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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0년대 초반 8％ 수준에서

2015년 9.2％로 상승하였고, 2016년 1분기에는 11.3％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실업난의 해결방안으로 청년

층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의 해외취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북 부각되고 있는 반면, 특히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의 적자규모는

2009년에 17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1990년도 적자액(6.1억 달

러)에 비해 28배 이상 증가한 결과인 바, 청년실업의 문제 해결방안

인 동시에 서비스 무역 증진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2013

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에 대해서 정책

으로 “K-Move” 사업을 브랜드화하였다. 이후 인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해외 취업ㆍ인턴ㆍ봉사ㆍ창업의 범주 아래, 2015년도

K-Move 사업 예산 규모는 1,802억 원, 지원 인원 목표는 1만 3천명

수준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해외진

출과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관련정보 획득에 어

려움이 있지만, 특히 해외 에이전시 관리․감독문제, 사후관리 부실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인 경

제 활력 저하의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물론,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서 특히 전문직 서비스 직종 인력

및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

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중에서 식품영양학과․물리치료학

과․조리학과․수의학과 등의 4개 학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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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유의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ering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서비스산업이 글로벌화

와 IT화에 힘입어 교역가능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서비스산

업에서도 대외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점과 글로벌

환경에서 일찍부터 성장해 온 청년층에게는 해외진출 및 취업의 문

제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내용과 둘째, 인력 수출이

주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 해외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및 우리나라의 서비스산

업 및 전문직 서비스업의 수준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고도 객

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또는 전문직 서비스

인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개발도상국 국가나 동유럽이나 남미

(南美) 지역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및 전문직 서비스업

인력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한 국제적 진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여야 할 것, 그리고 셋째, 기존의 글로벌 청년 취업 양성사업

을 수요와 공급 측면의 연계성 강화와 거버넌스 전략을 토대로 글

로벌 청년취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장친화적인 사업

및 정책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대외무역법」을 전문직 분야를 무

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무역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과 전문직 서비스업의 산

업적 위치를 갖기 위해서 전문직 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에 도움이

주어야 한다는 점, 둘째, 실제로 해외취업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

도록 하는 정부와 각 대학, 전문직 서비스업 단체 등의 차원에서 보

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전문직 서비스업 청년들

의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개발도상국을 중심 목표로 하는 해외 인턴십 및 봉사연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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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다섯째, 본 연구에서 기

능적인 차원에서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전문직 서비스업 청년들의

집중적인 해외진출 및 취업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으나 전략적인

측면 및 시각에서는 분명히 질적인 해외진출과 취업을 최종적인 목

표로 하여야 할 것 등이었다.

주요어 ： 서비스산업, 해외취업, 해외진출, 청년실업, 청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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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

까지의 제조업 중심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으로 성장동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의 고용창

출능력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용증가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서비스

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선진국들은 FTA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제조업 분야

의 무역거래 보다는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역의 비

중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

역량 5,000억 불(세계 12위)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과 고용 비중이 낮고,1) 서비스의 무역

구조도 노동집약적 운수부문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사업서

비스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세계시장 동향과는 대조적인 현실이다.2)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경

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 즉, OECD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 수출은 2014년

3.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총 수출(상품과 서비스의

합) 증가에 대한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

하여 2014년 59.8%를 기록하는 등 수출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이 2015년 3

1) 최봉현, 김홍석, 유현선, 김현수, 안연식(2007).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 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p.5

2) 서정두(2006).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貿易商務硏究, 29(-),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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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누적 기준 15.1%로, OECD 평균인 29.2% 대비 절반 수준이

고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낮다.3)

이처럼, 한국경제구조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층의 국내 취업의 기회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4) 이와

같은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업대책의 일

환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취업은

실업상태에 있는 유효노동력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을 감소시

킬 뿐만 아니라 외화의 획득을 통하여 외환위기 해소에 도움을 줄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개방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해외진출은 해외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하고 한류, IT 강국 국가 이미지 등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확산하

는데 기여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현재의 국내적인 상황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의 활력 저

하로 인한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2015

년 상반기 전체 실업자는 107만 명이고, 잠재구직자는 172만 명, 시

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50만 명, 잠재취업가능자는 3만 명이며,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332만 명(11.7%)이다. 또한 우리나라 2015년

상반기 청년 실업자는 44만 명이고, 잠재구직자는 59만 명, 시간관

련 추가취업가능자는 6만 명, 잠재취업가능자는 1만 명이며, 청년층

에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 명(22.4%)이다. 공식 실업자의

41.1%, 실제 실업자의 33.4%가 청년이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의 전

체 실업률은 2003년 이후 3％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15∼

29세) 실업률은 2000년대 초반 8％ 수준에서 2015년 9.2％로 상승하

였고, 2016년 1분기에는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같

3) 정용식, 박세훈, 강주훈(2016). 의료 및 보건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서비스수출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1(5), p.32

4) 송창용, 성양경(2009).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The HRD Review,

12(2),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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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우리나라 생산가능연령층 및 청년층 고용률 추이

은 기간 동안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다.5)

이처럼 더욱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증가되고 있으면서

도, 결과적으로 요즘의 일자리는 중분류 기준으로 저임금 돌봄서비

스업에서 가장 많이 창출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6) 2000년대 이후 우

리나라의 제조업은 역동적으로 활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에서도 단순한 직종만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서

비스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하면서 해외진출에 매우 소극적

이기 때문이다.7) 서비스업은 원래 비교역재 부문이지만, 근래 글로

벌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서비스업에서도 대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있

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제조업의 상품수출과 달리, 서비스 제품

은 외국 현지에서 소비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판매되어야 하므

로 직접적 해외진출 및 해외 거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

나 현지 외국어의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현지시장에 대한 분석도 부

실하며, 정부의 섬세한 정책적 지원의 부족, 혹은 지원자 개인의 능

5) 이명민, 김혜원, 조성은(2015).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세

종： 고용노동부, p.35

6) 윤희숙(2016).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KDI FOCUS, 73(-), p.2

7) 김주훈, 차문중(2008).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KDI정책포럼, 20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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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한계 등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며, 그동안 서비

스산업의 발전 정책으로 또는 청년실업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서비

스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산업적 수출에 대한 언급이 민관을

막론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이고 현장친화적인 정책이

나 방안은 막상 부재한 것이 실정이다.

물론 현재 상황은 글로벌 일자리 경쟁으로 각국이 고용문제를 핵

심현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것

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비판이 반복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

이 미흡하였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대에 청년들에게 해외진출 기

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

음을 감안할 때 현행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더

구나 국내 청년층 고용상황이 상당 기간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해

외취업사업 강화가 불가피하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현장친화적인 정

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

문직 서비스 직종을 전공하고 있는 현장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외진출 해외취업의 의향과 대책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

료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인 경제

활력 저하의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물

론,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서 특히 전문직 서비스 직종 인력 및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인 서비스 직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해당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전공을 활용한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의

의도 수준을 알아보고, 동시에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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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자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을 정부차

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지 파악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세계 서비스무역의 동향과 전문직

서비스업 분야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전문직 서비스

산업과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들 서비

스 분야의 시장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증대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는 청년취업 대책의 일환으로서 보

다 활발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인력 해외진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문제

서비스 산업 분야의 수출 및 해외진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며, 청

년취업 대책의 일환으로서 전문직 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전문직 서비스업의 국내적 현황 및 인력 상황은 어떠

한가 ?

연구문제 2. 전문직 서비스업 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에 대

한 필요성 및 가능성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의사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전문직 서비스업 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위취업을 조

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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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문직 서비스산업과 관련 직종 인력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 및 청년 예비인력의 의도 수준을 파

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전문직 청년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

하기 위하여 설문조사(設問調査, survey)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산업 중 보다 전문적인 지식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식품)조리학, 물리치료학, 수의학, 식품영양학

관련 학문 등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유의추

출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기로 한다. 또한 설문

대상 및 설문 작성자에게 설문의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명해 준 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ering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

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보조방법으로서, 해외진출을 통하여 현재 외국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업종 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터

뷰를 진행하여, 양적연구에서의 부분적 미흡함으로 보완하고자 한

다.

