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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달과 성:

국내외 연구 황과 진로상담의 실제 용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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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학교 숭실 학교

본 연구의 목 은 진로 일의 발달에서 성의 역할을 고찰하고 진로상담 실제에 효과 인 용

을 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한 성의 개념을 간략히 고찰

하 다. 둘째, 진로와 일의 발달에서 성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과 배경을 최근에 등장한 네 가지

진로발달 이론의 (소명, 일의 의미, 진로구성주의, 혼돈이론)에서 논하 다. 셋째, 진로와 성에

한 기존 연구들을 이해하기 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출 된 81개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 다. 넷째, 진로개입 실제에서 성을 효과 으로 통합하고 고

려하는 방향에 하여 제언하 다. 마지막으로, 진로발달의 네 가지 이론 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개입의 구체 인 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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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건강, 안녕, 성장을 다루는 상담과 심리

치료, 의학, 간호학, 교육학 분야에서 인간의 성

에 한 심은 요한 이슈로 두되었다(Rose,

Westefeld, & Ansley, 2001; Miller & Thoresen, 2003).

많은 연구들은 성이 인간 삶의 요한 측면이

며 여러 가지 정 인 심리 , 신체 , 직업

안녕의 지표들과 연 되어 있다고 하 으며 정신

건강 서비스를 찾는 많은 내담자들에게 종교와

인 이슈들은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하

다( : Hill & Pargament, 2003; Richards & Bergin,

2000). 반 인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상

담자 내담자 성에 한 꾸 한 심을 바탕

으로 이론과 실제 개입에 한 논의들이 다양

하게 이루어졌으나(김용환, 최 주, 김승돈, 2009)

진로발달과 성에 한 구체 인 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진로와 반 인 정신건강의 이

슈들은 체로 한 련이 있으며 두 역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진로와

련된 고유한 이론과 실천 노력들은 진로발달,

진로상담, 그리고 일과 직업심리학 분야에서 꾸

히 발 되어 왔다(조항, 김계 , 이자명, 2008). 따

라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성 근에 한

범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상

담 진로발달과 련하여 성의 역할에 한

좀 더 세부 인 논의를 발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진로 일의 발달에서 성

의 역할을 이론 으로 고찰하고 진로상담의 실제

에서 성을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실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

하기 한 사 이해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 과 련된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첫째, 재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진행된 성에 한 연구들을 토 로 성

의 개념을 간략히 고찰한다. 둘째, 진로 일의

발달에서 성을 극 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요

성과 배경을 논한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

고 있는 진로와 일에 한 다양한 성

과 하게 련되어 있는 네 가지 이론들(소명,

일의 의미, 진로구성주의, 혼돈이론)을 제시함으로

써 진로와 성의 련성을 보다 넓은 진로모델

의 맥락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셋째, 진로와 일의

맥락에서 성의 역할을 이해하기 하여 최근

20년 간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 졌는지 개 한

다. 이를 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출 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주

요 결과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상담의 실

제에서 효과 으로 성을 다루기 한 일반 인

고려 에 하여 논한다. 이와 더불어 성과

한 련이 있는 최근의 진로이론에서 제안하는

구체 인 진로상담 개입방안의 시를 소개한다.

성의 개념

성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은 학문분야, 학자,

이론 , 특정 종교 맥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성 개념에 한 논의는

표 으로 ‘종교와 성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유사한가?’를 심으로 개되었다. 종교와 성

각각에 한 다양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체 으로 종교와 성은 독립 이지만 서로 매우

하게 연 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은 동의한다. 종교 혹은 종교성은 일종의

조직화된 신념, 형식 인 차, 의례, 통 의식

과 활동들로 이루어진 제도를 뜻하며 기도, 성서,

배에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Good, Willoughby, &

Busseri, 2011). 성은 보다 개인 이고 사 인 경

험으로(Hill & Pargament, 2003), 다양한 개념 정

의가 존재한다.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한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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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구성요소 표 인 개념들은 1) 월

혹은 월 힘, 자, 힘 혹은 가

치에 한 믿음(Kim & Lee, 1998), 2) 신성함에

한 추구(Hill & Pargament, 2003), 3) 신비감, 자

연 , 이성 차원에 한 인식(Banks, 1980), 4)

삶의 의미와 목표, 사명감, 존재이유, 삶의 큰 질

문들 혹은 궁극 질문들로 표되는 인간 실존

의 문제들(Frankl, 1963), 5) 인간의 내 이고 주

이고 비물질 인 역(Astin, 2004), 내 가치

(Westgate, 1996), 6) 생명력 혹은 우주 에 지

(Satir et al., 1991) 등이 있다. 한, 어떤 이들은

성을 7) 자신, 타인, 신들과의 계, 공동체, 조

화로운 상호연결성(Burkhardt, 1989)으로 보았으며

8) Shafranske 와 Gorsuch(1984)은 성을 온 함, 연

결, 무한에 한 개방으로 보았다.

성이란 본질 으로 다차원 이며 복잡한 측면

을 지니지만 성에 한 기존의 개념화는 진로

와 성에 한 경험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장에서 효과 으로 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포

이어서 성이라는 구인이 가지는 독특한 측면

을 히 반 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들 들

어, 성의 측 혹은 결과변인, 혹은 유사한 심

리 구인을 성의 정의와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본 자들은 많은 문헌들이

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핵심 인 요소로 보고

있는 “신성한 무언가 혹은 자기 월 인 무언가

와의 연결” 혹은 “신성함에 한 개인 추구”로

성을 개념화하는 것이 진로상담과 성에 한

경험 연구 상담 실제에의 용을 진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자신의 삶

에서 무엇을 구체 으로 “신성한 것 혹은 자기

월 인 것”으로 보느냐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

며( : 신, 높은 차원의 힘, 공공의 선, 실존 의

미와 목 등) 이는 본질 으로 성의 다차원

이고 복잡한 측면을 반 한다.

한, 본 자들은 성을 종교 성과 세속

성의 두 가지로 분류한 Sperry(2016)의 제안

을 고려하는 것도 진로상담에서 성을 통합하는

움직임에 유용하다고 본다. 종교 혹은 종교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종교 성은 특정 종

교의 맥락과 연 되어 있는 성이다( : 불교

성, 개신교 성, 가톨릭 성 등). 반면, 세속

성은 ‘종교 이지는 않지만 인’ 사람들이

보고하는 인 차원의 경험이나 특정 종교

맥락 밖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 자신, 타

인, 자연, 혹은 월 이고 궁극 인 것과의 계

를 요시 여기는 것을 포함한다. 세속 성이

라는 용어는 통 인 특정 종교에 자신의 삶을

연결 짓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에서 인 요소

들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들이 차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사회 경향을

반 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통 인 특정 종교의 에서 진로상담을

논하기 보다는 세속 성의 에 더 을

두었다.

