 

느껴지는 중심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정말 폭력적이고 심각했던 아이와 세상을 다 포기한 것 같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가 놀이치료를 받고 나서 환하게 웃는 표정

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게 된다. 짧은 시간동안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변화시킨 상담과 상담자 선생님이 신기하게 느껴진

다. 

“저도 정말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직도 어머니 표정이 

생각이 나는데요.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정말 세상을 다 포기한 표

정이었어요. 그런데 (치료 후) 정말 감동적이긴 하더라고요.”(참여자 

15-1)

“일단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이 놀이 치료를 받을 때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걸 볼 때, 정말 울컥 하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다운되었다가 갑자기 아이가 그렇게 좋게 변하니깐 신기하더라고

요.”(참여자 15-1)

  상담자의 놀이치료를 마치고 참여자는 상담자와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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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상담일을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상담일을 소개한 상담자의 모습이 매우 인

상 깊게 느껴지게 된다. 그 경험으로 상담이 정말 좋은 분야라는 확신을 

받고 상담에 관심이 생기게 된다. 

“그 뒤로 뭔가 관계를 맺었던 분이 아니라, 일단은 상담사라는 일이 되게 

즐거운 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치료사, 상담사라는 일이 되게 

즐거운 일이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셨고, 자신의 직업, 일에 대해서 그렇

게 즐겁고 행복하게 이야기한 경우를 그동안은 못 봤었던 거 같아요. 너

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한번 해볼 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동안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좋다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다단계 아닌 이상. (웃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정말 좋은 일인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참여자 

15-2)

 ② 상담전문가가 동경이 되다

 더 나아가 상담 수업을 해주는 교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매우 

‘멋져’ 보이고 닮고 싶어진다. 상담 수업에서 만난 상담전문가들의 모습

으로 인해서 다른 수업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남게 된다. 상담 

수업에서 교수님이 해주는 상담했던 이야기, 상담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 매우 ‘좋게’ 느껴지고 상담하면서 교수님의 윤기 나는 삶의 모습에

서 ‘생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은 상담하면서 만난 상담전

문가처럼 멋진 모습을 보이는 상담자로 닮고 싶다는 동경심이 생기게 된

다. 

“상담자가 되면 저 교수님처럼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

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거든요. 사실. 그거가 저한테는 정말 좋은 모

습이었고, 닮고 싶었던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참여자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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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담) 수업이, 다른 수업보다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가 동경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다른 수업들보다 그 수업이 가장 기

억에 남아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되게 생기가 있으셨고요. (웃음) 다

른 강사님들보다. 그리고 되게 고민하시는 모습이, 상담하시는 이야기, 

사시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2-1)

(6) 친구와 상담을 배우며 행복을 느끼다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경험‘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친구가 

좋아서 상담에 관심이 생기는 현상‘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좋

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친한 친구와 함께 상담수업을 같이 듣고, 친구와 

상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던 차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관심

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심리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

었어요. 같은 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같은 고등

학교, 같은 대학교에 진학한 엄청 친한 친구였어요. 지금도 절친한 친

구인데, 그 친구가 듣는 수업을, 심리학과 수업이 약간 교양 같은 수업

이 많으니깐, 발달심리 수업을 들었어요. 그것을 교양으로 듣는 사람들

이 많아서 저도 교양으로 들었는데요,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었는

데 Erickson 이런 거 들으면서 아, 재미있다, 그런 게 엄청 좋았었고요. 

그래서 복수전공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랑 학교

등교도 같이 했는데 수업도 같이 들을까 하면서 점점 심리학과 과목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을 같이 듣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실 복수전

공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발달심리와 사회심리 배우고 그리고 상담은 

조금 나중에 듣긴 했지만 상담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심리학

과랑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참여자 12-1)

“제가 이 친구가 좋으니깐, 이 친구가 하는 상담이 더 좋아지고 친구와 

상담 배우면서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 일에, 하는 일에 확신이 생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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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참여자 8-1)

3) 작용/상호작용 전략: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작용/상호작용은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혹은 경험하고 있는 중

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Strauss & Corbin, 1998).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안타까움, 호기심, 

벅찬 감동, 기쁨, 뭉클, 감격스러움, 편안함 등의 ‘깊은 감명을 받은 정

서체험’이 계속 참여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상담진로에 대한 고민과 

내적성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담에의 강렬한 끌림을 확인하여 

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배워나가게 된다. 

참여자들은 상담 진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상담을 같이 공부하는 사

람들, 상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 상담으로 다시 내담자와의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담자의 성장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상담자로서 훨씬 채워진 삶을 느끼게 

된다. 

(1) 상담에 끌려 상담자가 되고 싶어지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준 경험,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

재능을 인정받은 경험, 상담 받은 경험에서 느껴진 ‘안타까움, 감동, 기

쁨’ 등의 감명 깊은 정서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상담에 끌림을 받게 

된다. 이러한 끌림은 직관적으로 상담이 하고 싶고 상담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경험의 하위 범주는 ‘상담에 끌리게 되다’, 

‘상담이 하고 싶어지다’, ‘상담자가 되고 싶어지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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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에 끌리게 되다

참여자들은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여러 정서를 체험하고 직관적으로 

상담에 끌리게 된다. 상담에 끌리고 흥미와 재미를 느껴서 ‘어떻게 하면 

상담을 할 수 있을까’에 몰입하게 된다.

“저는 재미가 있으면 그것만 생각나요. 상담이 그랬죠. 다른 것은 고려

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말 꽂히는 부분에서 만요. 모든 부분에서 그

런 건 아니지만, 꽂히는 부분만큼은 사랑하고, 그리고 큰 발전을 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참여자 4-2)

“끌릴 때 아무 것도 생각 안나죠. 그것밖에. 어떻게 하면 상담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 같아요. 다른 것은 안보였어요. 그래

서 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끌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참여자 2-1)

② 사람을 돕고 싶어지다

상담으로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든

다. 참여자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 어려움

에 대한 측은지심이 드는 중심현상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

화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결정할 당시에는 궁금하고 안타까우니깐 돕고 싶다 그랬는데요, 뒤에는 

측은지심이 저한테 향해지고 너나 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1-1)

“학부 때 친구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곤 했어요. 그 친구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렁에서 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 같아요.”(참여자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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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 없을까, 뭔가 도구적이지 않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도 아

이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참여자 14-1)

③ 상담자가 되고 싶어지다

상담에 끌리고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점차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과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을 연결하게 되고 상담의 길이 자신의 길이라

는 확신을 받게 된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 살다가 가는데 생명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내 삶이 구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참여자 13-1)

“어려움이나 고충을 이야기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는 보

람, 이랬던 아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되게 뿌

듯했고, 이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 의미부여에 대한 게 되게 좋았어요. 

이건 계속 자신이 가진 틀을 깨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러는 이야기가 너

무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 이건 내 길이구나를 느꼈

어요.”(참여자 4-1)

“가족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이 무너졌어요. 가족상담을 하면서 제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도 굉장히 노력을 했었

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 것들을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만

약 교수님이 제 맘에 들지 않았다면 제도 사담 수업을 듣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인간적이고 너무 따뜻한 느낌이어서, 제가 그

런 점이 절실했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원 시절에 만났던 교수님들이 저

한테 잘 대해주셔서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상담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참여자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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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담 받는 경험을 통해 상담선생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자

신이 좋게 경험한 상담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뭐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진로로 상담을 해야겠다고 결정

을 한 건 아니죠. 그렇게 뭔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이라는 

경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걸 업으로 한다면 이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1-1)

(2) 진짜 삶에 대해 성찰하다

  사람들과의 경험에서 느낀 ‘깊은 감명을 받은 정서체험’은 참여자들

로 하여금 체험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이끌게 된다. 이 

경험의 하위범주는 ‘사람들과의 경험을 성찰하다’와 ‘진짜 삶에 대해 

고민하다’이다. 

① 사람들과의 경험을 성찰하다

   다중지능 중 자기성찰지능(혹은 자기이해지능)은 정신과 의사, 철학자, 

상담자 등의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알려져 있다. 

상담자는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성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

기성찰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이 무

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지를 파악하고 막연한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열쇠

라고 보고된다. 참여자들은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상담을 공부하면 흥미가 있을지 등 그 경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내적 성찰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런 거는 뭔가 내적인 성찰인거죠. 성찰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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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하는 시간이 많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17-2)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보가 없었다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런 경험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어떤 고민이 없었다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없었을 거 같아요.”(참여자 16-2)

② 진짜 삶에 대해 고민하다

  참여자들은 늘 자신이 원하는 진짜 삶은 무엇이고 진정한 삶은 무엇인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진로와 연결하는 성찰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진로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성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연구를 하면 재미있을

까,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하면 흥미가 있을까 하면서 아닌 것은 접고, 

살아남을 건 살아남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나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 구나‘라고요.”(참여자 

17-2)

“상담자로의 진로뿐만 아니라 내 삶에 늘 진짜는 뭘까 하는 진지한 고

민이 이렇게 상담하게끔 한 핵심 요인인 거 같아요. 진정성은 자기 거

니깐요.”(참여자 14-2)

“예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

이 하는 사람인데,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미래와도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상담을 받았을 때, 이런 게 있네. 

그런데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네, 상담으로 돈을 벌수가 있네. 이게 직

업이 될 수 있네. 그런데 이 직업의 의미가 내담자한테 엄청나게 크게 

다가갈 수 있네, 도움이 될 수 있네, 이 직업을 나도 할 수 있을까, 나

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내 미래가 이러면 어떨까 라고 미래와 연

결 짓는 작업들이 있었고요.”(참여자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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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진로나 직업에서도 

제가 실현하고 싶은 분야를 전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계

속 탐색하고 시도하고, 전체를 펼쳐보았을 때, 이게 상담을 선택한 가

장 큰 요인인 거 같아요.”(참여자 5-3)

(3) 상담 진로를 탐색하다

  상담의 매력에 끌려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성찰

한 참여자들은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상담 진

로를 고민하게 된다. 이 경험의 하위 범주는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찾

아보다’, ‘상담을 직접 경험해보다’이다. 

①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다

  우선적으로, 참여자들은 상담 관련 책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로상담처럼 구체적인 상담 영역

으로 검색한 참여자들도 있고, 어떤 참여자들은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전반

적으로 찾아본 경우도 있었다. 무슨 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할 수 있는지, 

상담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상담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일단은 알아봤어요. 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을. 그 다음에 진로상담을 하

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책을 좀 찾아보았어요.”(참여

자 2-1)

“마음을 돕는 직업이 무엇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 심리학과, 교육학과, 

가족학과, 사회복지학과의 4개 과 안에 상담 전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1-1)

  그리고 상담에 대해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 과목들 중에서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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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상담이론과 같이 상담 관련 기초 교양 수업을 신청하여 상담 강의

를 들어보고 재미가 있어서 가족상담, 부부상담 등 다른 상담 수업들을 

계속 더 듣게 되었다. 

