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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

The Meaning of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s of
 Employee's for Job Conversion

이경자*, 김진숙**

 Kyoung Jaa Lee*, Jin 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대

학원 경험이 있는 재직자 7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는 크게 3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첫째, 새로운 시각과 인식이 바뀌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둘째, 자신감 향상과 동기부여, 그리고 흥미와 적성을 되찾는

심리적 변화이다. 셋째, 배움의 즐거움과 인적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가족의 지지를 얻는 실생활의 변화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재직자들의 대학·대학원 경험은 자신감을 얻어 새로운 도전을 하게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되찾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의 발현이라 해석할 수 있다.

주요어 : 재직자,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 직업전환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employees’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s for job 
conversion. For it, date was collected and analyzed by in-depth interview for 7 employees with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s from Jun. to Doc. 2018. As a result, 3 great ranges and 8 sub-factors of 
the meaning of employees’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 for job conversion. were drawn. First is the 
change of value changing new view and recognition. Second is confidence improvement,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change recovering interests and aptitudes. Third is changes of actual life that obtain pleasure of 
leaning, formation of personal network, and family supports. From the above results, employees’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 may let them challenge new works with confidence and be analyzed as 
appearance of identity finding the work suitable for their aptitude and living a subjectiv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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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

의 습득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의 요

구는 늘어가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 장치로써 삶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생학습이 주목받기 시작하

였다[1]. 또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는 전문적인 직업과 경력개발을 위한 순환적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계속교육기관으로써

고등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점으로 고등교육

과 평생학습의 결합이 모색되고 있다[2]. 한국의 많은

대학도 성인과 직장인의 고등교육 수요에 맞춘 입시전

형을 개발하여 성인과 직장인의 대학 진학을 일반화하

고 있다. 나아가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대학원으로 확장되고 있다[3].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 속에 지식과 능력을 갖춘 근

로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기능 및 전문화된 근로자

와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가 직장인에게 학습욕구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4]. 이처럼 직장에서 인

적자원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불안정한 고용시

장으로 인한 자기계발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은 직장인에게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

로 직장인이 대학교육 즉, 평생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 이는 대학에서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

이 안정적인 형태로써 다른 과업으로 이동가능하다는

의미이며[5],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다른 과업

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

인은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

습하면서 자신감 향상, 가치관 변화, 심리적 변화와 함

께 실생활에서의 변화욕구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 직장인의 고등교육경험은 업무와

역할기능,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움으로써 원

하는 직업의 선택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대학

교육은 직장인으로서 직업전환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직자의 고등교육 경험이 직업전

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미파악을 목적

으로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연구는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

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 개인의 실제적 경험

에 초점을 둔[6] 면담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참여자는 재직상태에서 대학·대학원 경험 중 또는 경

험 후 직업전환 경험이 있고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사

람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자 3명과 여자 4명으로

일 경력은 최소 2년에서 16년까지 다양하였다. 면담시

작 전 연구의 목적과 시간, 추가면담요청 가능성, 비밀

보장관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윤리적으로 보호됨을

알렸다. 또한, 면담 내용은 녹음 전사처리 되며 철회가

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인터뷰를 이용한 면담으로 장소는 주로

학과교실이나 카페 등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곳으로 선

택하였다. 질문의 시작은 참여자의 배경에 관한 예비

질문, 대학·대학원 경험에 관한 본 질문, 직업전환 관련

마무리 질문으로 하였으며, 시간은 대부분 45분∼90분,

추가면담 경우 10분∼2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은 첫째, 전사자료를 정독하고 반복해서 읽

으며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문장에 줄을 그었다. 둘째,

내용별 검토를 반복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의미 있는 주제를 분류하였다. 셋째,

공통적인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은 하위영역으로 범

주화시키고 유목화 하였다. 넷째, 범주화시킨 자료를 재

분석하여 주제모음을 만들고 주제를 개념별로 기술한

후 내용과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공개하여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고등교육을 통한 직업전환을 이행하는 맥락은 참여

자들이 진술한 문장 중에서 의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

으로 38개의 구성의미와 8개의 주제묶음 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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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주제 범주

박팀장: 우리나라 저렇게 바뀌어야 됨

김사장: 생각의 의식전환

윤과장: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게 됨

조처장: 시대 흐름을 알게 됨

새로운

시각

가치관

의변화

정실장: 끊임없이 배워야겠다.