진로상담에서 성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과 배경

진로발달 문가들이 향후 진로와 성의 계

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성장을

다루는 제반 학문들에서는 이미 수 십 년 부

터 인 역도 포함하는 인 (holistic

approach)을 강조해 왔고 부분의 사람들은 성

을 자신의 삶과 연 되어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은 신체 , 심리 존재일 뿐

아니라 인 존재이기도 하며 이는 세계보건기

구(WHO)에서 건강을 신체 , 심리 , 사회

건강과 더불어 건강의 한 측면으로 포함한 것

에도 반 되어 있다. 한 개인의 삶에 요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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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는 진로 일의 역은 한 개인의

인 측면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개인

은 삶의 역할과 일,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때 자

신의 흥미, 능력, 성, 성격 등의 요인 외에도 인

생의 목 과 방향, 그리고 개인 믿음에 한 질

문을 하기 마련이다(Dalton, 2001). 를 들어,

부분의 학생들은 특정 종교가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신앙과 믿음, 삶의 목 과 의미에 한 성찰

로 표되는 고민(spiritual struggle)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 Bryant & Astin, 2008), 학생들

의 종교성과 성에 한 문제는 고등교육에서

더욱 심을 가져야 할 역이라고 하 다(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04).

둘째, 1980년 부터 2000년 반에 태어난

세 를 지칭하는 니엄 세 (Howe & Strauss,

2000)는 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삶에 목 과 의

미감을 주는 일을 통해 개인 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하여 더 심을 가지는 세 로 이해

된다(Gallup, 2016; DeBard, 2004; Smola & Sutton,

2002). 하지만 니엄 세 의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많은 이들은 한 자기

이해와 성찰의 부족, 삶의 의미와 목 감의 부족,

그리고 /종교 고뇌를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

들이 있다(Bryant & Astin, 2008; Johnson & Hayes,

2003; Twenge et al., 2010). 따라서 이 세 의 진로

발달을 돕기 하여 진로발달 문가들은 진로

역과 성의 계를 효과 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조사에서는 니엄 세

들은 그들의 부모세 보다 덜 종교 이지만(응

답자의 40% 만이 그들의 삶에서 종교가 매우

요하다고 하 다) 80%의 응답자는 “나는 깊은

평안과 안녕감을 느낀다” 혹은 “나는 우주에

한 경이감을 경험한다” 등의 문항에 ‘그 다’고

응답하 다(Pew Research Center, 2015). 이는 상담

자들이 특정 종교 혹은 종교 성 뿐 아니라

세속 혹은 일반 성에 해서도 충분히 이

해하고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성은 상담/진로/일의 심리학에서 내담자

의 문화 다양성을 효과 으로 다루기 한 주

요 개념이다. 종교 성과 더불어 인종 민

족, 사회경제 지 , 성, 성 지향, 장애 등을 포

함하는 문화 다양성에 한 심은 상담 심

리치료 분야에서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분

야의 주요한 학문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Fowers & Davidov, 2006). 미국심리학회 윤리강령

에서는 약 20여 년 부터 종교를 다양성의 주

요한 한 측면으로 포함시켰으며(APA, 2002) 상담

자들이 내담자의 종교 ,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 하는 것이 윤리 으로 매우 요하다고 하

다. 이러한 은 국내의 상담 심리치료 분야

의 주요 학회인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

회의 윤리강령에도 반 되어 있다. 이처럼 종교와

성이 인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심을 받기 이 에는 상담 장면에서

종교 이거나 인 주제를 다루는 것은 과학

이고 가치 립 임을 표방하는 상담 심리치료

에 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 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들은 상담 장면에서 종교와

성을 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은

오히려 그들 내담자에게 종교와 성을 가치 있

게 여기지 않는 자신들의 신념을 민감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Schulte, Skinner, & Claiborn, 2002). 문화 다양성

을 다루는 상담자의 역량은 앞으로도 상담 심

리치료 분야에서 지속 으로 요하게 여겨질 것

이며, 진로상담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외일 수

없다. 앞서 언 하 듯이 상담과 심리치료 반에

서는 종교와 성을 효과 으로 다루는 것에

한 논의가 꽤 많이 진 되었고 많은 부분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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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역에도 쉽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진로

발달과 개입의 구체 인 역에서도 내담자의 문

화 , 신념이 그들의 진로 련문제, 진로상

담의 과정, 진로상담에서의 상담자–내담자 계

등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 히 살

펴보아야 하며 내담자의 인 측면을 히

평가하고 이를 진로검사와 통합 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진로 일의 심리학 역에

서는 고용불안정과 잦은 진로 변천으로 특징지어

지는 변화하는 일의 세계(Maree & Di Fabio, 2015)

를 반 하고 통 인 진로이론을 보완하는 새로

운 진로이론들이 등장하 으며, 이 표 인

몇몇 이론들은 앞에서 살펴본 성의 핵심개념과

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한 련이 있는 새로운 진로발달의 으로

1) 소명(Dik & Duffy, 2009) 2) 일의 의미(Steger &

Dik, 2010) 3) 진로구성주의(Savickas, 2005), 그리고

4) 혼돈이론(Bright & Pryor, 2005)을 논한다. 개인-

환경 합성 이론(Holland, 1997)을 비롯한 통

인 진로 이론에서는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했으나, 진로이론

의 새로운 근들은 개인의 진로의사 결정에

‘합리 이성을 넘어서는’ 요소들- 종교와 성,

소명, 의미 등-도 향을 다는 것에 주목한다.