“이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젠 학부 과목들 중에서 

상담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그 때 상담이론, 그 

다음 심리학개론 등을 듣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4학년 때 수업을 조

금씩 들어봤는데 재미있는 거예요.”(참여자 11-1)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담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어느 상담대학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전문 교수나 그 분야에 밝은 지인들

에게 상담대학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추천을 받는 등 어떤 상담진로

로 가야할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상담 길을 선택해 나가게 된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상담 분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께 추천을 

받았어요.”(참여자 7-1)

“그때 사실 대학에서 지도교수님한테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 받았을 때, 제가 그 때 2개 과를 고민했었거든요.”(참여자 12-1)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정말 적극적으로 쫓아다녔던 거 같아요.”(참여

자 1-1)

② 상담을 직접 경험해보다

  상담진로가 잘 맞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해

서 직접적으로 내담자가 되어 개인 상담을 경험해 본다. 특히 친구의 영향

을 받아서 상담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참가자는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 선

생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살핌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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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된다. 

“여기 상담센터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때 한 

번 더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냥 그 상담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온전히 

저 자신한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절 예민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되게 무딘 분이셔서 그런 살핌을 처음 받

아본 거 같아요. 누군가한테요. 그래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섬세하게 저

한테 다가오니까요.”(참여자 8-1)

“제가 인문대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휴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참여자 13-1)

(4) 우연한 만남을 계속 경험하다

  우연한 관계 경험은 상담에 관심을 갖고 매력을 느끼게 시작하게 만들 

때 만난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상담진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사

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하위 범

주는 ‘상담자를 소개받다’과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다’이다. 

① 상담자를 소개받다

  참여자들이 주위에 상담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상

담진로를 탐색하여 나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아는 상담자를 참여자에

게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그렇게 우연히 상담자를 소개받아 상담자의 삶

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

데, 상담자로서 ‘어려움이나 고충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는 보람, 뿌듯

함‘에 대해서 듣고 더욱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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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사이신 분이 있어서 센터에 가서 그 분이 하는 것을 귀동냥으

로 보고 식사하면서 어떤 수련과정을 거쳐서 뭘 하는지, 어떤 게 힘들

고 페이는 어떻고, 얼마나 상담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한 200명

은 상담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시고, 암튼 그런 것들을 물어보

았어요.”(참여자 4-1)

  그리고 소개받은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대학원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

서도 물어보고 상담공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기도 하였다.  

“(소개받은 분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구

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도 묻고 대학원 생활이 어떠냐는 것

도 묻고요.”(참여자 10-2)

②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함께 공부하

는 과정에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즐거

운 일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하며 더욱 상담 공부에 매료되어 갔다. 

“아무래도 상담을 같이 공부하고 뒤풀이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 공부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 9-1)

4) 맥락적 조건 :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우연한 관계 경험을 한 후 상담자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맥락적 조건

은 ‘우연히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깊은 감명을 받아 상담에 관심이 생

김’이라는 현상의 발생과 주위 환경에 의한 외적 조건으로 가족·사

회·문화적 배경 또는 맥락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8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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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대한 회의감’, ‘진로결정을 존중해주신 부모님’, 개인 내적 

조건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 ‘관계 추구의 욕구’가 해

당된다. 

(1) 외적 요인: 이전 진로에 대한 회의감

  참여자들은 ‘이전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

족’으로 방황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흥미가 생긴 상담 분야에 애착을 가

지고 상담공부를 시작한 맥락적 요인이 되었다.

① 이전 전공에 대한 회의감

  참여자들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전공에 흥미를 못 느끼고 

생각보다 힘들고 버거움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흔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충분한 

탐색을 할 시간이 부족하여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 재능이 있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참

여자들은 공대, 영어교육 등 재미가 없고 버거웠던 원래 전공에 대한 회

의감이 많이 들게 되고, 이러한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 다른 진로를 탐

색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일단은 저의 전공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중략) 막상 대학에 들어와

서 해보니깐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저는 이공계 재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깐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현재 전공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거

의 전 학부 기간 동안에 딴 짓을 주로 많이 했어요, 전공 공부를 아예 

낙제 받을 정도로 안한 건 아니지만, 그냥 보통 학점 정도만, 비실비실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11-1)

“그 다음 학기에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좀 더 굳어졌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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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내가 애들을 좋아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는 교생을 상담이 아니라 영어 교육과니깐 영어

교생으로 나갔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건 힘들고 준비도 해야 되는 되게 

버거운 작업이었는데요.”(참여자 12-1)

②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족

  또한,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일의 양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 상황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을 평생직업

으로 종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할 필요를 느

끼게 된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직장은 예상외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자신이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가 중요한 참여자들은 이

전 직장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해야 할 업무만을 하게 된다. 이

에 일에 대한 소진이 와서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게 된다. 

“그러니깐 저한테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휴일에도 계속 직장에 출근

해서 업무를 봐야하고, 4분기는 거의 집에 일찍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요. 약속을 잡아도 거의 당연히 취소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을 내 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회의감이 컸고, 그리고 인제 이 일이 나한테 너무 맞지 않고 노력

해도 진척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요.”(참여자 3-1)

“그때 PD 생활에 염증을 많이 느낄 때였어요. 그 생활이 너무 경쟁적인 

데에다 제 성격이 원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

았어요. 자꾸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

판하고, 잘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하나를 만들면 그

냥 바로 방송 나가는 게 아니라 방송 나가기 전에 검토를 하는 데 그 

과정에서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면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참여자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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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적 요인: 진로결정을 존중해주신 부모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상담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접한 참여자들은 상

담을 매우 친숙하게 느끼면서 성장한다. 또한, 상담으로 진로를 결정하

거나 전환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부모님은 당연히 상담진로를 존중해주

시고 도와주심으로 끌리는 상담 분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 

  상담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어릴 적부터 보아온 참여자는 사람들이 부모

님에게 상담 받으러 오는 모습, 상담을 공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상담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집에서 상담을 공

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는 직간접으로 상담에 관심을 갖

게 된다.

“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집에 많이 

왔었어요. 저의 집에 찾아와서 엄마나 아빠한테 고민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엄마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를 많이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과 관련

된 책을 구입해 공부하시고 때론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읽으셨어

요.”(참여자 8-1)

  또한, 참여자가 상담전공으로 진로를 전환하려고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 상황에

서 만약 상담으로의 진로 선택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반대를 하셨다

면 상담진로를 결정하는 데 더 망설이고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존중과 지원으로 상담으로의 길에 더 적극적으로 들

어오게 된다.  

“또 하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전공을 바꿔서 상

담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저의 집이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남쪽 지역인데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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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은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대학원 진학할 때에도 네가 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필요

한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부모님도 걱정은 되셨

겠지만 제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 점이 제가 

상담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참

여자 11-1)

(3) 개인내적 요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지닌다. 참여자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힘이 되고자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버텨주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다른 사

람들에게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하는 말로 위로와 힘을 주려고 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나,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기 이전부터 다른 사람

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인내적인 특성이 

사람의 마음을 돕고 힘을 주는 상담의 특성과 부합하여 참여자들이 상담

을 자신의 욕구와 잘 맞는 의미 있는 일로 인식되게 된다. 

“그 아이가 아무도 없는 거랑 한 명이라도 있는 거랑 다르니깐, 학교에 

와서 그래도 저라는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좀 힘이 되지 않았

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4-3)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형식적인 위로보다는 그 친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되게 담고 싶었고요.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다기

보다는 그 순간은 대견하고 기특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 같아요. 그 때 

그래도 그 말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3-1)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돕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좋아

지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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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 추구의 욕구

 참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평소에 주변의 사람들을 믿어주고 눈높이에 맞게 맞

추어 편안하게 대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둥글둥글한 편

한 성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관계에서도 적을 만들지 않고 편안한 관계

를 만들려고 노력하며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

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담공부도 함께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욱 상담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개

인내적 특성이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상담

에 더 매력을 느끼고 상담자의 길로 오게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내담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내담자는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선생님

처럼 믿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는 내담자가 올 

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되게 부럽다고요.’(중략) 팀

장님이 저를 면접보실 때 저의 첫인상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나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참여자 8-1)

“그게 뭘까 하면 우선 제가 평상시에 저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를 종합해보면 착하고 성실하다는 평가이고요, 성격적으로 원만하고 사

람들과 잘 어울려 이야기도 잘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격의 없이 소통을 

잘하는 스타일인 거 같거든요.”(참여자 11-2)

“저는 친구가 좋아하는 거 같이 공유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되도

록 친구와 같은 감정과 눈빛으로 튜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친

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참여자 7-1)



- 111 -

5) 중재적 조건‘도움의 손길’

중재적 조건은 앞의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요

인들이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현상을 변화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관계하여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로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다(Strauss & Corbin, 

1998). 참여자들이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겪는 주된 현상인 ‘깊은 감명

을 받음’으로 상담에 관심이 생기고 상담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참여자들에게는 ‘도와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이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도와주고 격려해준 사람들

  참여자들이 상담진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은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격려도 받게 된다. 이

러한 경험의 하위 범주는 ‘도움을 준 사람들’과 ‘위로와 격려를 해준 

사람들’이다. 

① 도움을 준 사람들

  상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상담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상담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자들은 상담

대학원에 입학하여 상담을 배우기 전까지 대학원과 전공 선택에 대한 고

민, 대학원 진학 준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에 상담을 

전공하기로 고민할 때 참여자들은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 상담과 관련해서 무슨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대학원

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지도교수, 상담강사, 선배, 상담사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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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정보와 내용들을 제공받게 된다. 이렇게 어두운 길

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도움을 준 분들 덕분에 참여자들은 상담 공부를 수

월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학부 선배셨는데 그 분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그 분이 저에게 대

학원에 가려면 메일로 교수님께 컨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알려주셨어

요.”(참여자 10-2)

“지치고 헤매고 있을 때, 어쨌든 석사 갈 때도 혼란스러울 때, 아니야, 

이 길을 갈 때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 라고 비춰주신 분이고 제가 수퍼

바이저한테 갈 때에도 사람들 만나면서 내담자 만나면서 이 길이 내 

길인가 고민할 때에도 제가 그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그

래도 포기하지 않고만 가면 잘 할 수 있다고 앞이 잘 안보일 때에 비

춰주는 느낌이에요, 바닷가 가면은 내가 배를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

는 거,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거 같아요. 특히 밤에 등대 불이 켜

지잖아요.”(참여자 9-2)

② 위로와 격려를 해준 사람들

  다른 전공과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상담이라는 새로운 진로로 전환하

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특히 늦게 상담 공부를 시작한 경우, 다

시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일이나 상담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는 과

정이 시간이 걸리고 힘이 더 들게 마련이다. 참여자들은 상담 공부하고 상

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변 사

람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상담자가 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갈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000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저보다 한두 

살 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좀 치대나 봐요. 징징거리는 것도 있고, 그

러면 달래주시면서 ‘다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네가 가고자 하는 목

표로 갔으면 좋겠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참여자 6-1)



- 113 -

  상담은 대상에 따라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성인상담, 노인상담 등으로 

나누고, 영역에 따라 진로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업상담, 중독 상담 

등으로 나뉜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전공하면서 관심 있는 상담대상과 영역

을 선정해야 하는 고민이 드는 시점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진로고민을 하

는 상황에서 전공 선배, 지도교수 등에게 위로와 조언을 받으면서 자신한

테 맞는 길을 찾아나가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000 선배님한테 가서 들어나 보자 했어요. 그만큼 

신뢰가 있었던 거죠.  (중략)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패밀리

를 생각해봐 나는 네가 00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애.’ 이렇게 말씀하셨

다니깐요.”(참여자 1-1)

6) 결과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다’

결과는 중심현상을 다루거나 해결하기 위한 반응과 대처로 사용한 작

용/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우연한 관계 경험들에서의 ‘깊은 감명을 받은 정서체

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용/상호작용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되는 동기를 얻고 상담재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

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상담의 길에 진입하게 된

다. 결과의 상위범주는‘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다’, ‘상담자의 길로 

접어들다’, ‘상담의 길로 튜닝하다’,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다’이

다. 