이상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제1장에서는 서비스

산업 및 인력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내의 전문직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인력의 수급내용 등을 파악하고, 전문적 서비스 산업 인력의 해외진

출 및 해외취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바, 연구

의 대상, 도구, 자료의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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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로서, 전문적 서비스 직종을 전공하는 대

학생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의도 수준과 연구대상이 요구하는

사회적 및 정책적 요구 내용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들의 해외진출과 취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

성과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논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결론

및 요약과 함께 연구의 과정을 통한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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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비스산업 및 전문직 서비스

1. 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내용

서비스산업이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부문을 말한다. 국민경

제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으로 농업, 광업, 제조업에 포함

되지 않는 경제활동들을 총칭한다. 서비스는 재화와 함께 인간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생산 활동 또는 경제활동의 산물로서, 무형,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저장불가, 이전불가 등의 특성

을 가진 산업을 서비스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8) 즉, 서비스산업

의 일반적인 정의는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

무인 활동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타

경제주체 및 소유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일

컫는다. 시장에서 구매 및 판매되는 모든 무형의 제품을 포함하

여 비재화인 무형의 경제재의 생산 활동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서비스 상품은 무형성(intangi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소멸

성(non-storability) 및 동시성(simultaneity)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산과 소비가 도시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

고 흔히 다른 경제재와 동반하여 제공된다.9) 다시 말해, 서비스

상품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다른 상품과 달리 무형인 동시에 소

비하는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특성은 서비스 상품의 가

격을 결정하기에 매우 애매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을

8) 고정민(2014). 수출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7(6),

pp.2603-2604

9) 장하원(2001).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고용전망. 서울： 한국개발교육원.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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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특성

생산

기술 및 플랜트 ․ 낮은 자본장비 투자 대비 높은 건물 투자

노동

․ 일부 서비스산업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나

일부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숙련도

(시간제 포함) 요구

․ 전문지식은 중요하나 기술지식은 상대적으

로 중요하지 않음.

생산 ․ 생산은 비연속적, 규모의 경제는 한계

산업조직
․ 가족이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

제품

제품성격
․ 무형이고 저장 및 운송이 어려움

․ 제품 간의 구분이 어려움

제품특성 ․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맞춤형

지적재산권
․ 복제가 쉽고 보호하기가 어려움

․ 명성이 매우 중요

소비
제품의 전달

․ 생산과 소비가 인접(시간과 장소가 동일하

고 동시에 일어남)

소비자의 역할 ․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어려움

자료： McLachlan, R. et al.(2002)

(표 Ⅱ-1) 서비스산업의 특성

측정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요약컨대,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은 생산, 제품, 소비 측면에서

아래의 (표 Ⅱ-1)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낮은 자본장비 투자 대비 높은 건물투자, 낮은 숙련도 및 전문지

식의 요구, 비연속적 생산, 중소기업 위주의 소기업 중심, 제품

측면에서는 무형, 소비자 요구에 맞춤형, 복제의 용이성 등이 거

론되고 마지막으로 소비 측면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등

이 거론되고 있다.

2. 전문직의 정의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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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전문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개별 전문직 종사

자에 대해 전문직 공동체가 공식적, 비공식적 제재를 가할 수 있

는 권력과 특전을 부여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직업이 전문직인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 전문직화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직업

(occupation)이 전문적인 직업성(professionalism)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일정한 업무 영역에 대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를 가

능하게 하는 전문적 권위와 자율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전문직

화(professionalization)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 직업이 전문직으로

서 인정받는 것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서보다는 다분

히 그 직업 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

다. 즉, 전문직업성은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직

업의 전문직업성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의 사회적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특정 직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직업의 사회적 지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요소가 되

는 것이다.10)

Ritzer(1972)는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몇 가지 기본요건을 기준

으로 구분한 바 있다(표 Ⅱ-2 참조). 전문직은 비전문직에 비하여

추상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타적 직업

동기와 높은 직업 자율성과 공동체의식, 대중으로부터의 높은 인

정, 독특한 직업문화, 장기적인 교육, 아주 발달한 윤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11) 그가 제시한 이러한 전

문직 구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전문직

의 직업동기가 비전문직에 비하여 이타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가

10) 김현수, 김미숙(2003).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21-22

11) Ritzer, G.(1972). Man and His Work: Conflict and Change.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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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기본 요건 비전문직

추상적 이론 이론과 지식 실용적 내용

고객이 판단 불가능 상대방에게의 권위성 고객 자신이 판단

이타적 동기 직업 동기 이기적 동기

높음
직업 자율성과

공동체의식
낮음

높은 인정 대중으로부터의 인정 낮은 인정

독특한 직업문화 직업문화의 소유 특수 문화가 없음

장기, 세분, 상징교육 교육기간, 방식, 내용
단기, 미세분, 사물훈

련

장기적 직업에의 헌신도 단기적

아주 발달 윤리규정 미발달

자료： Ritzer, G.(1972)

(표 Ⅱ-2)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분

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일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것일 수는 있으나, 직업 동기로서 개인이 직업에 종사하는

동기 자체까지 이타적 혹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분은 단순 이분법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전문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

실이다.

전문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전문직을 분류하기 위

한 준거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전문직을

구분하는 준거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Flexner(1915)에 의해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전문직의 준거로 전문직의 활동은 근

본적으로 지적이고,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며, 단순히 일상적이 아

닌 지식에 근본을 두고 학습되어지고, 학구적이고 이론중심이기

보다는 실질적이며, 전문적 교육에 의해 그 기술이 교습되고, 내

적으로 조직화되며, 사회의 선을 위한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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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2)

또한 Goode(1960)13)는 전문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전문직은 자체적인 교육훈련 기준을 결정한다.

․ 전문직 지망학생은 다른 과정 학생보다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친다.

․ 전문직 기술은 면허제도의 형태로 법적으로 유지된다.

․ 면허 및 성원자격은 전문직 성원에 의해 유지된다.

․ 전문직과 관련된 모든 입법은 그 전문직에 의해 유지된다.

․ 전문직은 높은 소득, 권력, 위세를 얻게 되며, 재능 있는 학

생을 요구한다.

․ 전문직은 문외한의 평가와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

다.

․ 전문직에 의해 부과된 실천규범은 법적 통제보다 엄격하

다.

․ 전문직 성원들은 다른 직업성원들보다 직업적 결속이 강하

다.

․ 전문직은 최종 직업이 되는 경향이 있다.

Stinnett & Huggett(1963)은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장기간에 걸친 준비교육을 받아야 하고, 계속적인 연수를

통해 성장해야 하고, 영속적인 근무와 경력을 필요로 하며, 자체

의 표준을 설정해야 하고, 개인적 이익보다 봉사기능이 위주가

되어야 하고, 강하게 결속된 전문적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Flexner, A.(1988), ‘Is Social Work a Profession?’ in Proceeding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Correlation. Chicago： Hilelman Printing Co. pp.75-78

13) Goode, W. J.(1960). Encroachment, Charlatanism and the Emerging Profession:

Psychology, Sociology, and Medici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6), pp.9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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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14) Hoyle(1980)은 전문직은 본질적인 사회봉사 수행,

조직적인 지식의 체계에 근거, 장기간의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훈

련의 필요, 고도의 자율성, 일정한 윤리규정, 연수를 통한 성장

등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15) Rugg & Brooks(1950)는 전문직은

일생의 생업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보다 민중의 복지, 공중의

봉사를 요구하고, 법에 요구된 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인

격과 능력의 최고도를 지향하고, 직업의 평가를 업무자체에 두고,

근무 연한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 두지 않으며, 조직체와 대변기

관을 갖고 업무와 행동을 지배하는 윤리강령을 갖으며, 고도로

발전된 철학적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며, 장기간의 전문적 교육과

실습기간이 요구되며, 사회에 대하여 진정한 지도성을 발휘하고,

성문화된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16) Myers(1973)는

전문직의 준거로 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지식의 활용, 봉사지

향, 사회발전을 위해 유능한 기능을 발휘, 자신들의 일의 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 마련, 비교적 오랜 세월에 걸

쳐 해당 직분의 문화를 흡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공적인 인정서

보유, 면허제의 발달, 자율성 보장, 법적인 규제 외에 자체가 운

용하는 규범 보유, 소속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생애직, 법적인 보

장 등을 들고 있다.17)

이상의 여러 개념들을 종합하면, 전문직이란 일반 직업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

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 직업들

14) Stinnett, T. M., ＆ Huggett, A. J.(1963). Professional Problems of Teachers. New

York： The Macmillan Co. p.39

15) Hoyle, E.(1980). The Role of the Teacher. New Jersey： Routledge & Kegan Paul.