개인의 성 종교성과 진로발달의 계를

논한 이론 모델들(Bloch, 2005; Brewer, 2001;

Miller-Tiedeman, 1994)은 인 사람의 의사결정

에서 성의 역할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와

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이를 간과하기 쉽다고 하

다 (Duffy, 2006).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은 공통

으로 진로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혹은 일다운

일, Duffy et al., 2017)을 찾고 성공 인 진로를 설

계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가치와 이상

(ideals)의 요성을 강조한다. Bernaud(2014) 역시

사람들은 진로선택을 하며 자신의 삶을 어디에

헌신하고자 하는지에 한 ‘의미’에 한 질문을

피할 수 없으며 자신이 속하고자 하는 일의 종류

혹은 역을 선택하기 해서는 자기 존재의 목

, 신체 , , 사회 , 미학 인 선호, 반

인 삶의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에서 언 한 각각의 이론을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첫째, 소명(Dik & Duffy, 2009)은 월 부

름, 목 /의미, 그리고 타인지향성을 조작 정의

의 핵심 요소로 본다. 이 가운데, 월 부름은

‘신의 부르심’ 뿐 아니라, 사회 인 필요, 정해진

운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를 넘어선 월

인 무엇인가’에 주목한다는 에서 성을 직

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의 의미를 강조하는 은(Steger &

Dik, 2010)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한 수단으로

만 여기기보다는 그 자체로 정 인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보다 큰 삶의 의미와 목 감과 연결

되어 있고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친사회

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조명한다. 삶의 의미와 존

재의 목 등은 성의 주요 개념 하나로, 의

미있는 일에 한 연구와 실제 제언들은 진로

와 성의 계를 조명하는 데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셋째, 진로구성주의는(Savickas, 2005) 진로를 일

하는 삶에 한 사람들 각자의 주 인 이야기

로 이해하며 각 개인의 진로여정에서 의미구성

(meaning-making)을 핵심 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며 안 하지 않은

조직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응 이고, 자기

성찰 이며, 자기를 조 하고 리해야 한다고 하

다. 한, 더 이상 안 과 안정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기 안에서 그리고

사회와의 계를 통하여 안 과 안정을 만들어



상담학연구

- 262 -

내는 자기주도성과 자기의존(self-reliance)이 필요하

며 이는 자신이 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일 역할에서 그들에게 요한 것은 무

엇인지와 같은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명

료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하 다

(Maree & Twigge, 2015). 즉, 개인의 주 이고 내

인 의미구성을 진로발달의 핵심으로 본다는

에서 역시 성의 주요개념과 연 되어 있는

이다.

마지막으로, 혼돈이론(Bright & Pryor, 2005)은 진

로발달에 있어서 주변의 맥락과 우연 인 사건들

이 요한 역할을 하며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한

개인의 유사한 패턴을 찾는 과정은 의미구성을

진시킨다고 본다. 이 이론은 성의 발달이 진

로발달에서 요하다고 하 는데, 이는 개인의 가

치, 세계 , 공동체에의 헌신 등을 포함하는 성

이 ‘어지러운(messy)’ 세상의 여러 시스템과 그 연

결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도움을 주기 때문이

다. Pryor(2010)는 인간의 지식과 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을 인정하고 계획이나 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역동 인 세상을 있는 그 로 수용하는

것이 진로발달의 강 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

한 기치 못한 일들이 개인에게는 기회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을 알고, 개방 이고 극 으로

처하는 것이 진로발달을 해 필요하다는 것이

다(Bright & Pryor, 2007). 즉, 이 이론은 변화와 혼

란의 특성을 지닌 실에서 내담자 개인의 주

의미구성과 마법 인 요소(magic)를 진로발달

의 요한 요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진로발달과

성의 련을 조명하는데 유용한 이론 틀이

된다.

의 네 가지 근들은 모두 진로발달에 있어

서 내담자들은 통 진로 이론에서 요하게

제시하 던 흥미, 성, 객 인 일의 세계 등에

한 이해 외에도 실존 의미와 목 , 삶에 한

보다 큰 그림과 인생 반에 한 설계, 심오한

지혜 등을 극 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즉, 이들 은 ‘ 성’이라

는 용어 자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성을 정의하는 주요 개념

과 강조 을 공유한다( : 월, 신성함, 신비함,

의미와 목 , 이야기, 개인의 내면과 주 성, 상

호연결성 등).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 은 진로와 일의 맥락에서 상담

과 심리치료의 역에서 성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에 한 황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진로상담에 성을 용시킬 수 있는 실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진로

와 성에 한 국내외 연구결과의 황을 고찰

하고 진로와 일의 맥락에서 성의 실제 용

에 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진로와 성에 한 국내외 연구를 고찰

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방 법

자료수집

국내 연구는 국내학술 DB RISS, DBpia, KISS

를 사용하고 국외 연구는 해외학술 DB 자연,

사회, 인문 분야에서 핵심 인 을 범 하게

보유하고 있는 Web of Science를 사용하여 검색하

다. 효율 이고 체계 인 검색을 하여 검색

주제를 몇 개의 개념으로 구분한 후 세분화된 개

념을 각각 별개의 블록으로 취 하여 각 블록에

한 검색을 실시하고 다시 블록별로 검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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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불리언 논리자로 조합하여 실행하는 블록

설정 략(Building Block Strategy)을 사용하 다

(Harter, 1986). 이 기능이 없는 DB의 경우는 주제

와 련된 키워드의 다양한 조합으로 검색하 다.

진로와 일의 맥락에서 직 으로 성을 논한

연구를 개 하기 하여 진로상담, 진로발달, 진

로결정 혹은 진로선택을 모두 별도의 패싯(facet)

으로 설정하여 검색을 시도하 다. 구체 으로,

국내 DB 검색에서 사용된 첫 번째 패싯은 진로,

직업, 커리어, 일, 직장, 일터, 두 번째 패싯은

상담, 개입, 로그램, 세 번째 패싯은 발달, 네

번째 패싯은 의사결정, 결정, 선택, 마지막 패싯

은 성, , 세속 성이었다. 해외 DB 검

색에서 사용된 첫 번째 패싯은 career, vocation,

job, vocational, work, workplace, 두 번째 패싯은

counseling, intervention, program, 세 번째 패싯은

development, 네 번째 패싯은 decision, decision-

making, choice, 마지막 패싯은 spirituality, spiritual,

secular spirituality 다.

문헌의 선정 기 으로, 출 년도는 1997부터

2017까지 최근 20년으로 제한하 으며 문헌의 종

류는 국내외 학술지에 출 된 논문만 포함하 다.