(1)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다

드디어 참여자들은 직관적으로 끌리는 상담을 업으로 하는 상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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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참여자들에 따라 심리학 등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전공과 상담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면서 상담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럴 때는 상담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입김이 되게 세게 작용하잖아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런 상황에

서 뭔가 진로장벽이 있을 때, 이럴 때 견뎌나갈 수 있는지를 상담자가 

그걸 알고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상담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제 진로를 상담으로 결정한 거예요.”(참여자 3-1)

“그때 사실 대학에서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때 어떤 분야를 전공해

야 할지 잘 몰라 상담 받을 때, 제가 그 때 2개 과를 고민했었거든요. 

하나가 발달심리 쪽이었고 다른 하나가 학교 상담 쪽이었는데 그 교수

님께서 네가 왜 그 두 과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뭔

가 발달심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2안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사람

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 아이들인 건지, 좀 더 변화

나 도움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 상담 쪽이 더 맞다고, 좀 

더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쪽이 이쪽이라고 생각해서 상담으로 

결정한 과정이 있었어요.”(참여자 12-1)

(2) 상담자의 길로 접어들다

 참여자들이 상담의 진로를 결정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상담자의 길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하위범주는 ‘상담공부를 시작하다’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배우다’와 ‘사람들이 디딤돌 되다’이다. 

① 상담 공부를 시작하다

  상담을 전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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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학부에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전공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따로 상담 공부를 하고 대학

원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권유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

여 필요한 과정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나 대학의 평

생교육원,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교육 등을 등록하여 수강하면서 상

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장애

물이 있어도 그것들을 잘 감수하면서  목표를 잘 달성해 가는 편이에

요.”(참여자 5-3)

“이전의 커리어랑 너무 다르니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미술치료를 사이버대학교로 편입하게 된 거조. 그 분이 바로 대

학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깐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를 좀 더 하라고 

했어요. 저는 스터디 대신에 미술치료 편입을 했죠.”(참여자 15-1)

“공부도 필요하니까 와서 공부도 해볼래,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때부

터 상담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 카운슬러 대학 과정이, 강사 분들이 

정말 빵빵하신 분들이 오셨어요.”(참여자 11-1)

  참여자들은 대학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학시험이 있는 상담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라든지,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스터디 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사람들과 같이 준비하기도 하였다. 

“스터디를 모아서 열심히 했죠. 소셜에 대학원 준비하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저처럼 스터디를 모았어요. ‘어떤 분이 올리신 글에 저도 

같이 해요. ‘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분과 저를 주축으로 스터디가 왕창 

커졌어요.”(참여자 3-2)



- 116 -

② 상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다

  참여자들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 상담으로의 진로가 가능한지

를 직접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상담자의 길로 입직하게 된

다. 상담이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

으로 도전하고 계속 탐색하고 시도’함으로써 상담자로의 길로 들어서는 

데 더 가속도를 내게 된다. 이렇게 상담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철저

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대학원 교수님께 지원하겠다는 메일로 미

리 인사를 드리고 상담대학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 전에 인사를 드리고 할 때 ‘이번에 석사과정 지원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참여자 11-1)

“저는 약간 성격적인 점도 있겠지만 좀 신기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대학 선택과 직업 선택 등 진로를 정할 때, 대충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상담에 입직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

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5-1)

③ 사람들이 디딤돌 되다

 

  참여자들이 상담에 관심이 생기고, 상담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우연

한 만남은 계속되었다. 우연한 만남으로 다른 직업이 아닌 상담자의 길

로 입문하게 되고, 우연이 만들어준 또 다른 인연으로 상담의 길로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 

  진로 탐색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

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신과 의사의 길로, 어떤 사람은 교사의 길

로,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참여자들 역시 우연

적으로 상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장시

킬 수 있는 진로들 중에서 상담의 길로 더 집중이 되면서 들어오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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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상담 쪽 길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길들

을 선택지에서 우선 닫았던 거 같고, 이 길로 좀 더 가볼까 하면서 다

른 쪽 길들은 닫힌 거 같아요.”(참여자 5-3)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다른 직업도 있잖아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만, 저는 일단은 뭔가 생각하고 의미 찾는 거에 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연한 관계들을 통해서 더 상담 쪽으로 오

게 되었던 거 같아요. 만약에 다른 쪽 길을 접했다면 제가 말한 직업들 

중에 다른 직업을 가졌을 거 같긴 한데요.”(참여자 5-3)

  우연이 만들어준 인연은 꼭 길게 지속적으로 만났던 사람만이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과거의 인

연이 된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 얼마나 강렬하고 인상 깊게 영향을 주었

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연관계경험에서 느꼈던 강렬한 

인상이 참여자들의 마음에 지금도 깊게 새겨져 있을 만큼 상담자로의 진

로로 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연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인연이 계속 맺어짐으로써 우연적인 인연이 단계

적인 발판이 되어 상담 쪽으로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었다.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사실 최근 들어

서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떨어져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깐 기억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 그 선생님과의 짧은, 어쨌든 길지 않

게 만났던 경험이 이렇게 나한테 깊게 새겨져 있고 나한테 많은 영향

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10-1)

“그 분들을 보면 우연적인 인연이지만 상담 쪽으로 더 깊이 있게 발들

이게 만들었던 분들 같아요.”(참여자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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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의 길로 튜닝하다

  종교가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우연한 관계 경험의 의미를 상담자의 길

로 튜닝하게 한 신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러

한 경험의 하위 범주는 ‘미리 마련하신 신의 섭리’와 ‘신이 주신 진

로로의 튜닝’이다.  

 ① 미리 마련하신 신의 섭리

 상담자로의 진로로 오는 데까지 자신이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신이 다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장 적합한 타이밍과 상황에

서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신

의 섭리로 느끼고 있었다.  

“만났던 사람들, 상황들, 정말 하나하나 적합한 타이밍에 적합한 사람들

을 만났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같게만 느껴져요.”(참여자 13-2) 

“저는 이런 우연 경험이 일어날 때, 크게 보면 우연은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께서 길마다, 골목골목마다 주실 것들, 만나게 할 사람들,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을 미리 다 마련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1)

② 신이 주신 진로로의 튜닝

  우연한 관계 경험들은 신이 주신 기회들로 생각되었다. 우연한 관계 경

험들은 신이 주신 길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신이 주신 기회들을 통하여 상

담에 끌리고 그 기회들을 통하여 상담이라는 길로, 신이 주신 길로, 자신

의 진로를 튜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우연 경험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저와의 튜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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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달라지는 변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1-1)

“그런 기회들을, 그 때는 기회라는 것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연 

기회들을, 이것을 주신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끌림을 주신 거 같아요.”(참여자 2-1)

(4)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우연이 만들어낸 인연들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

고 앞으로 만날 인연들도 소중하게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하위 

범주는 ‘지금까지의 소중한 만남’과 ‘앞으로 만날 소중한 인연’이

다. 

① 지금까지의 소중한 만남

  인연이 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

면 지금까지의 인연들이 매우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진작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준 분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되면서 그 분들과 우

연한 만남으로 연결되어 함께 했던 순간들이 참 위대하고 소중하게 느껴

졌다. 

“이게 참 그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 분

들이 나한테 ‘참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게 참 

아쉬움으로 남아요.”(참여자 9-1)

“어떤 사람이 상담실에 오는 건 그 사람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의 역사가 같이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다 그렇게 서로 연

결이 되어 있고, 그 순간이, 물론 짧은 순간일지라고 함께 하는 순간들

이 참 소중하고, 참 위대한 거 같아요. 만남이라는 게요.”(참여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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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앞으로 만날 소중한 인연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도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인연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계속 만들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든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겠구나, 소중하게 생각해

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0-2)

“우연경험이 주는 의미는 우연을 기대하면서 마치 로또처럼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고 우연을 만나면요. 우연히 주는 관

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참여

자 17-2)

  더 나아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상담자로 성장해온 것

처럼 앞으로도 더 자신을 성장시켜줄 좋은 인연이 생길 것 같은 기대도 

하게 된다. 

“사실 제 힘으로만 한다고 하면 못해내겠죠. 또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

거나 도와주겠죠, 좋은 인연이 생기겠죠.”(참여자 17-2)

7) 상담자가 된 이후의 결과

본 장에서는 부가적으로 현재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된 이후의 결과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재 상담자로 일하면서 직접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뿌듯하고 의미 있음을 느끼며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상담자로 앞으로 만날 인연들을 기대하며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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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있다. 

(1) 상담의 길은 의미 있는 참살이

  참여자들은 드디어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내담자와 

상담한 뿌듯한 상담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상담자로서 채워진 참살이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의 하위 범주는 ‘뿌듯하고 의미 있는 상

담’과 ‘상담의 길이 참살이라는 확신’이다. 

  

① 뿌듯하고 의미 있는 상담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상담 받고 원하는 부분이 해결될 때, 뿌

듯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음을 느끼고,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행복함을 느끼면서 상담을 의미 있

는 일이라고 가치 있게 생각하였다. 