p.51

16) Rug, H., ＆ Brooks, B. M.(1952). The Teacher in School and Society. New York：

World Book Company. p.44-45

17) Myers, Donald A.(1973). Teacher Power-Professional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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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으로

정의된다. 이 때문에 전문직 직업성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일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직업으로서, 사회적 위

세나 소득, 권력 등으로 평가되는 직업지위가 높은 직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18) 따라서 전문직의 기준은 전문적인 이론적 지식과

기술, 일의 수행과정에서의 자율성, 장기간의 교육, 평생직업, 전

문직 단체의 존재, 직업윤리의 확립, 표준과 면허, 사회 봉사성과

사명감, 높은 금전적 수입, 사회적 신뢰와 존경, 사회적 영향력

(권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직의 정의와

분류기준 설정은 대체로 ‘전통적인 전문직’ 분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직업의 생성․소멸 주기가 단축되면서 최근의 신

생 직종 가운데에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전문직 준거를 모두 충

족시키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직업이

상당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프로그래머의 경

우 전문직의 준거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현재 전

문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전문직의 준거를 충족하는 것이 전

문직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가운데 일부만 충족시

키더라도, 그 일의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며, 일

반직과 분명히 구분되는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을 경우

에는 위의 전문직 준거(특히, 윤리규정, 단체 등)를 모두 충족하

지 않아도 전문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신생 전문직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직의 정의와 분류기준도 재 설

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쉽게도 최근의 직업사회학의 연구에서

도 신생 전문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를 분류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럼에

도 그러나 전문직을 다른 직업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

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연

18) 박종연(1993).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 韓國社會學, 27(-),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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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들은 고전 전문직만을 전문직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현대사회

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직업을 전문직으로 분류

하기도 한다.

3. 전문직 및 전문직 서비스

오늘날의 세계와 사회는 과학기술과 전문적 산업의 발달로 인

하여 지식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국가 간의 지식 이동이 대단

히 왕성해지면서 인간의 기술․노하우, 저작권 등 무형의 지적재

산권이 갖는 가치가 더욱 커지고,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보다 좋은 여건의 대우를 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인간의 지적재

산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특허․디자인․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과 문학․예술 등의 저작권으로 대표되어 왔으나,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분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전문직종도 다양화되고 있다.19) 즉, 정보화․세계화의 급

속한 진전, 서비스산업의 확대,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의 사회

진출, 건강과 안전 및 부를 추구하는 성향 등으로 인하여 SI 엔

지니어, 게임제작자, 정보검색사, 동시통역사, 외환딜러, 자산관리

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전문직종이

생성되고 있다.

“전문직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라 함은 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경험이나 노하

우, 숙련기술 등 주로 개인의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서비스로서,

OECD의 「서비스무역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에 의하면

예술, 경영컨설팅, 법무․회계, 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19) 박진수(2005). 지식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강화전략. 한국무역상무학회 학술대

회논문집, 2005(12),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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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또한 전문직 서비스는 ➀ 법무․회계, 교육․의료, 건축 등

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특정자격의 인가(accreditation)를

받아야만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와 ➁ 경영컨설팅,

광고, 시장조사 서비스 등과 같이 특정자격의 인가가 필요 없거

나 완화된 서비스 등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각국이 서비스

시장개방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

자이다.21)

이러한 전문직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

을 지니고 있다.22) 첫째, 전문직 서비스는 공급자 개인의 지식․

경험이나 노하우 등 지적 가치와 노동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

며, 이 때문에 고가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모방이나 전수 또는 축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 OECD(2016). 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1992 Edition.

Paris, FR： Oecd. p.25

21) ➀ 일반적으로 인가가 필요한 서비스분야： a. Legal professions(lawyers, solicitors,

etc), b. Legal advice／consultancy, c. Accountancy services(accounting, auditing,

taxation service, insolvency), d. Architectural services, e.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f. Quantity surveyors, g. Health services(e.g. medical and

veterinary practitioners, nurses, pharmacists, dentists, opticians), h. Linguistic

services(e.g. interpreters), i. Others(e.g. estate agents, patent agents, actuaries,

notaries, stock brokers, teachers, psychologists, tourist guides, criminologists,

journalists).

➁ 일반적으로 인가가 필요 없는 서비스분야：a. Marketing services(advertising, direct

marketing and sales promotion／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Public

relations／Fairs and exhibitions, other marketing services), b. Consultancy services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Computer related services and software

development／Recruitment consultancy／Training and education services and

consultancy／Other specializations(e.g. mining and geology, agriculture and fisheries),

c. Operational services／Provision of personnel(e.g. secretarial, temporary labour)／

Contract cleaning services／Waste disposal and processing／Security services／

Translation services／Other operational services), d. Other technical

services(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Testing and certification／Design／Photographic services, commercial art／Other

technical services), e. Other business services.(한철수(1994).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서울： 다산출판사. pp.417-420).

22) 김순석(2000). WTO 서비스 무역규범 : 전문직 서비스를 중심으로. 國際去來法硏究, 9(1),

pp.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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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둘째, 전문직 서

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공급능력을 확인하는 자격인증제도

가 마련되어 있다. 즉, 특정분야의 학위과정 내지 정부의 자격취

득 또는 관련단체의 인가절차 등 엄정한 법률요건을 거치도록 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격인증제도는 서비스의 공급량을 조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특정자격의 서비스 공급

자들로 구성된 이익집단을 낳기도 한다. 셋째, 전문직 서비스는

복수의 공급자에 의한 공동제공뿐만 아니라 개인 단독으로도 완

성재의 공급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공급자 개인이 서비스의 생

산과 관련한 모든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과 위험을 인수한다. 이

는 서비스 공급자의 직업상 독립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서

비스의 공급자에게는 특정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및 직업의식 등이 요구된다. 넷째, 전문직 서비스는 서비스거래를

위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장소적 근접성, 즉 개인적인 대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자는 수요자

를 접할 때 개인적인 책임감과 최고의 도덕성 내지 신뢰감을 주

어야 하며, 항상 수요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한편 전문직 서비스의 대외무역은 일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

른 나라의 소비자에 대하여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

되며, 이러한 활동은 개인차원에서 자연인의 이동, 정보의 송달

및 통신망에의 접근 등에 의하거나 자국 내 또는 상대국에서 활

동하는 국제기업을 통한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전문직 서비스무역도 WTO／GATS 또는 FTA에 정의된 서비스

의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의 4

가지 Mode로 거래된다.

4. 세계 서비스 수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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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호정 외(2016)

<그림 Ⅱ-1>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추이

OECD 국가에서 서비스 수출은 2014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면서 수출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즉, OECD 국가의 서

비스 수출 규모는 2014년 3.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

운데 총 수출 중 서비스 비중도 약 29%로 상승하였는데,23)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2006년 2.2조 달러에서 2014

년 3.5조 달러로 연평균 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OECD 국가의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도 2011년 26.4%에서

2015년 3/4분기 누적 기준 29.2%로 상승하였다. 특히 총 수출 증

가액 중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이 2010년 이후 지속 상승하여

OECD 국가의 총 수출 증가액(상품+서비스 수출 합계) 중 서비

스 수출의 기여율이 2014년에는 59.8%로 상품보다 높아지고, 서

비스 수출은 2009년, 2012년, 2015년(3/4분기 누적)의 총 수출이

감소했던 기간에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됐거나, 수출 감소폭이 상

품 수출보다 낮았다.

23) 조호정, 이부형(2016).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한국

경제주평, 68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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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의 교역 및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선

진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국제분업이 활성화

되어 기업 내 또는 산업 내 교역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대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확

대를 동반하여 서비스산업의 교역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글로벌 생산 분업의 기본구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해

외생산을 담당하고 선진국의 본사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

는 글로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서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특히

기업지원서비스(business service)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해

외 자회사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선진국 본사와의 연결에 필

요한 디자인, 광고, 마케팅, 물류, 유통 등 간접적 생산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현지 진출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에 있

기 때문이다.24)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정보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교통 및 통신망 구축이 강화되면서 소비활동조차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동시에 해외관광의 확대, 해외 교육 및 의료, 한

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해외 엔터테인먼트의 확대 등 서비스

의 소비조차도 글로벌화되는 추세인 바, 이에 따라 그동안 비교

역 부문으로 간주되어 오던 서비스산업에서도 교역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 증가속도는 상품교역보다도 더 높은 상태를 지

속하고 있는 것이다.