박팀장: 우리 교육 바뀌면 좋겠다.

문계장: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뀜

조처장: 시대적 흐름 알게 됨

김사장: 의식전환이 됨

윤과장: 가치관을 변화시킴

이부장: 틀을 깨는 듯한 느낌

인식의

변화

김사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부장, 문계장: 자신감 회복

정실장: 당당한 면 생김

박팀장: 졸업장으로 당당해짐

조처장, 윤과장: 자존감 높아짐

자신감

향상

심리적

변화이부장: 하고 싶다는 욕구

정실장: 언니가 멋져 보임

김사장: 교수자들 보고 멋지다

동기

부여

윤과장: 맞는 적성을 찾기 위해서

조처장, 이부장: 좋아서 하는 일

흥미와

적성

김사장: 배워가면서 즐겁다.

조처장, 이부장, 윤과장: 배움이 재미있음

배움의

즐거움

실생활

의변화

김사장,윤과장: 사람들 만남

정실장: 교우를 통해

이부장, 조처장: 대인관계 넓어짐.

박팀장: 자문 구할 수 있는 교수님,

힘이 되어주는 동기생

인적네

트워크

형성

박팀장: 딸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정실장: 남편, 자녀 호응해줬다.

윤과장: 당연히 와이프

문계장: 딸, 며느리, 아들이 좋아해요

가족의

지지

표 1.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이 직업전환에 주는 의미에 대한

연구텍스트

Table 1. Research on the meaning of universitygraduate school

experiences of employee’s for job conversion

1. 가치관의 변화

본 연구의 범주인 가치관의 변화에서 나타난 주제

묶음은 새로운 시각과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1) 새로운 시각

대학·대학원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기존방향전환으로 세상을보는새로운눈을뜨게된다.

모르고 있는 거를 배우게 되니까 방향과 의식전환이 많이

됐죠. 시야도 넓어지고 더 생각하게 되고.(김사장)

사회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중략…) 국소적인 시각에서 거시적인 시각

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죠.(윤과장)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보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참여자들은 새

로이 접하게 되어 아는 일과 보는 일 모두 배움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시작됨을 시사하고 있다.

2) 인식의 변화

안드라고지는 성인의 변화를 목표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7]. 즉, 성인교육은 활

동을 통해 사람을 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자들은 고등교육을 통해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교육도 저렇게 바뀌면 좋겠

다. 배우는 입장에서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바꾸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박팀장)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틀을 깨는 듯한 느낌의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

었어요. 이걸 배우면서.(이부장)

공부하면서 매사에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었죠. 남의 말

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무엇을 보면 얘들 수업 갈 때 활용

하고 싶고 내일을 생각해서 자제하는 힘이 늘었고.(문계장)

미래세대를생각하며사회적상황에따라변해가는세

상을 보는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배움의 경험을

통하여자신의모습을재발견하고변화시키며인식의변

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2. 심리적 변화

심리적 변화에서 나타난 주제 묶음은 자신감 향상과

동기부여, 흥미와 적성으로 나타났다.

1) 자신감 향상

자신감은 자신이 능력 있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것으로자신의의사결정에대한확신이라할수있

다[8].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때 감당할 수 있는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

준다는 것을 참여자의 언어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인들 이력서 볼 때마다 학벌 좋은 사람이 많아. 나한테

배울게있겠나생각하니까가르치는입장에서주눅이들더라

(…중략…)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위

치가 됩니다. 학교 와서젤 좋은 거 자신감입니다. 이거 되겠

나? 안되겠나? 이두려움때문에견줘보고하는데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박팀장)

평소 자신감이없었는데이렇게 6년의 학업기간이있다보

니까 내 스스로 당당한 면은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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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면서 좀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정실장)

대학원 경험에서 자존감, 이런 것들을 높였던 결과가 그렇

게옮길수있었던배경이아니었나싶어요.(…중략…)석사를

땄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윤과장)

자존감이 높아진 것도 같고 직업을 바꾸게 되면 새 일을

한다는 자체가 두려움도 있고 뭔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거

는당연히겪을수밖에없는부분이고시간이지나면이제다

시 적응이 될 거라는 학습된 것.(조처장)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실수해도 떨리는 것도 없고 재

치 있게 넘기는 그런 거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매사에 수

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었고요.(문계장)

신입보다 낮은 학력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며 이를

뛰어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고등교육 경험은 학위

로 인한 실제 역량 외에 자신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회

적 기준으로 작동하며, 서열비교로써 그 기준이 실제적

역량을 더욱 크게 보이게 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이들에게 자신감 향상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믿으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방법이 무

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킨 것임을 말하고

있다.