“상담 받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친구, 자기 길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희미했던 안개 같은 것을 걷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

요.”(참여자 14-1)

“상담하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죠.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이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상담자가 정말 도인일 

필요가 없다는 게 느끼는 게 우리도 부족한 인간이기에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깐, 내담자가 저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

요. 항상 내담자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저는 그 상황이

면 못할 거 같은데 오히려. 아. 이렇게 누가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것

만으로도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참여자 15-2)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요. 그것을 나중에 생각하면 행복

이라고 붙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감정은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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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저한테 있어서는 좋은 순간인 거 같아요.”(참여

자 12-2)

② 상담 길이 참살이라는 확신

  특히 참여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로서 상담 실습 과정에서 만

난 첫 내담자를 들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담을 처음 배워나가면서 

만났던 내담자로 상담을 제대로 배우기 전임에도 다행히도 어려움의 문제

가 해결되어 성공적으로 종결한 경우를 보고하였다. 첫 상담이 어려웠지만 

성공한 경험이 뿌듯함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상담을 본

격적으로 하면서 내담자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상담자로서 

‘이 길이 맞다’는 것을 느끼며 상담자로 일하는 게 훨씬 채워진 삶을 

사는 참살이로 느끼게 된다.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힘들지만, 부인하지 않고 자기 것으

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 덕분에 

저도 성장하는 거 같아요. 그게 상담을 계속 하게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14-1)

“예전에 진로를 전환하기 전에 비하면 상담자로 활동하는 지금이 정말 

채워진 삶을 사는 것 같아 참살이를 산다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참

여자 14-1)

(2) 상담은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소명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가 되기까지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것을 

다시 내담자에게 줄 수 있기에, 받은 것을 다시 갚아나가는 소명을 느끼

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의 하위 범주는 ‘상담은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소명’과 ‘가슴 안에 저리는 상담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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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은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소명

  이제 참여자는 내담자가 얽혀있는 문제로 인해 억눌려 있는 상황을 보

게 되면 내담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우연적인 

인연이 된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것처럼 상담으로 내담자들이 자신의 고통

에서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날개를 펼치게 되는 일을 돕고 싶고, 내담자가 

자유롭게 되어 환하게 웃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그냥 그들이 자기의 잠재성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뭔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 뭔가에 짓눌려있는 것들을 볼 때, 

거기서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고요, 전에 제가 상담선생님으로부터 받

았던 것처럼 그 친구들도 문제가 해결되어 활짝 웃는 것을 볼 때, 날개

를 펼치게 될 때 행복한 거 같아요.”(참여자 10-2)

“고통을 같이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남의 고통을 안 보려고 하

잖아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들을 함께 나누고 같이 그걸 

디딤돌 삼아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고 싶

어요.”(참여자 2-1)

  이에 참여자는 상담하는 현재의 직업이 자신의 소명 같다는 생각이 들

고 그동안 받은 것들에 대해 갚아나가는 길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이게 저한테는 지금은 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소명 같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길인 거 같기도 해요.”(참여자 

9-2)

② 가슴 안에 저리는 상담 소명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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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그 책임감이 자신의 가슴 안에 저리게 느껴지면서 상담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살게 되었다. 

  

“그 안에 제가 알지 못하는 사회적인 책임감도 느끼는 거 같아요. 그게 

아마 소명이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9-2)

“그냥 가슴 안에 이렇게 저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중략) 그

러니깐 그 소명이라는 게 그것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참여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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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 이론

근거이론 방법의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련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 발전시키게 된다(Strauss & 

Cobin, 1998).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으

로서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관련성을 확인하면

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범주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자료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선택코딩 분석 결과들

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

범주 도출, 이야기 개요, 가설적 관계진술 순으로 분석과정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귀납적으로 통합하여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

에 대한 이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실체 이론

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결과로서 진로결정과정에서 보이는 상담자

들의 우연한 관계경험이 무엇인지, 그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야

기개요와 핵심범주에서 기술되며, 우연한 관계경험을 통한 진로결정 요

인은 가설적 관계진술에서 제시된다.  

1) 이야기 개요 

이야기 개요(story line)은 연구의 중심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화하

는 것이다(Strauss & Cobin, 1998). 이 방법은 근거이론에서 최종이론의 

생산을 돕고, 생산된 이론을 독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irks & Mills, 2015). 본 연구에서는 우연한 관계 경험으

로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개요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었던 상담자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보이

는 우연한 관계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우연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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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결정적으로 갖게 해주는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참여자들마다 

만났던 우연한 관계 경험은 각기 다른데, 참여한 대상자들이 보고한 우

연한 만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관계나 정서적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들을 도와

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고민과 하소연

을 들어주는 고민상담가 역할도 수행한 경험도 하였다. 

둘째, 사람들에게 상담재능을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이 

해준 고민 상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민상담가로 인정해주고 이야

기를 잘 들어줘서 덕분에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셋째, 만났던 사람들에게 상담 진로를 추천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

히 교수님이나 강사 선생님처럼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상담진

로를 추천해주고 상담 잘 할 것 같다는 피드백은 참여자들이 상담자가 

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넷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상담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이슈, 건강문제, 학업 문제 및 진로고민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이 필요하였고, 상담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

다. 

다섯째, 상담전문가를 롤모델로서 만나게 된 경험이다. 참여자들은 수

용적이고 자상한 상담전문가를 만나서 배우게 되면서 상담전문가가 사람

들을 대하는 인자한 모습을 동경하게 되었다. 

여섯 째, 상담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경험이다. 상담을 

매우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상담심리과목을 같이 들으면

서 친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해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

하는 과정에 대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우선적으로 참여자들은 ‘감명 

깊은 정서체험(deeply impressive emotional experience)’을 하게 되어 

상담의 매력에 끌리게 된다. 첫째, 사람을 도와준 경험에서 사람들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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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움을 경험한다.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에 더 마음이 쓰이도록 만들었다. 둘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

로해주는 경험에서 벅찬 감동과 기쁨을 경험한다. 사람들의 고민과 하소

연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 같은 감동

과 도와준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쁨을 느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동기를 높여주었다. 셋째, 사람들의 고

민을 들어주는 경험에서 상담재능을 발견하여 뭉클하고 감격스러움을 느

낀다.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줬던 사람의 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이야기

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담재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칭찬으로 뿌듯함과 상

담에 대한 자신감을 받게 된다. 참여자들이 해준 상담에 대해서 덕분에 

많이 나아졌고 상담재능이 있어 보인다는 피드백을 받고 상담에 대한 뿌

듯함을 느끼고 상담하는 일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넷째, 상담 받은 

경험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상담선생님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세상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문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

짐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상담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을 동경하게 

된다. 수용적이고 인자한 상담전문가를 만난 경험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분들을 닮고 싶고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게 하였다. 여섯째, 친한 친구와 함께 상담을 배우며 행복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상담이 좋아지는 경험을 한다. 친구와 심리상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친해지게 되고 친한 친구와 함께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상담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다양한 감명 깊은 정서체험

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상담에 끌리게 만들고, 계속 참여자들

의 마음에 남아 상담진로에 대한 고민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우연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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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경험에서 왜 그렇게 감명 깊게 그 경험이 마음에 남았는지, 그게 어

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경험과 연결하여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

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

다. 상담의 매력에 끌리고 상담자가 되고 싶다고 드는 마음과 생각에 대

해 끊임없는 내적성찰을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그림을 그

려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 과정을 

거쳐 자신이 상담진로에 끌리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상담할 수 있

는 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과 책을 찾아보고, 상

담을 직접 경험해보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상담하는 길을 적

극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상담자로의 진로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

고 상담진로로 튜닝 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상담자로 

진로를 결정하고 상담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

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우연한 만남을 다시 경험하면서 상담의 길에 

진입하게 되었다.

2) 핵심범주

근거이론에서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핵심적인 

단어로 응축하여 정리하여 모든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하여 연구의 주

제를 표현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핵심범주 분석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현상으로 연구 참여자의 주된 문제를 참여자들이 어떻게 구

성해나가는지를 밝히고 이론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개요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표Ⅳ-2과 같이 핵심범주를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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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Ⅳ-2> 핵심범주 

핵심범주

우연한 만남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상담에 끌려, 진지한 성찰을 통해 상담자

가 되기로 함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우연한 만남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상담에 끌

려, 진지한 성찰을 통해 상담자가 되기로 함’이다. 우연한 관계 경험으

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심현상은‘deeply impressive 

emotional experience(감명 깊은 정서체험)’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참여

자들이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나면서 매우 인상 깊고 다양한 정서체험을 

했음을 포괄한다. 이렇게 마음에 깊이 남는 정서체험으로 참여자들은 상

담에 직관적으로 끌리고 이러한 끌림에 대한 진지한 내적 성찰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여 상담자가 되고 싶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확신을 받고 

상담자의 진로로 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

한다. 또한 상담자가 되는 과정까지 다시 우연한 만남으로 도움을 받아가

면서 상담의 길로 발을 들이게 된다. 

3) 가설적 관계진술(hypothetical relational statements) 

가설적 관계진술은 관계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핵심 범주와 도출한 각 

범주 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정형화하여 진술하는 

방법을 의미 한다(Strauss & Corbin, 1998). 가설적 관계진술문은 본 연구 

의 목적인 우연한 관계경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과 해

당 요인이 진로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

에서는 핵심범주로 도출된 ‘우연한 만남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상담에 

끌려,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주 및 조건들과 가설적 정형화를 위한 가설적 관계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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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측면, 맥락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1) 개인적 측면

가) 우연한 관계 경험은 상담자로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1) 사람들과의 우연적인 경험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2) 우연한 관계 경험은 상담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는 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3) 우연한 관계 경험은 상담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4) 우연한 관계 경험은 진로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원하는 진로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도 계속 일어난다. 

나) 개인의 정서체험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1)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정서체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

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① 사람들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②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에 기쁨 등의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1)―③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감동 등의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④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에 뿌듯함, 

감격스러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⑤ 상담전문가에게 느끼는 감탄, 감명 등의 긍정적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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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나)―(2)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정서는 상담자가 되는 동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3)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정서는 상담에 대한 직관적인 끌

림에 영향을 미친다. 

나)―(4)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정서는 상담자가 되기 위한 진로

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 개인의 성격특성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1)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높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

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2) 사람과의 관계추구 욕구가 높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맥락적 측면

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1)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맺었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

록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2) 상담전문가와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지지적으로 지각할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3) 주변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는 수준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1)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지지적으로 지각할수록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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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진로를 결정한 후 도전하는 확률을 높일 것이다. 

나)―(2)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 존중과 지지를 받은 경험이 많을수

록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이 높을 것이다. 