5.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수출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은 1980년 이후 2009년까지 두 자리 수

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다. 서비스 교역규모가

198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5년에 1천억 달러

24) 김주훈, 임진수, 이성우, 임오교, 정기택, 박권식(2011).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고

용기회의 확대. 서울： 한국개발원,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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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달러)

자료： 김주훈(2014)

<그림 Ⅱ-2>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추이

를 돌파하였으며,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100억 달러 돌파는 13년

(상품은 1974년)이 늦었고 1천억 달러는 17년(상품은 1988년)이

늦었지만, 지난 30년간 서비스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1.4%로

같은 기간 상품교역(10.3%) 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은 태동기(흑자기) ⇒ 적자전환

기 ⇒ 적자확대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면서 최근 서비스

무역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서비스무역의 적자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여서, 1990년 이후 그 누계액이 1,382.1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비스 무역은 1982년부터 1989년

까지(태동기) 흑자구조를 시현했으나 1990년 6.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9년까지 지속으로 적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적자확대기에는 수출보다는 수입규모가 더 빠른 속

도로 증가하여, 서비스 수입은 연간 9.5%씩 증가한 반면 수출은

7.5%에 그쳐 적자규모가 더욱 늘어나, 적자규모는 2009년에

17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1990년도 적자액(6.1억 달러)에 비

해 28배 이상 증가한 내용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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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창출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

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높지 않음이 사실이기도 하다. 법률, 의

료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고용을 확대하려 하였지만, 기존 기득권층의 저항이 높

은 상태이고,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생계형 서비스업에서조

차 일정 규모의 퇴출유도가 필요함에도 여러 이익집단을 통한 잔

류유지의 저항이 크게 나타났다.26)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저항이 제거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보완적 조치들이 병행되

어야 필요가 있다. 즉, 첫째, 기업지원서비스의 고객이 될 수 있

는 중소기업들의 구조 고도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은 대부분 대기업의 단순 하청생산에 종사하여 독자적 시장을 개

척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독자적 시

장개척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업체들의 성장이 지연

되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들을 하청생산에 머물게 하는 악순환구

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둘째, 서비스업체

들이 지향하는 시장이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확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시장목표가 국내

에 국한될 경우 시장 및 기업의 성장에 정체를 가져오게 되며,

미국 등의 선진국조차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일반 상품수출과 달리, 서비스산업의 대외교

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출진흥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에서 서비스 상품이 판매되기 위하여 서비스업 종사

25) 최용민(2010).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서울： 한국무역협회,

pp.3-4

26) 김주훈(2011). 전게서,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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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해외시장 현지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

업 상품은 시간적 저장과 공간적 분리가 가능하지만 서비스 상품

의 소비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판매자의 현지 진출이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또한 FTA 등 교역대상국들과의 시장개방 협상이

진전되어 국내 서비스업체들의 해외진출이 충분히 가능해져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외시장에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 종

사자들의 대비와 국가적 뒷받침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

다.

제2절 전문직 서비스 인력 및 산업의 수출

1. 전문 인력의 국제 인력 이동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전문 인

력의 국제 이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FTA가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무역이론의

측면에서 FTA는 양국 어디에서 기업이 활동을 하든지 같은 상

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방 국가의 임금비용이 저렴할 경우 제조

업의 경우 인력 이동보다는 해당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FTA와 동반되는 인력 이동은 다국

적 기업의 경우 상대 국가로 진출하는 서비스업 기업과 관리직종

이나 전문 직종에 집중된다.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대는 인력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소득증대를 위한 미숙련인력의 이

동을 촉진하는 데에는 자격제도가 굳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

고, 전문 인력과 같은 고숙련인력의 경우에 한하여 인력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1960∼2005년까지 국제 인력 이동 규모는 세계

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속도의 증가세(2.5∼2.9%)를 기록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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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인력만을 살펴보면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1960∼2005년까지 선진국 인구 중 외국

에서 태어난 인력의 비중은 3배로 증가하였고, 1985년부터 추정

하면 2배로 증가했다. 또, 최근 국제 인력 이동 데이터를 살펴보

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인력의 비율은 무역성장

률과 비슷한 속도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그 구성에 있어서는 고

학력, 고숙련 인력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선

진국으로 이동한 인력 규모 증가율은 저숙련 인력이 30%인 데

반해, 고학력 인력의 경우 70%에 달한다.27)

이러한 특정 직업이나 산업에서 부족한 전문 인력을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 인력 유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간

협정을 맺기도 하지만 전문 인력의 국제 이동에 대한 추세는 다

음과 같이 몇 가지 흥미로운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8)

첫째, 정보통신산업이 갑자기 발전하게 되는 시기에 전 세계적

으로 관련된 숙련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

자 대부분 선진국은 관련 전문 인력 유입에 대한 법․규제를 완

화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비자를

발급하거나 국제적인 고용서비스업체를 통한 인력채용을 추진했

다. 정보통신산업 자체의 특징은 인력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발

생하고, 공통적인 기술과 언어(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또, 훈련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이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주요 도구이고, 국제 이동 후 다시 본국

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한편, 노동조합이나 다른 규제에 의해

상대적인 간섭이 덜한 산업이며, 국가별로 문화적인 갈등이 발생

할 여지가 작은 분야라는 것이다.

27) Docquier, F., ＆ Rapoport, H.(2012). Globalization, Brain Drain,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3), p.699

28) Iredale, R.(2001). The Migration of Professionals： Theories and Typologies.

International Migration, 39(5),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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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FTA를 포함한 국가 간 무역협정이나 EU의 경우와 같은

국가경제 통합 또한 고숙련 인력 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

한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문 인력의 국제 이동이 추진될 때 그

직업의 자격과 관련하여 각 국가나 지역의 관련 규제나 법규범에

대한 정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 관련 산업이나 노동시장에

서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다. 전문 인력 국제 이동에 있어 자격조

건 정비는 해당 직업에서의 교육훈련과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공

통분모를 찾는 과정이라 해석된다. EU의 경우, 일반 상호 인정

(general mutual recognition) 자격조건과 균형 잡힌 훈련

(harmonized training)을 제시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진행해

나갔고, NAFTA와 같은 무역협정은 최소 상호 인정(least

mutual recognition) 자격조건을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

셋째, 전문직과 관련하여 특히 많은 국제 인력 이동이 발생하

는 사례는 선진국에서 상위(석사, 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그 나

라에서 직장을 구해 취업하는 경우다. 따라서 고학력 학위의 국

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는 선진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언어와 같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으로도 활용이 된다.

넷째, 전문 인력 국제 이동의 또 하나의 동인은 특정 직업에

대한 협회가 국제적인 조직을 갖추고 각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훈련과 실습의 기준을 제시한 후 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문

인력을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예로, 보험

계리사협회의 상호 인정 사례를 들 수 있다. 보험계리사(actuary)

의 국제화에 관련된 이 협회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험

계리사의 자격조건과 훈련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 인력을 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보험계리사라는 전문 인

력의 국제 이동을 활성화시켰다. 생명보험 업계는 선진국 전체에

서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이러한 자격의 MRA(Mu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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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를 통해 국제적으로 발전

하는 계기를 맞았다.

2. 서비스 수출 유망 산업분야

실제로 한국 기업 중에서 온라인게임업체, 일부 홈쇼핑업체,

SNS 플랫폼, 외식프랜차이즈 등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에서의 성

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서비스업 중에

서 성장률이 높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으며, 해외수출에 적합

한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서비스로 이

루어져 있어,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연 어떠한 업종이 해외진출에 적합한 서비스인지, 해외

수출 유망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4년 유망 서

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관광․콘텐

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를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로 선정한 바 있으며,29) 고정민(2015)은 내수경쟁력, 시장매

력도, 수출적합성 등 3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서비스업종별 순위

를 산정하여 10대 유망서비스업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① 외

식․프랜차이즈, ② 정보서비스업, ③ 도소매, ④ 컴퓨터프로그래

밍, ⑤ 경영컨설팅, ⑥ 건축․엔지니어링, ⑦ 게임 소프트웨어 개

발 및 공급업, ⑧ 의료서비스, ⑨ 운송업, ⑩ 디자인업의 순위를

제시하였다. 즉,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수출적합도와 내수경쟁

력이 높은 업종으로서 해외진출에 적합한 국내 중소서비스기업의

브랜드를 발굴하고, 가장 수출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현재도 해

29) 기획재정부(2014). (보도자료)유망 서비스산업 육정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2014.08.11.