성과 진로에 한 연구들을 각각 꾸 히 연구

가 진행되어왔으나 두 분야를 함께 다루는 연구

에는 뚜렷하게 의미 있는 분기 이 없었으며 최

근 20년은 특정 주제에 한 연구의 흐름을 악

하기 한 합리 인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단

하여 최근 20년으로 기간을 설정하 다. 한 체

계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 등을 한 문헌선

정에서 학술지만 선정할 경우 출 편향의 문제

를 배제할 수 없지만(McAuley, Tugwell, & Moher,

2000), 본 연구에서는 출 된 학회지로 문헌의 범

를 한정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

다. 문헌배제기 으로는, 특정 종교( : 기독교, 불

교, 원불교, 가톨릭 등)에 국한된 논문, 개인 차

원이 아닌 조직 차원의 성을 주요 주제로 하

는 논문은 제외하 다. 이는 앞서 성의 개념에

서 언 되었듯이, 성을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으로 나 어 보는 이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이 개인 차원의 성으로 그 범 를

제한하 기 때문이다. 검색된 논문 복되어

검색된 논문을 제외하고 주제어, 록, 원문 분석

을 통하여 개인의 진로 일의 경험을 성의

에서 조명한 연구들을 선정하 다. 개 에 포

함될 연구의 선정을 하여 2명의 연구자(최근 10

년 간 진로 련 연구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

련 박사학 소지자)들이 각각 독립 으로 국

내, 국외 문헌의 검색을 실시하 고 검색 과정

반에 하여 문헌정보학 박사 1인의 자문을 받았

다. 2인 연구자간의 논문선정의 효율성과 일치도

를 높이기 하여 임의로 선정한 검색어의 조합

( : ‘진로or직업or직장or일’ and ‘선택or결정or의사

결정’ and ‘ 성or ’)을 사용하여 비선정을

실시하 다. 비선정 차에서는 연구자 2인이

개별 으로 선정한 문헌 검색 결과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문헌목록들을 검토하고 불일치에

한 이유를 논의함으로써 논문 선정과 배제 기

을 명료화 하 다. 이와 같은 비선정 차를 거

친 후 연구자 2인은 비선정 차의 방식과 동

일하게 각각 국내외 문헌을 독립 으로 검색하고

선정 배제기 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다른 연

구자의 결과와 비교하 다. 불일치 목록에 해서

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최

종 선정을 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내 DB

검색에서는 총 196편의 논문 38편이, 해외 DB

에서는 총 149편의 논문 43편이 최종 선정되

었다. 이와 같은 논문 선정 과정을 문헌선택 흐름

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 다. 최종 선정된 문

헌의 결과는 주요 주제를 심으로 정리하 다.

연구자 1인의 개인 인 에서 이루어지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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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분석을 보완하기 하여 같은 문헌을 2인의

연구자가 각각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고 불일치의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택하 다.

결 과

진로와 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 으

로 진로발달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성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Duffy와 Dik(2009)은

진로 결정에서 개인의 선택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고 진할 수도 있는 주요한 외 인 향으로

가족의 기 와 필요, 생활상황, 사회 사에의

동기와 더불어 이고 종교 인 요소를 제안하

으며 진로 문가들은 외 인 향을 요시 여

기는 내담자들의 성향을 존 해야 하며 내담자가

진로발달에서 외 인 향과 내 인 향 간의

최 의 조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

다. 정미경(2015)은 캄보디아의 종교가 직업선택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참여자의 35%

는 직업을 선택하기 에 종교지도자에게 자문을

구하 으며 71%는 종교지도자의 권고가 있다면

직업 삶의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는 등,

종교가 직업선택에 큰 향을 다고 하 다.

한, 인 혹은 종교 가르침이 특정한 진로결

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 2년 동안

임 선교활동에 헌신할 것을 요구받는 몰몬교 청

년; Ulrich, Richards, & Bergin, 2000), 로만 카톨릭

신자들을 상으로 한 질 연구에서는 이들이

신과의 상호 인 계로부터 직업선택을 하게 되

며 믿음과 소명에 한 갈등을 겪는다고 하 다

(Hernandez, Foley, & Beitin, 2011). 종교 성은

직업 흥미에도 향을 주었는데, Warlick 등(2017)

은 성격변인을 통제하고도 종교 근본주의는 직

업흥미 술 흥미와 부 상 을 보 고, 탐

구 흥미와는 상 이 없다고 보고하 다.

일 혹은 일터, 직무 련 변인들과 성

진로 역에서 성에 한 경험 연구들은

기에는 주로 경 학, 산업 조직학의 문헌을

심으로 일 혹은 일터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일터 성(workplace spirituality)의 개념에 한 논의

도 ‘ 성’의 정의만큼 다양했는데, 노상충과 서용

원(2014: 420)은 일터 성을 ‘일과 조직이라는 환

경 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찾고자 하

는 인간 본연의 심리 의식상태’라고 정의하고

국외문헌 검색 국내문헌 검색

그림 1. 문헌선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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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 다. 이 외에도, 일

터 성의 정의에는 개인이 일터에서 의미를 발견

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인식하며, 사명감과 공

동체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포함하 다(김혜

경, 2014; 유규창, 서재 , 김종인, 2009; Ashmos &

Duchon, 2000). 일터 성은 개인의 정서 , 심리

, 사회 , 안녕과 한 련이 있었으

며(Pawar, 2016),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터

성 연구를 상으로 한 메타분석(김혜경, 조한익,

2017)은 일터 성이 정 인 직무 련 변인( :

조직몰입, 직무참여, 조직성과, 윤리행동)과 정

상 을, 부정 인 직무 련 변인( : 직무소진, 스

트 스)과 부 상 을 보인다고 하 다. 이러한

일터 성의 정 인 역할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일 되는데, 국내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터 성은 진로 응성, 직무만족과 정 상 을

보 고(김민정, 용 우, 2016), 감정 탈진, 비개

인화, 성취감과 같은 소진 변인들과는 부 상

을 보 다(한 , 2017). 하지만, 일 되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었다. 를 들어, 요르단 학의 학

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터 성은 외로움

을 매개로 하여 자발 이직의도에 향을 미쳤

으나(Ghadi, 2017) 김혜경과 조한익(2017)의 메타분

석 결과에서는 일터 성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계가 없었으며, Beehner와 Blackwell(2016)의 연구에

서도 일터 성 로그램은 음식서비스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향을 주지 않았다.

직장인 성에 한 연구들 가운데, 특정 직종

종사자의 성이 주목을 받기도 하 다. 이들은

주로 상담, 의학 간호, 사회복지, 교육 역 종

사자들로, 개인의 정신 신체건강을 직 으로

담당하거나 개인의 성장에 향을 주는 직종의

특성 상 다른 직업군보다 건강한 성 소명의

식(김경령, 서은희, 2014; 최혜숙, 김분한, 2004)을

가질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35명의 2-5년 경력의 교사

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이 교사로 직업을

바꾼 데에는 실용 인 이유와 더불어 매우 개

인 이고 인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하 다

(Laming & Horne, 2013). 성이 다양한 직종의 직

업인들에게 해당 직무와 련하여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으며( :

상담자, 안미순, 정민선, 2017; 작업치료사, 황상

희, 2012; 간호사, 석정원, 고명숙, 2016; Hosseini,

Hosseini, & Maher, 2016; Fillion et al., 2009; 교사,

김일, 고정연, 류태모, 2016; 임상사회복지사,

Oxhandler et al., 2015; 종양 련 사회복지사,

Stewart, 2014), 높은 수 의 성은 직무 종사자들

의 높은 효능감, 높은 일의 성과 삶의 질, 그

리고 낮은 소진과 련되어 있었다(노경민, 유명

숙, 2016; 황상희, 2012).