다) 진로결정 당시의 환경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1) 이전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2)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족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 행동적 측면

가) 성찰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1)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많을수록 상담자로

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2)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성찰이 많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3) 정말 원하는 삶에 대한 성찰이 많을수록 상담자로의 진로결

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4) 지속적인 성찰은 삶의 의미를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나) 진로에 대한 행동력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1)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는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나)―(2)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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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하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논의 

  본 연구결과,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을 분석한 핵심범주는‘우연한 만남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상담에 끌

려, 진지한 성찰을 통해 상담자가 되기로 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은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나면서 매우 인상 깊고 다양한 정서체험을 하

게 된다. 마음에 깊이 남는 정서체험으로 참여자들은 상담에 직관적으

로 끌리고 이러한 끌림에 대한 진지한 내적 성찰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

여 상담자가 되고 싶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확신을 받고 상담자의 진로

로 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한다. 이와 관

련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우연한 관계 경험

본 연구에서 이야기되는 우연한 관계 경험의 개념에 대한 참여자의 생

각을 요약해보면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에 의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받은 경험’을 의미한다(부록 4 참조). 구체적으로‘진로결정과정에서의 

우연한 관계 경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참여

자들이 지각한 우연한 관계 경험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첫째,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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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계획하지 않은 경험이다. 참여자들은 의도하거나 사전에 계획하

지 않은, 우연한, 갑작스러운, 예측하지 못한, 예상치 못했던 등의 용어

로 표현하였다. 둘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이다. 참여자들은 

관계경험, 관계 안에서의 경험, 타인 또는 관계, 사람과의 경험, 만남, 대

인 관계적 측면, 대인관계, 관계 등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경험이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동기화시켜주는 경험, 직업적 자기표상을 형성해나가는 데 영향을 준 

경험, 진로에서 중요한 경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준 경험, 진로에 대

한 생각과 마음가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주는 경험, 진로결정에 큰 

변화를 준 경험, 진로의 중요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던 경험, 진로에 확

신을 준 경험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우연한 관계 경험은 타인의 격

려, 사람의 도움, 추천, 소개, 롤모델의 영향 등이 해당되며, 가장 빈번하

게 나타나는 우연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영, 유금란, 

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이상희, 신상수, 2012; Hirschi, 

2010). 

우선적으로, 참여자들은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 주변사람들에게 상담진

로를 추천받은 경험, 여러 힘든 일로 상담 받은 경험, 롤모델을 만난 경

험, 상담을 좋아하는 친구와 만나는 경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

연한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우연적인 만남은 계획하거나 의도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것으로(Rojewski, 1999), 

예기치 않은 우연한 만남 사건이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우연한 관계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경험이다(최재혁, 

김명화, 2017). 관계에서 부적응함을 보이거나 꿈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

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담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게 되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격려나 추천을 받은 경험이다(손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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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이상희, 신상수, 2012; 최재혁, 김명

화, 2017). 우연히 상담해준 선생님한테 상담 공부를 더 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거나 교수님과의 진로 면담 중에 상담하면 잘 할 것 같다는 이

야기를 듣게 되고 상담 진로를 추천받게 되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이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러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기쁨과 상담 재능이 있다

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상담자인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게서만 발견되는 우연한 관계 경험의 특성에 해당하였다. 넷째, 우연히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은 경험이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관계나 가족 관련 개인적 이슈, 학업과 진로 고민 등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만난 상담자와의 인연으로 상담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상담자의 진로를 결

정하게 된 경우이다. 다섯째, 롤모델을 만난 경험이다. 상담 강의나 세미

나에서 만난 상담전문가의 모습이 감탄이 되고 상담전문가가 들려주는 상

담이야기와 상담자로서의 삶이 동경이 되게 되었다. 롤모델로서 깊은 감

명을 받고 상담전문가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상담자의 진로를 결

정하게 된 경우이다. 여섯째, 상담에 관심이 있는 친구를 만난 경험이다. 

이 경험은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조언에 의해 진로를 선택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손은령, 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친한 친구와 상담으로 친해지고 상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의 행복으로 

상담에 대한 흥미가 배가 되게 되었다. 친한 친구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어, 심리학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친구를 따라 심리학과 

상담학 강의를 들으면서 상담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대학 때 상

담에 관심이 있는 친구를 만나 그 친구로부터 상담 전공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함께 상담 수업을 듣고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에 관

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담의 흥미와 재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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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경험에서 사람을 돕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진 결과는 진로결정이 사람

과의 관계(relationships)에 영향을 받고 구성된다는 Blustein(2011)의 주장

을 뒷받침해준다. 

2)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로결정의 양상

  Bandura(1986)와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1994, 

2002)은 진로 결정시 개인적인 요소, 환경적 영향, 실제 행동의 3요소에 

의한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도 개인적인 측면, 맥락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의 상

호작용으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높은 수준의 

정서체험, 개인의 도와주고 싶은 욕구를 지닌 성격적 특성, 환경적인 측

면에서 이전 진로에 대한 회의감,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의 존중과 타인

의 도움, 행동적 측면에서는 삶에 대한 성찰과 의미부여, 적극적인 행동

력의 상호작용이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났다.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상담자들은 우연한 경험에서 강렬한 정

서체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났을 때 

다양한 ‘감명 깊은 정서체험(deeply impressive emotional experience) ‘ 

을 하게 된다. 즉, 사람들의 어려움에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워지고, 사람

들의 고민을 위로해주면서 벅찬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

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경험을 통해 상담 재능을 발견하여 뭉클하고 감격

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해준 상담에 대한 타인의 

칭찬을 듣고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겨 상담재능에 대한 확신을 받기도 하

고, 여러 가지 일로 상담을 받으면서 편안해지고 좋아져서 삶의 빛을 보

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강의에서 만난 상담전문가에게 깊

은 감명과 감동을 받아 상담이 동경이 되고, 우연히 목격한 상담사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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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보고 울컥하는 감동을 받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상담을 배우며 행

복감을 느끼며 상담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중심현상을 보이기도 하였

다. 의식적으로 경험된 인간의 정서는 기분 상태 및 행위 경향성이 이를 

촉발시킨 맥락적 상황과 자기가 결합될 때 생겨나는 경험으로 여러 가지 

수준의 처리 과정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Greenberg & 

Safran, 1987). 특히, 정서가 경험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aivio, 2013),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의 

의미를 의식적으로 포착하기에 앞서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automatic 

emotion responses)이 발생하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사건의 의미를 구

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berg & Safran, 

1987; Paivio, 2013).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안타까움, 감동, 기쁨, 뭉클함, 감격스러움, 동경, 감탄, 감명’ 등의 높

은 수준의 정서반응에서 참여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개인이 무엇을 원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반응은 사람을 돕는 의미 있는 상담으로의 진로로 

결정하게 되고, 상담자가 되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본 연구 결과 벅찬 기쁨, 감동, 감탄, 감격, 뭉클함, 행복 등의 긍정적인 

정서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담자가 되는 강력한 동기를 불러일으켜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게 하고 상담을 배우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가 경험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

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Greenberg & Safran, 1987; Paivio, 

2013)와 유사하게도,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정서적 반응은 경험한 사

건의 의미를 구성하여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성격적 특성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자들이 상담자라는 직업에 끌리는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사

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관계추구의 욕구로 보고하였다. 상담은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이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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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전문적인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을 돕는 활동에 해당한다

(이형득, 1992).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조력하는 상

담자란 직업의 특성 상 상담자들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관계적인 욕구

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은령, 손진희, 2012; 신순옥, 박서연, 이상

희, 2015; 이정화 외, 2011; 최재혁, 김명화, 2017). 이정화 외(2011)의 연

구에서 상담자 진로결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상담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싶다는‘상담의 긍정적인 영향력

‘이 주요 동기임이 밝혀졌다. 신순옥, 박서연과 이상희(2015) 연구에서

도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는 태도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자꾸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

자가 되고자 하는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맥락적 측면에서 참여자들이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나 상담

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는 이전 커리어에 대해 불

만족하고 회의감을 느꼈던 상황에 처하여 상담이라는 진로로 전환해야 

했다. 선행연구에서도 진로발달 단계에서는 우연사건이 발생할 때, 전형

적으로 진로에 대한 불확신, 불만족 혹은 지연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Williams et al, 1998). 다른 전공을 하다가 상담이라는 새로

운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상담에 대한 끌

림으로 상담으로의 진로를 결정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새롭게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해야 하는 상황은 학비 부담을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되

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다른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서 관심이 생긴 상

담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상담자의 직업을 갖기까지 진로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존중, 도움의 손길(상담 공부를 도와준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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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맥락적으로 중요했다. 참여자들은 상담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상담자로의 길로 점점 들어서게 되었

다. 그리고 상담하면서 내담자의 변화를 보면서 상담자로서 뿌듯함과 의

미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담

일의 의미를 구성해나갔다. 손은령과 손진희(2012) 연구 결과에서도 맥락

적 요인으로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혀졌는데 이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또한, Blustein(2011)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지를 받고 사람들

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일의 의미를 구성해나간다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

한다.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와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희, 2009). 부모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높이고 

흥미, 목표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특히,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하여 지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계획된 

우연 기술이 높아지고(장진이, 2016), 부모 지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진로탐색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연한 관계 경험에

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부모의 진로지지가 미

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견디고 진로를 결정해 가는 안전기지(secure base)

의 역할을 수행하여 우연경험을 기회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맥락적 측면에서 상담자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에 의한 도움의 손길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은 진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Burk, Bristol & Rothstein, 1995). 특히, 한국사회는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에서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에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가 더욱 중요하다(선혜연, 김계현, 200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

적인 자원을 의미하는데,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망은 개인이 적극적

으로 진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 2009).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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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서도 진로를 탐색하고 세운 목표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을 경험하여 진로를 전환하는 데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협조적인 지지, 즉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또한,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은 

상담자의 진로로 결정하고 상담의 길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에서 상담심리전공을 택하기 전, 그리고 

박사학위 받기 전에 우연사건이 발생했다고 한 선행연구(Williams et al, 

1998) 결과와는 달랐다. 한편, 진로 전환과정에서 여러 우연 경험들을 만

나 점차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상담이라는 것을 발견한 최재혁, 

김명화(2017)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손은령과 손진희(2012) 연구 

결과에서도 우연과 계획의 교집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기존에 쌓아왔던 

인간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Bronfenbrenner(1992)가 제안한 것처럼 가정과 학교, 이웃 등 

개인과 가장 친밀하게 직접 접촉하는 미시체계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진

로결정과정에서 중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측면에서 삶에 대한 성찰과 의미부여가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깊은 감명을 

받는 정서체험을 하고 상담에 직관적으로 끌림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상

담자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우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동안 준비해온 진로에 대한 재검토와 자신에 대한 주관

적인 성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방향을 수정할 것인지, 원래 가

려고 준비했던 진로를 그대로 고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성찰이다(Koshmann, Kelson, Feltovich & Barrows, 1996). 본 연구 결과에

서도 내적성찰은 상담자로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용/상호

작용 요인으로,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성찰 과정을 거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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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정서체험으로 인해 상담에 끌

리게 된 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봄으로써,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이러한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

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 작업을 통하여 상담자가 되는 진로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었다. 그러한 진지한 내적 성찰 과정을 거치고 인터

넷과 책을 찾아보고, 상담을 직접 경험해보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

면서 상담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

하게 되었다. Savickas(2005)도 개인의 진로구성의 시작은 현재의 직업적 

상황을 인식하는 데서 부터라 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매우 중요하게 제안하였다. 참여자들은 우연한 만남에 의

해 상담에 흥미를 갖게 되지만, 성찰을 통해 본인의 확고한 의미로 상담

자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실현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끊임없는 내적 성찰은 손진희와 손은령(2012)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 진로상담 전문가들의 직업성취 요인 중에 하나였다. 