- 26 -

외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점포형 서비스산업을 육

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보서비스는 시장매력도가 높은 산업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해외 포털이나 SNS 기업을 중심으로 개방형 플랫폼 사업을 강화

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포털기업과 중소콘텐츠 기업 간의 상생관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정보서비스분야는 한번

해외진출을 하면 현지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계속사업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현지시장을 선점하고 현

지의 가입자를 늘이기 위해 국내 한류콘텐츠 산업과의 활발한 협

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에이전시와 국내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의

료서비스와 의료관련 제조업을 결합한 패키지 산업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의 개발도상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서 성형 등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의

환자들도 한국의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매력을 느끼

고 있어 국가적인 의료관광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

고 있다.30)

과거 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

정에서 수출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로 인해 국가적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무역

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인력 및 산업도 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높은 이익률이 예

상된다. 이것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우리도 해

외진출을 착실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제조업

의 수출을 통해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서비스산업

의 수출을 통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30) 고정민(2015). 서비스수출 유망산업의 선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8(3),

pp.9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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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우리나라 해외취업의 역사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해외취업의 역사는 1960년대

초반 독일 광부취업과 연이은 간호사 취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월남전, 70년대 중반이후 중동 건

설경기 붐으로 인해 해외취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즈음의 해외

취업은 수적인 규모에서도 커졌지만, 단순노무직 이외에 기능 기

술에 이르기까지 직종이 다양해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취업 형태

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는 주로 현지의 외국기업에 고용되는 형태

였다가 이후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장에 진출하는 형식으로 그 양

상이 변화하였다. 특징적으로 이 당시의 해외취업에서 선원취업

이 전체 해외취업 인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중반기까지 우리정부는 취업 증대 및 외화획

득을 목적으로 해외인력진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것으로 파

악되고 있고, 이에 힘입어 이 시기 우리나라 해외취업 규모는 획

기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

체 등의 이유로 해외 건설경기가 쇠퇴하고 외국에서 자국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 근로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실시되는

한편, 국내의 임금상승 등으로 우리 노동력의 국제경쟁력이 약화

되면서 우리 근로자의 해외진출은 쇠퇴기를 맞게 된다. 급기야는

반대로 우리가 외국인 인력을 다수 수입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

다.31)

이 시기의 해외취업의 추이를 지역과 직종별로 나누어 살펴보

면, 먼저 대륙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볼 때, 전체 취업자 수 규모

는 주로 중동지역의 건설인력 수의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31) 노동부(2006). 해외취업촉진대책. 과천： 노동부,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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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취업자 규모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

또한, 직종별로 볼 때, 초기에는 건축토목, 단순노무인력이 주로

많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선원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등, 이 시기의 해외취업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집중해 있다. 즉, 해외취업자의 절대

다수가 중동건설경기 붐을 타고 취업한 건축토목, 단순노무, 운전

정비 관련 노동자들이다. 둘째, 집단취업의 형태이다. 즉, 고용자

와 개별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으로 성립되는 개별 취업이 아니라

고용자와 다수의 근로자간에 성립하는 집단취업의 형태가 대부분

을 차지한다. 셋째, 해외진출 국내 기업을 통한 해외취업이다. 독

일로의 광부 및 간호사 진출을 제외하고는 현지의 외국인 업체

취업이 아닌, 해외 진출을 꾀하는 국내업체에 의해 고용되어 진

출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해외취업 알선 등의 업무가 그다지 활

기를 띄지 않았다. 넷째, 이 시기 해외취업자는 -독일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그 산업이나 직종상 절대 다수가 남성들이었고, 가

족을 동반하고 나가 생활을 하기 보다는 단신으로 현지에 나가

번 돈을 국내로 송금하는 형식이었다. 실제로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국내 경기진작과 우리나라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2)

이후, 1997년 불어 닥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초유의 실업대

란을 가져오면서 이를 타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해외취업이 새

롭게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해외

취업에서 처한 환경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관계로 이후 해

외취업의 직종별 구조, 취업 대상국, 취업의 제 양상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33)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책적인 변화와 그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4)

32)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8). 韓國의 海外就業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峨山社

會福祉事業財團. p.55

33) 남성일(1999). 해외취업 전망 및 촉진방안 연구. 시장경제연구, 28(2),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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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나라에서 초기 해외취업은 경제적인 수입을 목적으

로 사람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외국으로 자발적이고 일

시적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의 해외취업은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해외취업은 단지

취업만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취업을

통해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지 자체를 일시가 아닌 영구적으로 이

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향이 짙다.35) 즉, 결과적으로는

해외취업이 아닌 취업이민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나, 해외로 나아가는 당시의 원칙적인 이주 형태에 따르면

여전히 해외취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해외취업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대행기관을 거치는 형태)이든 고용계약을 통해 성립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적 의미의 해외취업 이외에도 최근에는 해외

취업 연수제도 활용되고 있다. 즉, 언어나 전문경력의 미비 등으

로 즉각적인 업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능

성 있는 인력을 선발,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어학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킨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해외인턴십

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인턴십이란 해외의 기관에서

전공 혹은 커리어 실습을 통하여 개인이 원하는 전공/경력 분야

에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강

영무(2006)에 따르면, 인턴쉽 참가자들은 이 경험을 통하여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문화를 익히며 실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36) 특히, 해외인턴쉽은 현지의 기업문화를 익히고 외

국어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등을 형성하

34) 최병기(2006).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p.35-39

35) 정일성(1999). 外換危機이후 海外就業實態 分析 및 改選方案.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5-27

36) 강영무(2006). 대학의 해외인턴쉽을 위한 인터넷에 기초한 국제NGO 협력 Network

Model : CBMC와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情報시스템硏究, 15(3),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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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점이 있다. 해외취업연수, 해외 인턴쉽 등은 즉각적인 해외

취업은 아니지만, 미래의 해외취업을 위하여 개인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형태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최근의 해외취업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과거의 해외취업에서는 대량 집단취업 형태가 대세였다

면, 최근에는 다양한 직종에 소수의 인원이 취업하거나 개인이

직접 일자리를 구하여 해외취업을 하는 개별취업 형태가 점차 늘

어나고 있으나,37)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

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해외취업 사업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일

반 대학의 졸업생 해외취업자 수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

계상에 출국목적을 취업으로 기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

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집단에서 보다 활

발히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해외취업이 활발한 분야나 지역이 상당히 분산되고 각각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먼저, 해외취업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달라진 기저에는

국내외 경제규모 및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다. 특히, 1990년대 이

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인력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해외취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수익도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저

임금 단순노무 중심의 해외취업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데 기여

하였고 이에 대규모 단순 노동인력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집단

취업 형태가 비교적 일부 직종에서 상당한 경력을 요하는 인력

중심의 소규모 취업형태로 달라지고 있다.38) 외환위기 이후, 해외

37) 최병기(2006). 전게논문. p.42

38)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8). 전게서.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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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년도
국가

기관
공기업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취업
자영업 기타

전체

2015 23.7 19.5 18.7 3.1 6.7 8.6 3.0 3.6 11.5 1.7

2011 28.7 15.6 21.6 3.0 5.2 9.1 2.3 2.8 9.8 1.9

2009 28.6 17.6 17.1 2.5 4.3 14.1 1.9 3.5 9.4 1.0

성

별

남자

2015 22.1 20.2 20.9 4.1 5.3 7.0 2.9 3.5 12.7 1.4

2011 27.7 15.7 24.4 3.7 3.9 7.1 2.6 2.0 11.0 1.8

2009 26.5 18.7 19.3 3.6 3.7 12.0 2.3 2.7 10.3 0.8

여자

2015 25.5 18.6 16.4 2.1 8.2 10.3 3.1 3.7 10.2 1.9

2011 29.7 15.4 18.7 2.3 6.5 11.2 1.9 3.5 8.6 2.1

2009 30.6 16.5 14.9 1.5 4.8 16.0 1.6 4.4 8.5 1.2

(표 Ⅱ-3) 청소년 선호 직장 내용

취업 직종이 사무/서비스직, IT, 간호사직, 항공승무원직 등 전문

직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토목 중심의 과거와는 판이

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4. 우리나라 청년층의 해외취업 희망

먼저, 통계청(2015)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호하

는 직장의 내용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들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3∼29세 청소년의 해외 취업에 대한 선호도는