2) 동기부여

고등교육의경험을통해배워야함을느끼고스스로에

게 가치를 부여하며 성장함을 말하고 있다.

교수자들 보니까 멋지다 나도 저런 직업을 가져봤으면 좋

겠다. 직접적으로 공부하면서 더알아가니까 재밌고. 어차피

배웠으니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김사장)

교우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언니가 좀 멋져 보이

긴했어요. 언니통해자격증을취득하면서직업전환계기가

왔던 것 같애.(정실장)

이수경[9]은선망을상호작용에서발생하는대인간정

서로써동기부여를통해친사회적행동으로나타나는감

정이라고하였다. 참여자들은교수자와교우의직업활동

에대한선망을느끼며자신도직업전환하고자하는동

기를 부여 받는다. 더 잘 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자기향상

을 통해 원하는 직업으로 전환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3) 흥미와 적성

적성이란 어떤 교육이나 훈련 또는 활동에 의해 계발

될수있는개인의능력을말한다[10]. 따라서 적성은특

수한지식과기술을발휘할수있는개인의잠재력을말

한다고할수있다. 참여자들은평소좋아하고, 하고싶었

던 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전환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아요. 수익은불안정하지만제가좋아서하는일이니까만족

감은 지금이 더 낫죠.(이부장)

언젠가는직업을 6번인가바꾼다고하는데글쎄(생각에잠

기며)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오다보니까 직업전환에 대한

두려움은없는것같아요. 교육을통해서시대적흐름을알게

되었죠. 공부가좋아서했는데기회가주어졌어요. 현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조처장)

시대의 빠른 변화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

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직업을 바꾸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

고 하고 싶은 일을 용기 내어 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

대학원 경험이 주는 효과일 것이다. 이로 인해 흥미와

적성을 찾아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함을 말하고 있다.

3. 실생활의 변화

실생활 변화에서 나타난 주제 묶음은 배움의 즐거움

과 인적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가족의 지지로 나타났다.

1) 배움의 즐거움

몰입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에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

느끼는 의식상태를 말하는 것으로[11,12] 몰입상태에 있

을 때 즐거움과 자기충족감을 맛보게 된다. 참여자들은

배움을 통하여 몰입을 경험 하고 있었다. 학습과정을 즐

거움으로 인식하고 이를 심화시켜 몰입함으로써 자신감

과 만족감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활력소로

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 학습하니까 재미있으니까 더 열심히 뛰어서 한 것

같아요. 배움의 즐거움을 뒤늦게 느낀 거죠.(김사장)

학교 오면서 불안감이 없고 재밌게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만족도는 높거든요. 옛날에는 주눅 들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배우면서 그렇게 안 살게 되었다나.(이부장)

참여자들은배움의가치와즐거움을깨닫고안정감있

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느끼며자신을되돌아보는계기

가 된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주도해 나아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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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자아정체성이 발현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2) 인적네트워크 형성

인간은 누구나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사랑하기를 원하

고사랑받기를원하는욕구가있다[13]. 고등교육경험을

통해만난교수자와교우의삶의궤적을보며비전을탐

색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고등교육 경험을 통해 소속

되어함께하는것에의미를느끼고이를통해다른직업

세계에도 관심을 가진다.

대학원을 오니까 경영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

인단체같아. 어떤형태로운영하고있는가보면서도움된것

도 있어요.(…중략…)힘이 되어주는 동기생도 있고 자문을

구할수있는교수님도계시고, 수업시간에배우고이러면서

확신이 선 것 같아요.(박팀장)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도움 되어 좋았어요. 교우를 통해

자격증 취득하면서 직업전환 계기가 왔던 것 같애.(정실장)

사회관계망자체가넓어질수밖에없는것같아요. 그분들

을알게됨으로써 뒤에있는인프라나도움같은것을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조처장)

고등교육경험에서다양한분야의다양한직업을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한다.