  또한, 행동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동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살아가면서 우연사건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때 어떻게 행동

하느냐가 중요하며 이것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준비도와 적극적인 반응에 따라서 우연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저 지나

가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개인은 우연적인 사건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회라는 결과로 변화시킬 수 있다(손은령, 2009). 우연적인 사

건을 통해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행동이 요구된다. 직접 행동

하고 경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에 보다 초점을 두고, 우연경험

이 삶에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

구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관심이 생긴 상담의 진로를 진입하

는 데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도전하는 행동을 보였다. Krumboltz(2009)는 

학습을 위한 기회에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형성하고 만드는 것을 강조

한다. 이러한 ‘계획된 우연’은 탐색과 기술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탐색



- 142 -

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회를 만들어내고 기술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계획된 우연 기술 중 본 

연구 결과인 적극적인 행동력과 연결되는 개념이 새로운 학습기회를 탐색

하게 하는 호기심,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행동화하는 위험 감수이다. 

본 연구 결과는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 우연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손은

령, 손진희, 2012), 행동력과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밝혀진 선행연구와 맥

을 같이 한다(이상희, 박서연, 신상수, 2013).  

3)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요인

  본 연구 결과,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독특한 진로결정 요인

이 도출되었는데, 첫째,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의 

강렬한 정서체험을 한다는 점, 둘째,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높은 수준의 

정서체험이 이루어지면서 상담에 직관적으로 끌리게 되는 점, 셋째, 우

연한 관계 경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져 상담자로의 진로

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넷째,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진

로를 결정하면서 확신을 받아나가게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계획

하지 않은 우연한 관계 경험이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때,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개인의 정서, 직관적 사고와 의미부여, 상호성 

등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1) 높은 수준의 정서 체험 

  첫째, 개인의 높은 수준의 정서체험이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금까지 진로상담 이론에서 진로결정과정에서 정서의 

영향은 비합리적으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상담 이론

에서는 정서가 결정과정에서 조직화(organizing) 역할을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Paivio, 2013). 정서는 사람들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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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미를 부여하는 통로가 되며 주의, 기억, 일반적인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진로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Rottinghaus, 

Jenkins, & Jantzer, 2009; Taber, Hartung, Briddick, Briddick & Rehfuss, 

2011; Young, Paseluikho, & Valach, 1997; Young & Popadiuk, 2012; 

Young, Valach, & Collin, 2002). 진로결정과정은 인지적 과정인 동시에 

정서적인 과정이며(Sampson, Peterson, Reardon & Lenz, 2000), 정서는 

고려하는 대안의 수, 진로탐색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 등 진로결정의 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Emmerling & 

Cherniss, 2003). 본 연구결과에서도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체험한 높은 

수준의 정서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정서경험은 진로에서의 목표를 

세우도록 조직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Paivio, 2013). 정서는 인지로 하

여금 해결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인간의 뇌는 의식하기에 앞서서 낯설거나 위험한 상황을 먼저 정서

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인지로 하여금 낯선 것의 정체가 무엇이고 

위험한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를 평가하여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판

단하도록 제작되었다(Damasio, 2000; LeDoux, 1994). 따라서 정서는 기본

적으로 동기와 행위와 관련되며 무엇이 중요한 지를 가르쳐 주며 목표를 

설정하고 개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과 연결하여 본 연구결과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연한 관계 경

험에서 느낀 ‘안타까움, 감동, 기쁨, 뭉클함, 감격스러움, 동경, 감탄’ 

등의 정서반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개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반응으로 사람을 돕는 의미 있는 상담으로의 진로로 결정하게 되고, 상담

자가 되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Rottinghaus, Jenkins

과 Jantzer(2009)이 정서가 일반적으로 주의, 기억, 일반적인 정보처리 과

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것처럼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

서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인지학습이론의 진로결정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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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흥미는 특정한 진로를 추구하게 하는 의도나 계획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정서 체험으로 생긴 상담에 대한 흥미가 상담자가 되는 목표

를 세우도록 자극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긍정적인 정서 체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자가 되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능동적인 진로탐색 행동

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맥락적행동이론(Contextual action 

theory)에서 정서가 목표 수준에서 개인의 진로행동을 동기화하여 진로

관련 행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전략 수준에서 

진로와 관련해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지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진로

관련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Young & Popadiuk, 2012; Young, Valach, & Collin, 2002). 특

히,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는 삶을 고양시키고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이라는 말은 개인이 느

끼는 감정을 즐거운 것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부정적이고 

불쾌한 정서가 생존과 적응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동안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경시해온 경향이 있었다. 진로

상담 영역에서도 진로미결정에서의 불안, 우울, 좌절, 스트레스 등의 부

정적인 정서가 관심을 받아왔고, 진로결정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의 역

할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Hartung, 2011). 그러나 긍정적인 정서는 

개인이 세상과 타인들과 접촉하게 하며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며, 수행과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흥미와 흥분은 탐색을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이며 기쁨이나 행복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계에서의 접촉(애착)과 숙달

감을 추구하도록 만들며, 즐거움이나 행복한 상태를 느끼면 새로운 세계

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ivio, 2013). 이와 마찬가지

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기쁨, 즐거움, 자신감, 뿌듯함, 감동, 감격 

등의 긍정적인 정서는 상담으로 사람을 돕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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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 수 있는 길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Hartung(2011)이 정서가 우리가 특정한 진로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

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정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선행연구에서 안타까움, 동정심, 고

양, 감사, 감탄, 행복 등의 정서가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행동을 하

도록 이끄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강인구, 2102; Haidt, 2003; Algoe & 

Haidt, 2009; Schnall, Roper & Fessler, 2010), 본 연구 결과에서도 우연

한 관계 경험에서 다양한 정서를 느끼고 사람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직업

으로서 상담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동정심과 관련된 정서체험으로 관계에서 부적응함을 보이고, 

꿈이 없는 듯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상담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다. 

Haidt(2003)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동정심을 타인고통 정서 유형(the 

other-suffering family)으로 분류하고 이타적인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으

로 밝혔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양과 

관련된 정서체험으로 친구의 고민을 듣고 위로해주는 경험을 통해 벅찬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 상담사의 치료과정과 치료의 효과를 목격하면서 

뭉클한 감동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자가 되고 싶은 이

타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고양은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일반화된 욕구를 생성하고 이타주의를 증가시키는 유형의 정서이다

(Schnall, Roper, & Fessler, 2010). 고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바라고 인생의 목표로서 친사회적 행동 혹은 이타주의

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Algoe & Haidt, 2009;, Haidt, 2003; 

Schnall, Roper & Fessler, 2010),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감사

와 관련된 정서체험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상담을 받고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경험을 통해 안전기지와 같은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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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느끼고, 그 선생님한테 받았던 것처럼 학생들을 1:1로 깊게 만날 

수 있는 상담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상담자로의 진로 

결정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고 상담을 전공하기를 

격려했던 강사선생님의 도움으로 상담의 길에 들어서게 된 참여자는 지

금까지 상담자가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상

담자로서 그동안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소명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감사에 대한 도덕적 행동이 구체적으로 은인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동기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Algoe & Haidt, 2009; 

Bartlett & DeSteno, 2006; Tsang, 2006), 본 연구 결과에서도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는 소명에 대한 동기를 불러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감탄과 관련된 사례로 상담 강의를 들으면서 

자상하고 인자한 교수님이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 감격하고 

장황한 질문을 수용해주고 같이 고민해준 상담전문가한테 신세계 같은 

느낌을 받아 상담전문가를 닮고 싶고, 상담전문가가 하는 상담이 동경이 

되어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된 경우가 있다. 롤모델을 만나는 경험

은 도덕적인 물결효과(ripple effect)를 생성하여 이를 본받아 도덕적 행

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Haidt, 2000a). 선행연구에서 타인의 성취에 감

탄을 느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고 고귀한 행실을 지니

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Algoe & Haidt, 2009), 본 연구 결과에

서 상담전문가의 모습에 감탄을 느껴 스스로 상담자로서 더 의미 있고 

나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의 중심현상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나면서 

참여자들이 안타까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서가 감사, 감탄 및 감격, 

감동, 기쁨 등의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와 사람

을 돕고자 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인과관계가 우연한 관계 경험의 만남에

서 사람을 돕는 직업인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도 적용해볼 수 있음을 시

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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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관적 끌림

 

  본 연구 결과,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높은 수준의 정서 체험은 

상담 진로에 대한 직관적인 끌림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이 성장하면서 학습한 규칙이나 신념, 다양한 감각, 생리, 정서적 기억, 

그리고 상황적 단서와 그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조직화된 정서도식은 경

험의 조직화 원리가 작용하면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Greenberg & 

Safran, 1987). 이러한 정서도식은 고차원적인 수준의 ‘직관’을 제공하

며 어떤 것에 높은 가치를 둘 지를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을 안내하는 동

기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흥미와 흥분은 인간 동기의 강

력한 근원으로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흥미가 유발되고 흥분 상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Paivio, 201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은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상담에 직관적인‘끌림’

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상담에 꽂혀, 어떻게 하

면 상담을 할 수 있을 지’만을 생각하였다.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과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 알고 싶은 흥분과 호기심을 느끼고 상담에 대한 관

심과 흥미가 생기게 된 것이 이성적으로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연경험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직관주의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에서 도덕정서에 의해 이루어

지는 도덕적 판단은 인지적 과정을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제안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Haidt, 2000b), 진로결정을 위한 

판단 역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느낀 정서와 함께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상담에 직관적으로 끌림을 받은 참여자들은 상담할 수 있는 길을 탐색

하는데 몰입하게 이끌었다. 예측하지 못했던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상담

에 관심이 생겼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상담에 대한 직관적인 끌림은 상

담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는 데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이끌었기 때문

에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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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Deci & Ryan, 1985). 이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내적동기 3요소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었던 것으

로 해석된다(Deci & Ryan, 1985). 내적동기의 3요소 중 자율성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로 귀인의 개

념으로 보면 내적인 인과 소재를 의미한다(Ryan & Connell, 1989). 유능성

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

려는 욕구이다. 관계성은 타인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

는 욕구로(Deci & Ryan, 1985) 소속욕구와 같이 대인 관계적 유대를 강하

고 안정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Baumeister & Leary, 

1995). 본 연구 결과 우연적인 관계경험은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관계성),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뿌듯함 등의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정서를 느낌으로써(유능성), 사람들을 

살리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지는 내재적 동기를 가져오게 되었다(자율성). 