학생의 진로발달과 성

일터와 직장인 맥락 밖에서 구체 인 진로발달

변인과 성의 계에 한 경험 연구들은 약

10년 쯤부터 학생들의 진로 발달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Duffy와 Blustein(2005)은 종교와

성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측한다고 하 으며 높은 차원의 힘에 한 애

착은 타인에 한 애착이 제공하는 지지와 유사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한, 특정

공 진로선택에 있어서 성이 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를 들어 10명의

학생을 상으로 한 질 연구에서 4명의 참가자

들은 고민들이 자신의 진로발달에 향을

주었다고 하 고 6명의 참가자들은 특히 자신들

의 개인 가치 을 진로결정에 통합하는 과정

에서 자신들의 진로결정과정의 시 에서 성은

요한 역할을 하 다고 하 다(Royce-Dav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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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t, 2000). 한, 12명의 아 리카계 미국인

학생을 상으로 한 질 연구에서는 학업과

진로에서의 어려움에 처하는 방법으로 인,

종교 인 략을 사용한다고 하 으며 많은 이들

은 하나님/신이 자신을 한 진로계획이 있다고

믿었다(Constantine et al., 2006).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성연구에서도 간호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같은 특정 공 학생들

의 성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를 공으로

택한 70명의 학부생 80%이상의 학생들은 그

들의 성이 진로선택에 향을 주었으며 자신

의 진로를 소명으로 여긴다고 하 다(Hirsbrunner,

Loeffler, & Rompf, 2012). 손혜경, 권수혜, 박혜주

(2017)는 간호 학생의 성은 생활스트 스와는

부 상 을, 학생활 응과는 정 상 을 보인다

고 하 다. 간호 학생들의 성과 생의 의미는

임종간호태도에 향을 주었으며(심미경, 박정모,

2017), 안녕 정신건강 증진을 해 성

련 교양과목개설이 필요하다는 연구(정미 ,

2012)가 있었다. 한, 사회복지학 교과과정에

해서도 6개의 남아시아의 1084 명의 사회복지 교

육 담당자들은 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정 으로 보았다(Pandya, 2015). 유아교육을 공

하는 학생에 한 연구에서 이경화, 조 오, 심

은주 (2016)는 비유아교사의 일터 성신념척도

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다. 이경화와 동료들은

비교사가 갖추어야 될 신념으로 삶의 의미에

한 자각, 유아교사의 소명감에 한 신념, 교육공

동체 내의 계에 한 신념, 공동체의식에 한

신념을 제시했으며, 성이 높은 비유아교사들

은 높은 행복과 진로성숙을 나타낸다고 하 다.

이와 같이 특정 공의 학생을 상으로 한

성 연구는 향후 학생들이 종사할 직업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일에서 요구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에게 합한 진로를 선

택하고 비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명과 일의 의미에 한 연구

소명과 일의 의미 구인의 개념화와 측정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 Dik & Duffy,

2009; Steger & Dik, 2010) 이 두 구인을 심으로

진로와 성의 련성에 한 실증 연구는 최

근 몇 년 간 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과

일의 의미 용어 자체를 검색어로 포함하지 않았

으므로 소명과 일의 의미를 다룬 연구들 ‘

성’을 주제어 혹은 키워드에 포함한 연구들만 검

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명과 일의 의

미에 한 연구결과를 포 으로 제시한다고 보

기는 어렵고 이 두 구인에 한 연구를 체계 으

로 고찰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 를 넘어선다. 흥

미롭게도, 해외DB에서 성을 주제 분야로 검색

했을 때 소명과 일의 의미에 한 연구들이 상당

수 검색된 데에 비하여 국내 DB에서는 소명과

일의 의미에 한 연구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각 DB들의 검색 체제의 차이도 있겠으나, 국내의

연구들은 소명과 일의 의미를 성의 큰 틀에 연

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더 을 가능성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학생과 성인 직장인을 상으로 한 연구( :

Duffy, Dik, & Steger, 2011; Duffy & Sedlacek, 2010)

에서는 특정한 일에 소명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

한 일을 찾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체 응답

자의 70%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한 의사들의 소명 경험 연구에서도

의사라는 진로선택에 종교 , 인 요인들이

향을 미쳤으며 소명은 그들의 정서 안녕, 인

계, 여가경험에 부정 인 향과 정 인 향

을 모두 미친다고 하 다(Bott et al., 2017). 성

을 통합한 진로개입 로그램인 ‘It’s More Th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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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Club, Sister’에 한 연구에서는 약물 련 문

제로 수감되었던 여성들의 진로발달과 회복과

정에 신앙이 향을 주었다고 하 다(Snodgrass,

Jenkins, & Tate, 2017). Dik, Sargent와 Steger(2008)

는 진로결정과 계획의 목표와 동기를 보다 심

층 으로 측정하기 하여 진로발달추구(career

development strivings)의 방법을 고안하 고 5가지

진로목표추구의 역으로 자기효능감, 결과기 ,

물질주의와 더불어 소명감과 요성을 제안

하여 소명과 요성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응답자들이 지닌

소명의 구체 정의 ( 를 들어, 부름의 주체가

구 는 무엇인가)와 계없이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과 직업만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Duffy et al., 2014).

진로와 성에 한 기존 연구들의 제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와 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성 혹은 성과 한 련

이 있는 변인들 (소명, 일의 의미 등)이 개인 혹은

조직의 직업 , 심리사회 안녕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개되었고. 특정 직종에서 성의 역할

과 요성에 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진로발달 실무자 입장에서 성을 상담

실제 개입과 련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한 논의는 미흡하다. 특히, 성의 실무 용에

한 논의는 의학, 간호학, 상담 심리치료

반에서 비교 활발히 개되었으며 진로상담

개입에 요한 시사 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진로

와 성에 한 다학제 인 근은 아직 진 되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 실무자

들이 진로와 일에 효과 으로 성을 통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일반 인 고려 을 제시한다.

더불어, 성과 련이 있는 최근의 진로발달

들이 제안하는 구체 인 략을 간략히 소개

한다.