3.6%로,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 비중 3.0% 보다 높게 나타나 있으

며, 성별로는 여성의 해외취업 선호도가 3.7%로, 남성의 3.5%에

비해 높았고, 중소기업(3.1%) 및 벤처기업(2.1%)에 비해서도 높

게 나타나고 있다.39)

39) 통계청(2015).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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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년도
국가

기관
공기업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취업
자영업 기타

연

령

19-

24세

2015 21.9 21.7 17.3 3.8 7.0 8.3 3.5 3.8 11.4 1.1

2011 25.8 17.6 20.3 2.6 7.2 8.9 2.5 3.5 10.7 1.0

2009 27.0 18.7 16.7 2.8 4.3 13.5 2.4 4.6 9.0 1.0

25-

29세

2015 23.8 22.5 15.5 1.9 7.0 6.8 2.4 3.3 15.4 1.3

2011 29.6 20.9 18.9 2.7 4.7 6.7 1.6 2.3 11.7 0.9

2009 29.2 20.5 14.8 1.8 4.4 12.0 1.6 2.9 12.3 0.6

자료： 통계청(2015)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취업

희망 기관 및 직업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조사에서는 4년

제 대학생(조사인원 3,770명)의 2.1%(79명), 전문대학생(조사인원

2,895명)의 1.9%(55명)가 해외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수준이었으

며, 2005년의 동일한 조사에서는 4년제 대학생(조사인원 3,744명)

의 2.6%(97명), 전문대학생(조사인원 2,470명)의 3.0%(74명)이 각

각 해외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어,40) 전체

적으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6)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희망직업( 및 형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40.3%, 여학생의

30.7%,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61.0%, 여학생의

62.6%가 “가능하면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고 보

고하고 있다.41)

그런데 이처럼, 해외취업에 대한 청소년 및 청년층의 선호도가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우

리 정부 및 교육계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되고 있

지만 실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졸업자 해외취업 현황은

40)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대학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39-6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대학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pp.45-55

41)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6). 석박사과정 재학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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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취업자(명) 해외취업(명) 비율(%)

2014

전체 284,116 1,721 0.61

대

학

별

전문대학 101,283 776 0.77

대학(산업대학 포함) 150,919 883 0.59

일반대학원 23,558 57 0.24

계

열

별

인문, 사회, 교육 관련 114,308 974 0.85

- 인문계열 18,424 338 1.83

공학, 자연, 의학 관련 142,046 564 0.40

- 공학계열 79,325 247 0.31

- 자연계열 27,031 258 0.95

- 의약계열 35,690 59 0.17

예체능계열 27,762 183 0.66

2013

전체 286,896 1,637 0.57

대

학

별

전문대학 102,621 686 0.67

대학(산업대학 포함) 151,445 887 0.59

일반대학원 24,133 62 0.26

계

열

별

인문, 사회, 교육 관련 117,209 949 0.81

- 인문계열 19,504 381 1.95

공학, 자연, 의학 관련 141,955 495 0.35

- 공학계열 81,939 176 0.21

- 자연계열 26,746 278 1.04

- 의약계열 33,270 41 0.12

예체능계열 27,732 193 0.70

(표 Ⅱ-4) 대졸자 해외취업 추이 및 비중

선호도 및 희망취업 내용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014년 기준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1,721명으로, 전체 대

학이상 취업자 28만 4,116명 중 불과 0.61%에 해당하는 수치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3년 1,637명(0.57%), 2012년

1,324명(0.45%)에 비해 비교적 증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까지 전체 취업상황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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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취업자(명) 해외취업(명) 비율(%)

2012

전체 296,651 1,324 0.45

대

학

별

전문대학 106,139 530 0.50

대학(산업대학 포함) 157,148 747 0.48

일반대학원 24,996 43 0.17

계

열

별

인문, 사회, 교육 관련 122,460 803 0.66

- 인문계열 20,409 340 1.67

공학, 자연, 의학 관련 146,408 375 0.26

- 공학계열 85,059 157 0.18

- 자연계열 27,309 199 0.73

- 의약계열 34,040 19 0.06

예체능계열 27,783 146 0.53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연구자 정리

주： 취업통계는 매년 6월 기준, 2월 졸업자(8월 졸업자 포함) 대상으로 6월에 조사되

며, 취업자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포함.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물론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가 곧 해외취

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다분히 지원 및 정책의 미비

로 인하여, 혹은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와 희망을 현실로 연결시

킬 수 있는 방법을 모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충분한 해외취업 및 진출의 기회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차원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현

장친화적인 정책의 개발과 대국민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서비

스산업의 발전은 물론,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

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동향

전문직 서비스 시장 및 전문직 인력의 세계적 요구는 비단 개

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상황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기술 및 서비스 선진국에서도 숙련된 전문직에 대한 요구는 여전

히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즉, 2017년에 들어서도 미국에서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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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족직종 인력수요 상위직종

미국

․숙련기술자, 운전사, 교사,

간호사, 회계사무원, 엔지

니어, 행정전문직 등 10 개

정보통신전문가․기술직

(83%), 경영․금융전문가

(10%)

캐나다

․전문직: 보건의료종사자 등

50 개

․기술직 : 철공종사자 등 92

개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40%), 기타 기능 관련직

(20%)

독일

․메카트로닉스, 자동화기술,

건설전자, 전기기계공학,

배관, 냉동기술, 간호, 노인

케어 등 24 개

정보통신전문가․기술직

(60%), 운전․운송관리직

(15%), 판매․고객서비스 관

리직(11%)

(표 Ⅱ-5) 해외취업 유망국가 현지 부족직종 현황

직 단기취업(비이민) 비자(H-1B)를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개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42) 이처럼 전문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진 인력이나 기업

체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에서도 진출 및 진입을 막고자 하는 것

은 아니며, 이는 전문직 인력을 받아들이는 국가 역시 경제발전

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각 국가별로 부족한 전문직 인력의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는 다

음의 (표 Ⅱ-5)와 같다.

42) 서울신문. 2017.06.23. ‘한국인에 H-1B 비자 1만 5000개 더 발급, 미 상원 법안 제출’

“미국의 H-18(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제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는 공화당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 상원의원이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非)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

률’(S.1399)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에는 한국의 전문직 인력을 채용

하기 위해 현재 H-1B 쿼터(할당량) 외의 1만 5000건을 더 발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대상이다. 현재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대한 미국의 H-1B 비자 쿼터는 연간 3500

명이다. … 하원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현재는 공동 발의자 수가 총 42명으로

늘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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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족직종 인력수요 상위직종

일본

․IT 전문인력, 장기요양치

료, 복지관련 종사자, 제조

업분야 숙련기술자

공학전문가․기술직(96%),

정보통신전문가․기술직(2%)

싱가포르

․고급인력: 교수, 관리자, 기

술자

․미숙련인력: 사무 판매, 관

광서비스, 생산, 교통운영,

청소부, 인부

운송․여가서비스직(54%),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사무

직(11%), 경영․금융전문가

(10%)

호주

․의료, 건축, IT, 자동차 기

술자, 전기기사, 요리사, 보

육교사 등 72 개

조리․음식서비스직(38%),

판매․고객서비스 관리직

(15%),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12%), 운송․기

계 관련 기능직(9%)

베트남

․한국진출기업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건설, 금융,

IT, 서비스 등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42%), 판매․고객서비스 관

리직(2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15%), 경

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3%)

Indonesia

․한국진출기업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플랜트 엔지니

어, 금융/보험 등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32%), 행정․경영지원 관리

직(28%), 판매․고객서비스

관리직(19%)

중국

․기술자, 영업, 운영․관리,

비숙련 노동자, 무역, IT,

생산관리, 연구원 등

운송․여가서비스직(42%),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37%)

UAE

․건설플랜트, 석유․가스,

IT 분야, 항공 및 호텔분

야

운송․여가서비스직(46%),

공학 전문가․기술직(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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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족직종 인력수요 상위직종

카타르

․의료분야, 항공승무원, 에

너지관련 엔지니어, IT 전

문가 및 데이터베이스 관

리자, 건설관련 영업직

경영․회계관련 사무직

(2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18%), 화학관련

기계조작직(16%), 전문서비

스 관리직(14%)

사우디

․교통․물류․항공산업․보

건의료․웨딩산업문야 인

력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

직(92%)

쿠웨이트
․건설분야 및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

리직(51%), 공학전문가․기

술직(33%)