이렇게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이러한 3요소가 충족이 되어 상담자가 되고 

싶은 내적 동기가 생겼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담하고 싶은 내적 

동기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더욱 강화되어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성찰을 통한 의미부여

  참여자들은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했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없었다면 우연경험이 자신의 진로에 의미 있는 사건이 되지 못했을 것이

라고 보고하였다. 우연한 만남에 의해 상담에 흥미를 갖게 되지만, 성찰

을 통해 본인의 확고한 의미로 상담자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실

현해나가게 되었다. 성찰이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것으로 

마음의 상태, 행위, 경험의 의미를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을 말한다

(김남성, 1983).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우연 사건에 대한 경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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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의미 생성과 지식 구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찰이 필수적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은 성찰을 통해 모호한 경험들을 분명하게 정

리하고 안정되고 통합된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Dewey, 1933). 즉, 성

찰을 통해 삶에서 겪는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부여 과정을 통해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변화, 

성장하게 된다. 개인은 성찰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진로 상황에 대한 통

제와 관리 능력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터

득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적응력 향상과 직결될 수 있다(강

인애, 1998). 성찰적 사고는 개인의 학습경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다

양한 외적 자극에 대하여 매우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대처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험을 통한 인지적/행동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분

석하고, 이를 지향하는 미래로 연결할 수 있는 행동을 도출하게 된다

(Savickas, 2005). 이러한 자신과 진로에 대한 끊임없는 내적 성찰과 우연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는 손진희와 손은령(2012)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 

진로상담 전문가들의 직업성취 요인 중에 하나였다. 

(4) 관계에서의 상호성

  본 연구 결과 상담자로의 진로결정 과정에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 결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진로의사결정은 관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의 흥미와 재능

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에서 사람을 돕는 상담

자가 되고 싶어졌다. 참여자들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위로와 고민 상담을 해주게 되고 상담전문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친구와 상담을 함께 하며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이라는 진로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진로결정이 사

람과의 관계(relationships)에 영향을 받고 구성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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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진로를 결정하고 난 후 상담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고 찾아나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는 등의 계속 

우연한 만남을 경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것처럼, 상담자 진로로

의 의사결정, 경험, 흥미, 상호작용이 사람과의 관계(relationships)에 영향

을 받고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Blustein, 2011). 참여자들은 사람들과

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담의 길을 선

택하고 참살이로서 상담일의 의미를 구성해나갔다(Blustein et al, 2008). 

  특히 상담자가 된 지금 현재 참여자들이 상담자가 되기까지 받은 감사

함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상담일을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소명으로 생각

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정서적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고 뿌듯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소명(calling)이 자신이 하는 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느끼며, 동시

에 일을 통해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친사회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Duffy, Allan & Bott, 2012; Wrzes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상담자로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과 하고 

싶은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지금까지 상담자가 되기까지 받은 것

을 앞으로 만날 내담자에게 갚아나가는 소명을 느끼고 있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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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본 연구는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세밀히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우연한 관계 경험

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 여기에 대처

하는 작용/상호작용과 관련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한 지식

과 정보를 제공하고, 실체적 이론을 구성하였다.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

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실체적 이론은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

에서 경험한 우연사건에서 개인의 정서, 직관적인 사고, 의미부여, 상호

성 등 개인의 주관적인 맥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

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통하여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체험한 높은 수준

의 정서, 직관적인 끌림, 내적성찰을 통한 의미부여, 상호성 등의 개인

의 주관적인 맥락이 중요한 진로 결정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상치 못한 우연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로 결정에서 합리성과 계획성의 

객관적인 측면보다 정서, 직관, 의미부여,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등의 주관

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에 대한 

대안모델(alternative-to-rational model)에서 진로결정 시 이성, 합리성, 객

관성보다 직관, 정서, 주관성, 상호성 등의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한 주

장과 일치한다(Gelatt, 1989; Hartung & Blustein, 2002; Krieshok, 1998; 

Phililps, 1994, 1997).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직업들이 끊임없이 만들

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비합리성과 직관적 사고, 개인의 주관성을 포

함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한 Hartung와 Blustein(2002)의 제안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에 그동안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준비 강조를 강조해왔던 지금까지의 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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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상담에 개인이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났을 때 개인의 정서, 직관

적인 끌림, 의미부여, 상호성 등의 주관적인 맥락을 다루는 것이 요청된

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과정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체험한 

정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그동안 진로상담이론에서 정서는 

비합리적으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고, 진로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

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의 역할이 간과되어 왔다(공윤정, 2014; Hartung, 

2011). 본 연구 결과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 체험한 높은 수준의 정

서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러한 정서 체험을 통해 진로결정을 위한 직관과 동기가 생겨나게 하고, 

진로목표를 세우도록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연한 

관계 경험에서의 긍정적인 정서체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직업

으로서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능동적인 진

로탐색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또한, 상담이라는 일 자체가 내담자의 정

서를 많이 다루는 직업이기도 하고 정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경험한 우연한 만남에서 체험한 강렬한 정서가 핵심

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 상담자의 진

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영향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전체

적인 그림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진

로선택과 결정은 합리적인 절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던 사건이나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

다. 현재 국내의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합리적으

로 결정하도록 돕는 진로의사결정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송병국, 1998), 

본 연구 결과 자신의 전공이나 이전의 직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담

자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진로 전환을 이루게 된 것으로 나타나 진로를 

결정할 상황에서 다양한 우연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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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전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Osipow, 1990; 

Salomone & Slaney, 1981 손은령, 2012, 2018; 이상희ㆍ박서연ㆍ김신우, 

2013).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상담자의 진로에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이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연한 관계 경험으로 상

담자가 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관계에서의 우연한 만남

을 경험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진로를 결정하는 초기에만 우연한 관계 경험이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우연한 관계 경험을 계속 경험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상

담자로의 진로결정에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우연한 만남

에서 생긴 상담에 대한 내적 동기와 흥미가 생겨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

정한 것으로 나타나 우연한 관계 경험이 상담에 대한 흥미와 내적동기, 

재능을 찾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진로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사람’인 것으로 나타난 신순옥, 박서연과 이상희(2015)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점이다. 

  넷째,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진로를 구성해나

가는 데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은 어떤 사

람이 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진로의 방향과 동기, 흥미를 파악할 수 있음

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상담자 진로로의 의사결정, 경

험, 상호작용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구성되었으며(Flum, 2001; 

Gergen, 2009; Richardson, 1993), 상담자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를 맺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 있는 수단이 되었다(Savickas et al, 

2009).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고 싶은 상담진로를 구성해나간 상담

자들이 현재 상담자로서 일하면서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소명을 느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만족감과 뿌듯함을 지

니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사람과의 관계에서 흥미와 재능을 찾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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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돕는 것이 취업 후 소명과 일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취업준비과정에서 전공 

관련 지식이나 기술 습득, 스펙 쌓기에만 치중하다보니 실제적으로 사람

들과 함께 일하는 공간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가 심각하여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지, 대인과의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풀

어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매경프리미

엄, 2017.07.18.),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관계 중심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상담자를 위한 교육이나 수퍼비전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한 우연한 관계 경험이 무

엇인지에 따라 상담자의 진로로 왔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상담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에서 어떠한 점

을 더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건강한 상담자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상

담자의 욕구, 기대, 동기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담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천성문, 박명숙, 박순

득, 박원모, 이영순, 전은주 외, 2001),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강한 욕구로 인한 상담자로의 진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을 고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경험을 하거나, 사람

들과 함께 하려고 상담을 선택한 상담자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상담

을 통해 내담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담으로 인한 칭찬이나 인정이 오지 

않을 경우, 상담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상담공부를 시작했다가 상담을 배

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리고 상담동료나 주위 상

담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상담일을 하면서 큰 어려움과 

소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이정화 외, 2011; 천성문 외, 2011). 이는 상

담자가 되고자 한 동기가 무엇인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어떤 우

연한 관계 경험을 계기로 상담에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한 교육과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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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상담자의 진로결정에서 

이정화 외(2011)가 밝힌 인정받는 진로, 융통성이 있는 직업 요인에 대한 

외적동기요인이 고려되지 않았고 상담의 긍정적 영향력, 상담에 대한 관

심인 내적동기 요인에 대한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연한 관

계 경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내적동기가 더 생기게 된 것

으로 예상해볼 수 있었는데, 진로결정과정에서 내적동기를 높이는 요인 

중의 하나로 우연한 관계 경험에 대한 성찰과 탐색이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상담자들로 대상자를 

한정하여 특수한 직업군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모든 직업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주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자료였다. 연구자의 관찰

과 메모, 연구 참여자의 기타 자료들도 가능한 한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집된 자료가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일부 편향

되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우연한 관계 

경험이 중요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특수교사 등 다른 직

업군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이 진로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내담자, 부모, 지도교수, 친구 등으로

부터 얻는 자료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로의 진로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 우연

한 관계 경험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연한 관계 경험이 부정적으로 인식

되는 맥락과 개인의 특성을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우연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과 특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균형 

있는 관점에서 진로결정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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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과거 회상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을 살펴

보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과거회상법은 개인의 진로 및 직업선택 요인

을 명확히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을 지닐 수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과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

장된다(Glass & Holyoak, 1986; Nisbett & Wilson, 1977;  Loftus & Wells, 

1984). 심리학적으로 개인이 과거를 회상할 때,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연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사건을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사건

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Bright, Pryor & Harpham, 2005; Salomone & Slaney, 1981). 특히 본 연

구의 참가자들은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인

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서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기억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상희, 신상수, 

2012). 유사한 우연한 관계 경험일지라도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

게 지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실제 진

로상황에서 우연한 관계 경험을 만난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추후에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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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

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혜은(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수료)

  이 연구는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으로 인한 상담자로의 진로결정과정 탐색

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으로 

인해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한 상담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이란 선생님께서 미리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도 우연히 개인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멘토나 롤모델의 영향, 조언, 격려, 

지지 등의 사람들의 피드백 등을 통해서 상담자라는 직업에 끌리게 되는 등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를 수

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이혜은 연구원(T: 010-3465-8938)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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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대인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상담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무엇을 경험하였

으며, 그 우연경험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요인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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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초기 이론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상담 관련 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회 혹은 국가에서 발급한 2급 이상

의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재 상담 관련 기관에서 상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분으로써 개인적으로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으로 인하여 상담자로의 진

로를 결정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최대 30명의 상담자가 참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이 선정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연구 참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의 승인 이후로 최종 연구 기간인 2018년 11월 말까지 연구자와 만

나서 1회기 당 1~2시간이 소요되는 개인면담(인터뷰)을 1~2회 정도 실시

하고 필요에 따라 유선 인터뷰가 1~2회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면담은 선생님의 진로 장면에서 우연히 발생한 대인관계 경험으로 상담

자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상담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무

엇을 경험하였으며, 그 우연경험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요

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개인 면담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을 섭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연구 참여자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간단한 유선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 연구의 참여자로 상정되어 본 인터뷰 및 

인터뷰 자료의 녹음이 실시됩니다. 녹음 자료는 전사(글로 기록)되고 분

석되어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협의 하에 연구물로 정리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의 완료는 2018년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자료수집 기간은 연

구 승인 이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의 면담(인

터뷰)는 2018년 6월 30일까지 1~2회 진행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총 연구 기간(~2018년 11월 말) 이내의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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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선 인터뷰로 1~2회 정도 추가적인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 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철회 시 이미 수집되거나 작성된 

자료는 즉시 폐기 처분되게 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선생님의 상담자로의 진로결정 경

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지 말씀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

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진로 장면에서 만날 수 있는 뜻하지 않는 관

계에서의 우연 상황과 이로 인한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장기적으로 우연 상황에 대한 진로상담 개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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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혜은

(010-3465-8938)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상담경력이

고, 개인식별정보는 연락처이며 연락처는 사례 지급 및 추가 

유선 인터뷰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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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이혜은)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개인정보는 본 연구

에만 활용되고 연구를 마친 다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 

및 폐기될 것입니다. 