논 의

진로상담 실제에서의 성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20년 동안 진로

와 성에 한 연구들은 비교 다양한 시각에

서 이루어 졌으나 진로상담 실제에서 성을 어

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한 논의는 미흡하 다.

성의 주요 개념들과 연 되어 있는 개별 진로

이론들에서 제안하는 략들이 몇몇 존재하지만

( : 소명에 을 둔 진로 로그램 등), 세부

략 선택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내담자 성 탐

색과 평가 혹은 진로상담에서 성 고려 시의 유

의 등은 체계 으로 논의되지 못하 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먼 진로상담에서 성의 탐색과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실제 성 탐색

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하며, 이

러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논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진로이론에서 제안하는

구체 인 개입들 표 인 략을 소개하여

진로상담에서 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실무가들

이 ‘ 성’이라는 다소 포 이고 추상 일 수 있

는 개념을 보다 구체 으로 실제에 용할 수 있

도록 도울 것이다.

진로상담에서 성의 탐색과 평가의 필요성

내담자가 인식하든지 그 지 않든지 간에 성

은 내담자의 진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 하나이다. 모든 내담자가 성에 해서

고민하거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담자가 호소하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성격,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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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 등의 변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

고 인 역의 고민을 포함 할 수 있다. 어떠

한 경우든, 진로상담자는 내담자의 진로발달이 내

담자의 성 요인들과 연 될 수 있음을 인식하

고 이에 한 한 탐색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

은 요하다.

한 탐색과 평가의 제조건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배경을

이해하고 존 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는 국내외

상담 문가 윤리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다. 상담자

는 종교나 성을 인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존

받고 히 다루어야 하며 개인의 종교와

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Barnett

& Johnson, 2011). 과거에는 종교나 성에 큰 가

치를 부여하는 개인을 상담자가 병리 으로 이해

하는 경향이 있었고(Barnett & Johnson, 2011), 여

히 종교와 성은 상담에서 민감한 주제 의 하

나이다. 따라서 이를 제 로 다룰 수 있는 상담자

의 다문화 상담 역량 개발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즉, 상담자는 자신의 종교성과 성이 구체 으로

무엇이며, 이러한 과 믿음이 상담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자가 종교성과 성에 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요하긴 하지만, 더불어 상담자는

자신의 역량의 한계에 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Vieten et al., 2013). 이와 같은 상담자들의 다

문화 상담역량 증진을 해 Plante(2014)는 다음의

4단계를 제시했다. 첫째,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기,

둘째, 종교와 성을 문화 다양성의 여러 측면

하나로 여기기, 셋째,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이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성직자를 비롯한 동료

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

울이지 않는 것은 비윤리 일 뿐 아니라 서비스

상의 과실로 이끌 수 있다고 하 다.

진로상담에서의 성 탐색과 평가의 도구

상담자가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종교와 성

을 탐색하고 평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합

한 질문 평가도구이다. 가장 보편 인 첫 질문

은 내담자에게 있어서 성은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이 종

교 맥락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Sperry(2016)는 이를 하여 종교 인 용

어들을 피하고 열린 질문들을 사용할 것을 권하

다( : “ 성에 한 당신의 은 무엇입니

까?,” “삶의 의미에 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

까?”). 한, Pargament(2007)는 “암묵 성 평가

(implicit spiritual assessment)”를 제안하 는데, 이는

내담자의 더 깊고 인 차원을 간 으로 드

러내는 방법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표 암

시된 인 내용에 해 주목하고 경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에 하여 질문하며 이와

련된 내담자의 감정에 주목한다. 를 들어, 내

담자가 가장 깊고 충만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때

가 언제인지를 묻거나 지 살아있다는 것이 왜

요한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한, 지 구

는 무엇에 가장 헌신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극

복하는 힘을 어디서 얻는지를 탐색하여 내담자의

성을 평가한다.

내담자의 성을 보다 직 으로 탐색하고

평가하고자 할 때, 의학 간호학 분야에서 사

용하는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 임상장면에서

환자의 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질문

지 가운데, FICA와 HOPE가 있다. FICA는 병원

에서 일하는 임상가들을 해 개발된 성평가

질문지로, 표 1에 구체 인 질문을 제시하 다

(Puchalski & Romer, 2000). HOPE 역시 병원장면에

서 의사, 간호사, 원목 등의 임상가들이 내담자의

성 탐색을 효과 으로 하는 것을 돕기 한 도

구이다(Anandarajah & Hight, 2001). 평가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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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1) 내담자에게 희망, 강건함, 평안함, 의미,

평화, 사랑과 연결감을 주는 근원(sources of Hope),

2) 조직화된 종교의 역할(Organized religion), 3) 개

인의 성과 실천(Personal spirituality and Practices),

4) 성이 의학 결정과 죽음과 련된 이슈에

미치는 향(Effects on medical care and End of life

issue)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내담자의 성의 의미를 확인

하고 내담자 성의 역사를 탐색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도구들이 일반 인

임상장면에 활용되는 도구인 만큼, 보다 진로문제

에 을 둔 질문으로 수정하여 활용해야 할 것

이다. 를 들어, 상담자는 “당신의 믿음은 당신

의 건강 련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라

는 질문 신 “당신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당신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라고 물어

볼 수 있다.

진로상담에서 성 탐색과 평가과정에서의 유

의

상담자는 에 소개된 질문들을 사용하여 성

을 탐색하고 평가할 때 상담자와 성을 논하는

것에 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에 주목해야 한

다. Harris, Randolph와 Gordon(2016)은 높은 성을

보고하는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성을 다루고 싶

어 하 으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종교 혹은

가치가 얼마나 잘 맞는지는 상담성과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 상담자와 내담자

의 종교 는 성 련 가치 이 매우 다르면 조

기종결의 험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성이 한 련이 있을 때 더

욱 그러하다. 하지만, 설사 상담자가 내담자와 다

른 종교 혹은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상담

에서의 성의 논의는 정 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 (Knox et al., 2005). 이러한 정 결과를

해서는 상담자의 개방성이 요하며, 내담자가

성에 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Cragun & Friedlander, 2012).

질문 역 질문 시

내담자의 믿음

(Faith or Belief)

․ 당신은 스스로를 인 사람 는 종교 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당신에게는 스트 스 받을 때 도움이 되는 믿음이 있나요?

․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의 요성과 향

(Importance and Influence),

․ 당신의 신념이나 믿음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요합니까?

․ 당신의 삶에서 신념이나 믿음은 얼마나 요한지 숫자로 표시해 수 있

어요? (0: 요하지 않다, 5:매우 요하다)

․ 당신이 스트 스에 처하는 방식에 당신의 믿음이 향을 이 있나요?