브라질

․생산관리직, 비서․사무행

정원, 운전기사, 영업사무

직, IT, 재무․회계사 등

10 개

멕시코

․영업사무직, 비서․사무행

정원, 엔지니어, 생산관리

직, IT, 재무․회계사 등

10 개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68%)

자료： 코트라(KOTRA)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연구자 정리

6.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취업 현황 및 문제점

IMF 이후 실업난의 해결방안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우

리나라 인력의 해외취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건설, 의료, 기술, 항공승무원, 사무 및 무역

등 다양한 직종에서 해외취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후 1998년

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외취업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국외

직업소개소, 공공부문의 한국국제협력단, 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

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IT 활황에 힘입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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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인력이 해외로 진출한 것으로 시작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해

외 취업자가 배출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기업의 해

외진출로 인한 대량의 집단취업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

나 이후 개별 취업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급속도로 성장하던

국가 경제가 점점 저성장 마이너스 고용으로 지속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해외 프론티어 지원 사업 등이 도입되면

서 해외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

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해외취

업, 해외인턴, 해외봉사)에 2012년까지 4,821억 원의 예산이 사용

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인력의 해외

진출 및 해외취업에 대해서 정책으로 “K-Move” 사업을 브랜드

화하였으며, 이후 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취업ㆍ인턴ㆍ

봉사ㆍ창업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2015년 현재 2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즉, 인력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초기에는

주요 성과의 초점이 양에 집중되어져 있었으나 2013년 하반기부

터 관련 사업들을 동일 브랜드로 통일하고 질적인 측면으로 사업

초점을 변화시킨 것이다.

2015년 현재 4가지 사업범주 아래, 10개 부처에서 2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2015년 기분으로 K-Move 사업 예산 규모는

1,802억 원이며, 지원 인원 목표는 1만 3천명 수준이다. 내용적으

로 살펴보면, 실질적인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취업 및

인턴사업이 16개 사업,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외취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봉사 및 창업이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해외취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코자 하는 해외취업은 대형 3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2015년 예산은 약 367억 원

정도의 규모이다.43)

43) 고용노동부(2015a).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장ㆍ단기 정책과제 연구. 세종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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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 부처 사업명

해외취업

고용부 해외취업지원(연수+알선)

국토부 해외건설현장인력지원

코트라 글로벌취업상담회

해외인턴

고용부 해외인턴

산업부 글로벌 마케팅인턴

산림청 해외산림인턴

국토부 항공인턴쉽(해외인턴)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농진청 해외농업연구인턴

기재부 EDCF 청년 인턴

외교부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ODA 수행기관 청년인턴

다자협력전문가(KMCO)

해외봉사

외교부

및

코이카

해외봉사단

코이카-NGO 봉사단

대한민국IT 봉사단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표 Ⅱ-6) K-MOVE 세부사업 현황

또한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인턴은 13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부처별로 목적성을 보유한 분야에 인턴을 투

입하고 있다. 해외봉사는 국격향상을 위해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고 해외창업은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과 함께 이차효과로 해외취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5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부.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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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 부처 사업명

해외창업

중기청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미래부

K-ICT Born2Global 센터 운영

K-Global 엑셀러레이터육성

해외IT지원센터운영

코트라 글로벌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자료： 고용노동부(2015)

글로벌 경제의 악화와 반복되는 국제적 외환위기 등과 같은 경

제 환경의 불안정, 또는 청년층 실업의 증가 등을 겪으면서 우리

나라 정부 및 사회에서 특히 대학생 및 청년층의 해외진출과 취

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을 운영하여 왔지만, 그동안 여

러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즉, 해외진출과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관련정

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세 운영기관과 전문성이 낮은 협회

및 단체를 통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부실운영 가능성, 해외취업의

경우 해외 에이전시 관리․감독문제, 사후관리 부실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44)

해외취업의 경우 최근 취업기준 강화로 사업 내실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노동부(2015b)45)와 박동열 외(201

3)46)에 따르면 여전히 해외취업사업 전 과정에 걸쳐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취업 정보획득에서부터 영세 연수기관의 난

립에 따른 부실 연수교육과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가 연수기관에 국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수기관에 맡겨놓

44) 하현선(201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pp.55-59； 국민권익위원회(2010).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사업 관련 관리․운영 실효

성 제고방안.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pp.75-77； 한국정책학회(2013). 해외취업 일자리확

대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pp.36-41

45) 고용노동부(2015b). K-MOVE사업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보고서. 세종시： 고용노동부.

pp.128-133

46) 박동열, 조정윤, 황영아, 정송이(2013). 해외취업연수과정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보

완 및 운영기관(과정)평가 실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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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상인데 해외취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

리․감독을 강화해 사업내실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47) 지나치게 짧은 인턴

기간으로 우수인력 양성이 쉽지 않으며, 직무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거나 업무수준이 낮은 단순 업무만을 수행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만큼 해외인턴프로그램의 체계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스펙향상과 해외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사업성과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

는데 사업목적에 맞게 참여자를 선별하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인

턴종료 후 취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사후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48)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해외

취업 및 해외인턴 경험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제고하거나 경력개

발(career development)을 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외취업인정기준을 강화해 취업직종이나 평

균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해

외취업처가 대부분 교포기업이며 반복참여 비중이 높은 실정이

다. 이는 해외 에이전시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대부분

한상(韓商)기업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상기업에서 제시

하는 일자리가 단순 서비스 판매직 비중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 그만큼 경력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해외인턴의 경우도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지사가 아닐 경우

대부분 교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는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

이다. 이들 기업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거나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취업

47) 장원섭(2012). 정부해외인턴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연구. 서울： 국립국제교육원.

pp.25-27； 조희경, 박동열, 김민규(2014).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연계

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111-115

48) 국민권익위원회(2010). 전게서.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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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취업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청년들의 (글로벌)직무역량을 개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49)

해외취업 희망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업이

나 해외 현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

문에 단기적으로 한상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부 한상기업의 경우 저임금인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취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외취업사업이 자칫 ‘해외 교포사업가 지원사

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상기업일지라도 국내에 관련 산업이 미발달한 신성장 분야이거

나 국내기업 진출 시 해외 파트너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

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일지라도 실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를 갖춘 경우 해외취업기업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50)

해외인턴사업 중 글로벌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

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역량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

게 측정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관적 만족도 조사나 우수 사례 발굴, 수기 공모 등의 수준에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음은 비판의 여지가 높다. 글로벌 역량강

화형 사업의 경우 글로벌 역량이 무엇이며 사업 참여를 통해 역

량이 제고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부 수행기관만이 지난 2006년 교과부와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이 주도하에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K-CESA)

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적어도 사업 참

여 전후 글로벌 역량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턴참여

49) 한국산업인력공단(2015). 2015년도 K-move스쿨 혁신방안.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pp.56-59

50) 국무총리실(201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보완․발전방안 마련. 세종시： 국무총리

실. pp.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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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취업이나 해외인턴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처럼 정부가 예산만 지원하고 해외 에이전시

나 현지 인턴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프로그램뿐 아니라

현지체류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

로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기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할 필요

가 있다.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및 우리나라 전문직 서비스 직종의

해외진출과 취업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고민해보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였으며, 먼저 청년실업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청년실업 관련 선행연구

김현주(2000)51)는 청소년 실업자 고용전략 연구에서 ‘영국의 뉴

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다. 영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청년층

실업률이 높았지만 그것을 현저하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한국도

영국의 경험을 빌려 고용 전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

아래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항목은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프로그

램 내용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뉴딜 프로그램 이전-이후의 차이

점을 파악했다. 뉴딜 프로그램 이전에는 산발적인 프로그램 전달

51) 김현주(2000).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고용전략 연구 ： 영국의 뉴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

체계, 일시적 상담, 단기적인 직업탐색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달체계 일원화, 개별상담인력 배치, 청년층의 action

plan 작성 등으로 변했다. 이로서 ‘원스톱 체계’ 마련, 청년 실업

대상자의 명확한 설정, 상담 서비스 강화, 개별 취업 계획 작성

노력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병희(2002)52)는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 구조 변화에 관

해서 ‘노동력 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노동력 수요 요인을 ‘노동부 고

용보험 DB’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경제위기 전후의 일자리 변동,

채용구조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일자리 변동이 청년층 채

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로서 밝혀낸 시사점은 첫째,

경제 위기 이후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두

드러진다. 둘째, 다른 연령층의 일자리는 1998년 대규모 감소를

겪은 후에 다시 일자리가 증가하지만 청년층은 일자리 소멸률도

높고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였다. 셋째, 기업이 청년층 채용을

줄이고 경력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층 채용을 실증 분석한 결과,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높을수

록 청년층 채용률이 높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야 한다고 보았다.