  첫째,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책임자 연구실 내 잠

금장치가 달린 캐비닛에 3년 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둘째, 연락처는 사례 지급 및 추가 유선 인터뷰 완료 후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 

  셋째, 녹음된 면담자료는 전사하여 연구 자료로 구성한 후 

연구 종료 후 바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넷째, 개인식별정보 외 전사자료 등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

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암호가 걸려있

는 컴퓨터에 연구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 코딩된 데이터 

파일은 영구 보관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

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

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

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회기 당 2만원 정도 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증정될 것입니다. 면담이 모두 마친 후에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모바일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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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

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혜 은                           전화번호: 010-3465-8938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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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혜은(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수료)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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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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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

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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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

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

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
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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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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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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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연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혜은(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수료)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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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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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

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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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

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

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
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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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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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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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연구 참여자 모집 글

연구 참여자 모집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만난 우연한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이혜은(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대인관계 경험으로 
상담자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상담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그 우연경험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초기 
이론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참여자 선정조건 :  상담 관련 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회 혹은 
국가에서 발급한 2급 이상의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재 상담 관련 
기관에서 상담조교, 전문상담원, 객원상담원 등으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으로써 개인적으로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으로 인하여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최대 30명의 상담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3. 참여 내용 : 연구자와 만나서 1회기 당 1~2시간이 소요되는 
개인면담(인터뷰)을 1~2회 정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유선 인터뷰가 
1~2회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면담 및 추가적인 유선 인터뷰 시 
녹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참여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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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 면담의 진행기간은 연구 승인 이후~ 2018년 6월 말로 예정되
어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면담(인터뷰)는 2018년 6월 말까지를 목표로 진
행될 예정이지만,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총 연구 기간(~2018년 11월 말) 
이내의 기간 중에 면담 기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장소 : 개인면담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 섭외 예정(추후 자세한 장소 
공지 예정)

5. 참여 시 사례 :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회기 당 2만 원 
정도 되는 온라인문화상품권이 증정될 것입니다. 면담이 모두 마친 후에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모바일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6. 참여 방법 :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연구자의 휴대폰 번호(010-3465-8938)나 
이메일(helee11@snu.ac.kr)로 남겨주시면 연구책임자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연구책임자 이름: 이혜은       전화번호:  010-3465-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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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 (                )
2. 성     별 ① 남       ② 여
3. 나     이 만 (              ) 세
4. 결 혼 여 부 ① 기혼       ② 미혼

5. 학     력
①학사 ②석사 재학 ③석사  ④ 박사 재학 

⑤ 박사

< 부록 3 > 면담 질문지

면담을 위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본 연구는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을 만나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부디 질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면담 
과정에서 빠짐없이 가능하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하고 솔
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모두 녹음된 후 이를 전사자료(축어록)로 수집될 
예정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
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순수 연구목적 이외
에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면담을 포함하여 앞으로 면담이 총 1~2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할 경우 유선으로 1~2회 더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담이 모두 완료가 되면 선생님 핸드폰 문자로 회기 당 온
라인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연구 책임자: 이 혜 은 (helee11@snu.ac.kr)

지 도 교 수: 김 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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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               ) ④ 없음

8. 근무 형태
①상담조교 ②전임상담원 ③객원상담원 

④ 기타(    )
9. 종교 ① 있음 ( 종교 종류:               ) ② 없음

<반구조화 면담 질문>

1.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2. 선생님께서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은 무
엇인가요?

3_1.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와 우연한 관계 경험이 같은가
요? 다른가요?

3_2. 우연한 관계 경험이 한 번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나요? 

3_3. 우연한 관계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면 또 어떤 경험을 했나요? 

4.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으로 상담자로의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생
님은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4_1. 선생님은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이 발생할 때 정서적으로 어떤 기분
이 드셨나요? 

4_2. 선생님은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이 발생할 때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5. 선생님께서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에서 상담자로 입직하는 기회로 만들
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나요?

5-1. 상담자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했나요?

6.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 선생님께서는 관계에서의 우연경험에서 상담자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핵심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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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참여자들이 지각한 우연한 관계 경험의 개념

참여자 우연한 관계 경험의 정의

참여자1

행위자가 미리 계획이나 생각 없이, 인간관계 안에서 자연

스럽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수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을 때 진로에 영향을 주는 경험

참여자2
갑작스러운 혹은 우연한 관계 경험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된 경우 

참여자3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동기화 시켜주는 예상치 못했던 관계 

안에서의 경험

참여자4
직업적 자기의 표상을 형성해나가는데 영향을 미친 타인 

또는 관계

참여자5
진로를 결정하는 데 인상 깊게 뇌리에 남아 추구하는 의미

에 영향을 준 사람과의 경험

참여자7 진로에서 우연히 중요하게 된 관계 경험

참여자8
예측하지 못했지만 진로에서 중요하게 된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참여자9 우연인 듯 우연 아닌 필연 같은 경험

참여자10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우연적 경험(대인 관계적 측면)

참여자12 대인관계에서 나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준 경험

참여자13
의도하거나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어도 진로에 대한 생각

과 마음가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관계경험

참여자15
여러 번의 반복적인 만남들로 단계적으로 진로에 대한 확

신이 들도록 영향을 준 경험

참여자16
양자도약. 진로결정이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연한 관계 

경험을 통해 큰 변화를 가지게 됨

참여자17 관계에 의해 진로의 중요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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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areer Decision 

Process of Counselor

- Focused on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s -

Lee, Hye Eu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ditional career theories have emphasized a rational and planned 

career decision making so far. However, in fact, about 70% of the 

people were affected by unplanned happenstantial events, and it was 

revealed that unexpected happenstance had a great effect on the 

career. However, in fact, about 70% of the people were affected by 

unplanned happenstance events, and it was revealed that unforeseen 

happenstance had a great effect on the career. Happenstance events 

that affect career paths include happenstantial relationships such as 

people's help, recommendations, encouragement, advice or information, 

and meeting with role models. It also includes non-relationship 

experiences, such as unexpected events, accidental acquis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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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r opportunities, participation in interesting activities, and 

right time / place. Through an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s 

with people, individuals are expected to have experienced something 

intense enough to make their career decision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ir care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determines the career path to 

a counselor after meeting an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Thi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of counselors in career decision making? Second, 

what is the aspect of the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of 

counselors in career decision making? Third, what are the key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from an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oretical sampling 

method was used to recruit participants who reported as career 

decision making through an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Those who are professional counselors as Level 2 or higher of the 

KCA(The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or KCPA(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or Youth Counselor Qualification, 

and then those who are working as a counselor, 18 of them at which 

point the category is saturated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Participants were 6 counselors in the 20s, 6 in the 30s, 5 in the 40s, 

and 1 in the 50s. The counseling experience was 3 in less than 3 

years, 6 in less than 3 years and less than 5 years, 4 in less than 10 

years 3 persons under 10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1 person under 

15 years and less than 20 years, and 1 person over 20 year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using the main 

procedure of the grounded theory method was conducted(Strauss & 

Corbin, 1998),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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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conceptualiza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view data through 

open coding process, 98 concepts, 43 subcategories, and 25 upper 

categorie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categories, Causal Conditions are the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s that have led to the entry into the counseling 

career. These experiences include 'I had been with struggling people', 

‘I got acknowledged for listening to worries of others well’, 'I got 

recommended counseling career’, 'I got a counseling due to a hard 

time', 'I met a professional counselor', 'I met a friend who liked 

counseling'. The Central Phenomenon experienced by participants in 

these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s shows that they 

experienced a high level of emotion with 'deeply impressed'. 

Specifically, 'I felt deeply sorry for the pain of the people.', 'I felt 

impressed and joyful from giving a comfort.', 'I felt excited about 

finding talent in counseling.', I felt happy with learning friends' 

counseling.', 'I saw the light of life from counseling.', 'I felt happy by 

learning counseling with my friend together.' The Context that underlies 

this Central Phenomenon and,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radigm is the 'external factors - parents who respect his/her career 

decision, skepticism about previous careers' and then, 'internal factors - 

the desire to help people, the need to pursue relationships with 

people'. The Intervening Conditions that promote or interfere with the 

action/ interaction on the Central Phenomenon which is 'deeply 

impressed' are identified as' helping hand ' that is 'those who helped 

and encouraged'. The Action / Interaction Strategies of participants who 

encountered a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can be divided 

into four: 'I was attracted to counseling and wanted to become a 

counselor.', ‘I reflected on the real life.’, ‘ I explored a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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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of counseling.’, ‘I experienced a happenstantial encounter.'. The 

final result was the outcome that led to the decision of a counseling 

career and a continuing, process-oriented aspect of the people they 

met, and the expectation of future contacts. 

  Second, the Core Category of counselors' career decision making is ' 

I am deeply impressed by an accidental encounter, and then attracted 

by counseling, and decided to become a counselor through serious 

reflection.', when they encountered an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Based on this result, hypotheses about the three domains of 

personal, contextual, and behavioral aspects are summarized as 

stat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the process and factors of career decision 

making we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s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and to analyze the process and factors influencing on being counselor. 

To construct the initial theory is a meaningful result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t has provided the implication that the role of subjectivity 

for individuals such as emotional experiences, an intuitive thinking a 

meaning giving, interactions in relationship are important rather than a 

rational choice in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Finally, I expect to develop an alternative career 

decision model for counselors by understanding the career decision 

process of the counselor who has encountered the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s for the future study. Finally, I have a 

recommendation to develop an alternative career decision model for 

counselors by understanding the career decision process of the 

counselor who has encountered the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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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in the future study. Furthermor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 cornerstone for the development of career counseling. and 

help individuals to have meaning and calling of true work for follow-up 

studies.

□ Key words : counselor, career happenstance, happenstantial

relationship experience, career decision making, Grounded

Theory

□ Student Number : 2015-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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