․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건강 련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동체 소속여부

(Community)

․ 당신은 혹은 종교 공동체에 속해있나요?

․ 그 공동체는 당신을 지지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 그 공동체는 당싱이 정말 좋아하거나 당신에게 요한 사람들인가요?

성을 다루는 것에 한

생각이나 느낌 다루기(Address)

․ 지 까지 성과 종교 믿음에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 었는데,

앞으로 임상가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성을 최선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표 1. FICA 성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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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종교와 성이 문

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자원일 수도 있으나 문제

자체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내담자가 표

하는 종교 혹은 신념이 건강하지 못하거

나 해로운 방식일 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Magyar-Russell & Griffith, 2016). 를 들어, 내

담자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종교나 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혹은 신체나 정

신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과도하게 신성하고

인 경험에 매진할 수도 있다( : 내담자가 소

명감으로 특정 일에 헌신하는 것과 그 일에 헌신

함으로써 악화되는 건강상태에 하여 갈등을 겪

는 경우). 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 고뇌가

더욱 강한 신념을 발 시키기 한 생산 인 과

정인지 만성 인 고통, 무망감, 무의미감을 가져

오고 임상 수 의 우울이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속 이고 성공 이지 않은 고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Sperry, 2016). 상담자가 내담자의

종교 , 신념들이 내담자의 신체 정신

건강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단할 경우, 상담자는

윤리 딜 마에 빠질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

의 신념과 신앙에 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내담자의 사 인 역을 침해하지 않

기 하여, 그리고 의도치 않게 종교/ 지도자

의 역할을 신하지 않기 하여 이러한 문제들

을 극 으로 다루기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

다(Peteet, 2017).

이 때 상담자는 자신이 비록 신학 인 문성

은 없을지라도 정서 , 계 갈등을 다루기

한 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신성한 무언가

(the sacred)를 포함하는 정서 , 계 갈등을 다

루는 데에도 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는 진솔하

고 친 한 화에 기꺼이 열려있어야 한다. 상담

자는 내담자의 종교 혹은 신념과 련된

우려와 임상가로서 상되는 결과에 해서 내담

자와 진실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신앙에 하여 지식이나 이해

가 부족함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과 상담자 자신

의 세계 을 자기-노출하는 것을 포함한다(Bergin,

1985). 둘째, 종교와 성 련 이슈에 더 많은 경

험이 있는 동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셋째,

내담자의 종교 혹은 리더와 력하여 상

담하는 것에 하여 내담자와 의논해 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종교 성과 련된 주제들

을 다루는 데에 유능한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의 진로발달 에서 제안하는 성 개입의

시

에서 제시한 내담자 성의 탐색과 평가의

반 인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상담자들은 다음

과 같은 최신 진로이론들이 제안하는 과 진

로개입 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소명 로그램, 사비카스의 진로구성인터뷰, 일의

의미 증진 로그램을 소개하고, 혼돈이론에서 제

시하는 개입방안을 제시하겠다.

소명

진로상담에서 내담자가 소명을 탐색하고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한 일반 인 략으로 다

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어있다(Dik & Duffy,

2015). 첫째, 상담자는 극 으로 소명을 찾는 일

을 격려해야한다. 소명의 요소 ‘ 월 부름’

에 을 둔 내담자 에는 ‘기도하며 기다리기’

방법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담자

의 기도는 존 받아 마땅하지만, ‘기다리기’ 부분

은 자칫 수동 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

미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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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담자가 기도하며 극 으로 탐색하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

고유의 개성(흥미와 능력 등)을 이해하도록 돕고

이러한 내담자의 잠재성을 펼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이는 통

인 개인-환경 합이론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일치하지만, 구별되는 은 사회 합성(social

fit, Muirhead, 2004)을 고려한다는 이다. 사회

합성은 개인의 재능과 사회의 필요가 매치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 필요와 개인의 역

량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상담자는 내담

자의 진로목표가 삶의 목표와 얼마나 잘 맞는가

를 탐색하도록 도와 다. 상담자는 이를 해서

내담자에게 하나의 종이에 다섯 개의 진로목표를,

새로운 종이에 다섯 개의 삶의 목표를 써보도록

한다. 그 후에, 두개의 종이를 나란히 두고는 진

로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 목표가 삶의 목표

와 얼마나 잘 맞는가를 검토하도록 돕는다.

일의 의미

일에서의 의미감을 강조하고 이를 증진시키

려는 개입으로 제안된 방안들 최근 더욱

심을 받고 있는 개념은 잡크래 (job crafting;

Wrzesniewski, & Dutton, 2001)이다. 잡크래 은

직업인이 자신의 일로부터 더 강한 목 의식, 의

미, 몰입, 열정, 만족감 등을 경험하기 하여 취

하는 략을 뜻한다. 표 인 세 가지 략은 과

제, 계, 인지 크래 이다. 과제크래 이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제가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 성격 등에 더 히 부합할 수 있도록

과제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

의 직무에 핵심 으로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거

나 과제 변화에 있어서 자유와 권한의 범 안에

서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거나 기존 과제를 없애

기, 각 과제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에 지를 재분

배하기 등이 포함된다. 계크래 이란 특히

성에서의 상호연결성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는 개

념으로, 직업인들이 자신의 진로 일의 역에

서 경험하고 있는 인간 계의 특징과 질을 변화

시키거나 새로운 인간 계를 확장하는 략을 통

하여 일의 의미감을 높이는 것이다. 정 인

계를 맺거나 친사회 행동을 하거나 일터에서

더 강한, 정 인 계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터의 인 계 문화 개선, 동료들과의 네트

워크 구축, 혹은 인 계를 축소하는 것도 포함

된다. 인지크래 은 과제 혹은 계, 일의 의미

에 한 자신의 지각을 재정의하거나 스스로가

진로 혹은 직업에 해 생각하는 방법을 변화시

킴으로서 일의 의미를 높이려는 략이다. 공식

인 방법으로는 잡크래 훈련(Berg, Dutton, &

Wrzesniewski, 2008)이 있으나, 상담자들은 비공식

인 방법으로도 내담자의 일의 의미 증진을

진할 수 있다.