교우들과의관계형성은서로에게많은도움이된다는것

을알수있다. 지식은물론이고다양한분야에종사하는

사람들의생생한경험을통해직업전환하는데있어정

보 공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개인이 인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원

즉, 기쁘거나슬플때언제나주의를기울여주는관심, 필

요하거나어려운것들에대한도움, 힘들때용기를북돋

워주는격려, 확실히그렇다고여기는인정, 필요한것들

에대한물질적지원등에대한인식이라할수있다. 가

족에게서지지를받으며새로운일을시작하는데긍정적

인 인식을 하게 된다.

학교를 다니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딸 셋이 아! 멋

지다고인정하면서한번해보세요, 잘될거예요. 하는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바뀝니다.(박팀장)

남편과 우리 자녀들 많이 호응 해줬어. 친정식구들은 나보

다 더 뿌듯해 해요.(…중략…)공부하면서 애 입장에서 보게

되었죠. 교육으로 인해 가정이 원만해지고 가정이 원만해짐

으로 직업전환도 할 수 있었으니.(정실장)

당연히 와이프죠. 잘 생각해보라하고 걱정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밀어주는 스타일이라서.(윤과장)

어려운 환경인데 공부하는 거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 엄마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좋

아해요. 딸하고우리며느리아들이이일하는데대게존경하

고 좋아해요.(문계장)

가장편하게이야기할수있고또늦은나이에공부하

는것을가장지지해주는사람은바로가족이다. 참여자

들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

원에대한인식을느끼며원하는직업으로전환하게됨

을 나타내고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연구는재직자의대학·대학원경험이직업전환에주

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통해 3개의 범주와 8개의 주

제묶음, 38개의구성의미로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토대

로 요약, 논한 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범주인가치관의변화에서참여자들에게고등교육

경험은아는만큼보이고아는만큼느낀다는배움의가

치를 깨닫는다.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

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히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부를 함으로써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과만남이이루어지며새로운자신의모습을발견

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성인의 변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안드

라고지 의미를 주장한 학자 놀스[7]와 맥을 같이 한다.

제 2범주인 심리적 변화에서 참여자들은 학위와 학벌

로 인해 더 당당해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라는 점

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 향상의 원동력임을

인식한다. 선망을느끼며하고싶은것에대한용기를가

진다. 고등교육을통해얻은 자신감은새로운일을시작

하는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

여다보고, 하고싶은일을용기내어할수있게한다. 이

러한 경험은 삶의 영역을 넓혀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

택의 권한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등교육

경험으로축적된지식과경험이자신감으로이어지며심

리적 변화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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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범주인 실생활의 변화에서는 알아가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삶에대한자신감으로이어지며고등교육경험

에서만난다양한사람들을통해새로운직업을알게되

고 가족의 긍정적인 지원을 인식한다. 참여자들에게 고

등교육을통한배움의즐거움은자신들의인생을살아가

는데또다른삶의활력소로써의미가되며배움을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자기주도적

학습 민선향[14]과 맥을 같이 한다. 학우들과의 만남은

새로운지식과정보를얻게되며새로운관계형성을할

수있는기회를확대시킬수있다. 네트워크형성은직업

전환에서중요하게작용한다. 이것은중장년층경력전환

에서의 경력적응에 대한 선행연구인 김나형, 진성미[15]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는새로운정체성이발현된것으로써원하는직업으로

전환함은 실생활의 변화를 의미한다.

고등교육 경험을 하면서 직업전환을 이행하는 맥락은

크게 대학·대학원 경험에서 오는 가치관의 변화, 심리적

변화, 실생활의변화의세가지측면이존재한다. 이것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자아정체성의 발현과 원하는 직업

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며, 직업전환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직자의 대학·대학원 경험은 자신감을 얻어

새로운일을도전하게하고, 적성에맞는일을되찾아삶

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의 발현이라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대학원 경험을 접하면서 직

업전환하는재직자에게도움을주고직업전환에대한대

학·대학원경험의의미를찾아볼수있다는점에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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