진로구성주의

진로구성주의에서 내담자의 자기구성 과정을

진하기 한 가장 표 인 개입방법은 진로

구성인터뷰이다(Career Construction Interview; CCI,

Savickas, 2005). 이 인터뷰에서 내담자는 다음의

6문항에 하여 자유롭게 반응하며 스스로의 응

답을 성찰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응답을 잘

듣고, 더 질문하고, 의미를 명료화하는 반

진술을 한다. 각 문항은 인생의 선택과 이동에

한 “작은 이야기(microstories)”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작은 이야기들에서 추려진 주제와

패턴을 가지고 내담자의 핵심 문제나 선입 ,

동기, 목표, 응 략, 자기 에 한 “큰 이야

기(macronarrative)”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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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이론

진로상담에서 성을 다룬 개입의 다른

로는 복잡하고 역동 이어서 측할 수 없는 시

스템들로 구성된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응

하는 것을 돕는 혼돈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입이

있다(Pryor & Bright, 2006). 혼돈이론을 바탕으

로 한 진로상담모델은 복잡한 세상을 탐색하고

(Explore), 변화하는 다양한 상황에 응하는 것을

비한 후(Prepare), 극 으로 자신과 직업정보

를 탐색하기 시작하고(Start), 계획에 없는 우연

인 일들을 경험하고 불확실한 상황들에 응 하

여 이를 정 인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Adapt)을 제안한다. 이러한 EPSA모델을

바탕으로 구체 인 진로개입들도 제시되었다

(Schlesinger & Daley, 2016). 를 들어, Pryor와

Bright(2005)가 제시한 활동으로 “때때로 일어나는

질문 역 (목 ) 질문

아동기 기의 역할모델

(자기개념을 서술하기)

- 당신이 성장하면서 구를 존경하 습니까?

- 약 6세경에 존경하 던/닮고 싶었던 인물은 구입니까?

- 말 하신 인물들에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 당신이 그 인물들을 되돌아 볼 때, 그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 당신은 그들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 말 하신 세 사람이 가진 공통 은 무엇인가요?

선호하는 잡지

혹은 텔 비 쇼

(분명한 흥미를 확인)

- 당신은 정기 으로 어떤 잡지나 TV를 보십니까? 어떤 것을 보나요?

- 그 잡지 혹은 TV 로그램의 어떤 면을 좋아하십니까?

- 당신이 선호하는 환경(settings, environment)은 무엇인가요?

- 당신이 특별히 끌렸던 (매력을 느 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책이나 화에서 좋아하는 이야기

(진로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내려 가는지를 알아보기)

-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화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속담 혹은 모토

(행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조언을 알아보기)

- 좋아하는 속담 혹은 모토는 무엇인가요?

기 기억들

(삶의 주제의 맥락에서

재의 심사를 찾기)

- 약 3-6세 때의 이야기를 3가지 말해 주세요.

- 각각의 기억들에 하여, 당시의 환경, 감정, 행동,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 각각의 기억들에 하여 제목 (headline)을 붙여 보세요.

- 각각의 제목에 어떤 동사(들)가 들어가나요?

기타: 여가/교과목

(내담자의 약 과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술과 태도)

- 좋아하는 (했던) 과목과 싫어하는(했던)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표 2. 진로구성인터뷰에서 제시하는 6가지 질문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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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Sometimes magic)”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

개입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마법이 일어나는

상황이 힌 32개의 카드( : “내가 다른 사람들

의 학습을 도울 때, 때때로 마법이 일어난다”가

힌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내담자의 생각과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이러한 개입들

을 통해 ‘자신을 넘어선’ 존재 는 힘에 해 인

식하고 이해하며, 정 인 진로발달을 이 나갈

수 있다.

연구의 제한 제언

본 연구는 정신건강 반에서 논의되어온 성

을 최근의 진로이론과 모델에서 제시하는 성

련 개념들을 조망하여 그 요성과 역할을 구체

화하 다. 한 진로 와 일의 발달에서 어떻게 다

루어지고 있는가를 최근 논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실제 인 진로개입에서의 함의를 논의한 것에 의

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시도한

국내외 문헌 개 은 학술지에만 국한되었으므로

출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진로와 성에

한 모든 것을 포 하는 문헌고찰로는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보완하

고 학회지에 출 되지 않은 문헌들을 포함한 문

헌 고찰을 통하여 진로와 성에 한 이해를 높

이기를 기 한다. 둘째, 본 논문의 연구범 에는

조직 차원의 성은 제외되었는데, 향후의 연구

에서 이를 포함하여 직장에서 필요한 성리더쉽,

조직에서 개인의 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환

경, 조직 가치와 개인 가치 간의 조화에 한 이

해를 확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진로 일의 발달에 성은 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진로발달에 여하는 실무

가들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성을 효과 으로

다루기 하여 에서 제시한 일반 인 고려 들

과 더불어 성과 련이 있는 다양한 진로발달

의 들이 제안하는 구체 인 개입 략을

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체 인 개입 략

을 선택할 때 상담자는 먼 내담자 각 개인이

가지는 성의 주 의미와 이해를 충분히 검

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진로상담에

서 성을 고려할 때 인 환원주의(spiritual

reductionism)도 피해야 하며 인 모호함(spiritual

fuzziness)도 피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Pargament et al., 2014). 즉, 인 환원주의 입장

에서는 성의 신성하고 신비한 독자 인 속성들

도 모두 심리 구인들로 환원시켜 ‘ 성’을 다면

이고 심층 으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하는 인

간 경험으로 보기 보다는 개입에 하여 하

나의 단편 인 개입 모델을 제시하거나 완벽한

‘하나의 매뉴얼’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을 추구한

다. 인 모호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성을

미지의 역 혹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무

언가’로 구분하고 체계 인 사고와 방법과 분리

시켜 연구자와 상담자가 히 근하지 못하도

록 한다. 이 두 가지의 험에 빠지지 않고 내담

자의 진로 일의 세계에 성이 어떻게 여하

고 하고 있는지 진로발달의 실무가들은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상담학,　심리학, 교

육학, 그리고 경 학 등에서 다양한 학문 노력

이 지속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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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development and Spirituality:

Literature review and practical implications

Shin, Joo-Yeon Kim, Tae-Sun

Inha University,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role of spirituality in the context of individuals'　career and work

development and to suggest practical and effective strategies for career counseling. First, diverse conceptualization

of spirituality was briefly introduced. Second, importance and relevance of spirituality in career development and

practices were discussed by focusing on the four recently emerging perspectives in career development (i.e., career

calling, meaning in work, career structuralism, chaos theory). Third, the present study reviewed 81 articles

published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journals from 1997 to 2017 to comprehend the precedent researches.

Fourth, practical strategies to effectively integrate spirituality into career-related interventions were provided.

Finally, specific examples of career-related interventions derived from the four perspectives in career development

were presented.

Key words : Career development, Career counseling, Work, Vocation, Spirit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