양희승(2004)53)은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 대책에서

19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을 추진

했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았다. 특히, 영국․덴마크․

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을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국 뉴딜

정책(1998년 실시)’ 등을 소개하면서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프로그

램 강화, 실업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지원

과 창업 장려, 취약 청년층(여성, 저학력자, 장애인 등)의 직업능

52) 이병희(2002).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노동정책연구, 2(4), 2-15.

53) 양희승(2004).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 대책. LG 주간경제, 787(-),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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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고 등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

를 제시했다.

정인수․김기민(2005)54)은 청년층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

책과제에서 선진국(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과 비교해 한

국의 실업대책 예산이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한국의 ‘적극

적 실업 대책 예산(직접 현금으로 청년층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제외한 것)’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 전체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 예산’이 ‘청년실업 대책 예산으로 분류된 항

목’에 집계된다는 것을 찾았다. 청년실업 문제를 구조적 측면이라

고 하면서 과잉학력,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 미흡,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청년층 직업 훈련 부문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여서

‘비정착형 미취업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송봉근(2009)55)은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

교 연구를 실시했다. 청년실업대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두 정부의

노동수요 공급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했으며 연

구 대상은 추진사업, 지원 대상, 예산과 인원으로 정했다. 그 결

과 수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참여 정부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었다. 참여정부는 중소

기업, 이명박 정부는 인턴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공급 측면에서

두 정부는 청년층 전체를 주요 대상으로 했으며 직업교육과 훈련

에 비중을 두었다. 인프라 측면에서 두 정부는 비교적 유사한 측

면이 많았다.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이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 집중해야 한다. 더 정확한 청년실업 실태조사가 필요

하며 유사 사업을 통합 관리하거나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

54) 정인수, 김기민(2005).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분석. 정책연구, 2005(06), 19-56.

55) 송봉근(2009).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 연구.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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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강철승(2012)56)은 한국의 세계위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 과제

와 청년 일자리 창출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과제를 제안하

는 방식으로 구성된 이 논문에서 교육 체계 조정, 직업 교육 강

화, 정부 프로그램 내실화, 청년 벤처 생태계 조성, 신지식 미래

산업 육성, 청년신용회복 프로그램 마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청년층 및 전문직 서비스업 청년층의 해외진출과 취업을

위한 선행연구는 본격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

기는 하지만,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권경득․김덕준(2011)57)은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해외취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

별 취업환경 및 유망 직종 등을 고려하여 청년 해외취업 확대 방

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노동시장의 동향 파악, 해외취

업의 현황, 해외취업 정책과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외

취업 홍보프로그램 내실화, 교양강좌 및 어학강좌 개설, 구인 구

직 DB 통합운영, 대상국가별 맞춤형 해외취업전략 구축 등 국가

적 차원에서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2. 서비스직 및 전문직 관련 선행연구

김주훈(2011)58)은 서비스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

56) 강철승(2012). 한국의 세계위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행정학회 2012 동계학술대

회 발표논문집, 18-21.

57) 권경득, 김덕준(2011). 청년 인적자원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2), 201-230.



- 47 -

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지만 국내 여건은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들이 진입장벽으로 보호되어 있으므로, 경쟁적 산업구조의

확립이 일차적 과제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종사자

들이 해외 현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FTA 등 시장개방에 관한

국가 간 협정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과거 1980년대 미국의 산

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미국 정부가 택한 정

책은 한국 등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였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보았

다. 또한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인력에 체화되어 있

으므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

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고등교육의 개혁이라고

보고하였다. 산업계의 인력수요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필요하고, 서비스산업들이 공통적으

로 봉착하는 문제로 국내 은행의 기능 취약을 지적하였다. 그런

데 금융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 은행의 발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 인력의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해당 산업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으면서 금융업에도 해박한 인력이 양성

될 수 있는 경로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

를 들어,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인력이 금

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로가 닫혀 있어, 결국 서비스산업의 수출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별 경쟁력 강화전략도 필요하

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과 금융조달체계의 확립

등 경제기반의 조성, 즉 우리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호건(2013)59)은 서비스산업 수출에 대한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58) 김주훈(2011).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고용 확대. 서울： 한국개발원.

59) 이호건(2013).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5(4), 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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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

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제

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

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

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

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허소선(2013)60)은 청년 취업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국내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제시하고, 하지만 지난 정부 주도의 해외

진출 사업은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막대한 예산 대비 실효

성이 낮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해외 진출 사업들

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IT 분야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진화

된 인턴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민간-외국정부 및 기업으로 이루

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하며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

질적 ICT분야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신영․김용련(2014)61)은 세계화와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로의

진행이 사회 각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

60) 허소선(2013). (KISA Report) ICT 인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전 방안 모색.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61) 김신영, 김용련(2014).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

램의 현황 분석 연구. 교육평가연구, 27(3), 7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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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청년실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등교육 기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인식하고, 고

등교육기관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 및 평가해 보고, 평가결과

를 활용해 글로벌 인재의 효과적인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핵심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 여섯 대학을

선정하여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어느 곳이든 자신이 원하고 또 자신을 원하는 곳이라면 일

할 수 있는 언어적, 다문화적, 직업적 준비와 능력을 갖춘’ 글로

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해외적응을 위

한 문화적 소양교육과 정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민교

육, 거점 중심의 해외취업 활성화, 해외취업 사후관리 체제 구축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3. 해외취업 및 인턴과정 관련 선행연구

조은상․이영대․이종구․정지선(2015)62)은 청년층의 해외인턴

쉽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해외취업의

Push 및 Pull 요인을 설명하는 PPM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해외인턴쉽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인력채용 업체의 인턴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인턴쉽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해외인턴 총 108명, 해

외인턴쉽 참가기관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62) 조은상, 이영대, 이종구, 정지선(2015). 한국 대학생들의 해외 인턴쉽 활성화를 위한 탐색

적 연구. 취업진로연구, 5(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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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젊을수록 해외취업의 끌어당

기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학력변수를 중심으로, 고

졸보다 전문대졸이, 전문대졸보다 4년제 대학 학력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해외취업의 끌어당기기 요인은 학력과 긍정적

인 관계에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해외인턴쉽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대학․기업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하

여, 정부정책으로는 해외취업을 권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

설계가 중요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해외취업을 위한 진로연계

를 활성화하는 정책, 해외인턴 및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공식적인

웹사이트 운영 및 글로벌 교육지원, 개발도상국의 해외인턴쉽 및

봉사연계프로그램 개발, 숙련기술직의 해외취업 지원, 해외취업

담당기관과의 연계 강화,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 및 해외취

업자의 사후관리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은 대학생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해외취업의 기초자료 및 정보제공, 외국어소통능

력 개발,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취업, 해외취업지원센터

및 교육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업을 통한 정책으로는 해외인턴을 해외시장 개척 시의 보조역

할로 활용하는 방안, 명예퇴직하는 인력 중 해당 언어와 문화이

해 능력 및 해외파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청년층의 개발도상국

봉사 및 인턴쉽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박성재(2015)63)는 세계경제의 통합가속화로 국가 간 인력이동

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을 통해 어떻게 청년들의 취

업역량 및 글로벌 직무역량 을 제고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해외취업이나 인턴사업 참여를 통해

63) 박성재(2015). 청년층 해외취업․해외인턴 사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The

HRD Review, 20(5), 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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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현장실무를 경험하게 하거나 해외체류경험을 제공하

고 어학실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가 (글로벌) 직무역량 증진과 경력개발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고, 첫째, 해외취업이나 해외인턴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분

명히 설정하고 정부는 사업수행기관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

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둘째, 취업직

무능력 및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외 취업처(인턴기

업)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취업(인턴)기업이 자

체적으로 체계적인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을 때

사업성과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해외취업(인턴)기업에 직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사업의 효

과성 평가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턴생 및 취업자에 대

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4. 선행연구 분석

이상 선행연구 고찰의 내용과 같이, 선진국 경제에서 서비스업

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온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

로 감소해 왔으며,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대도 서비스업

비중 증대의 한 원인이지만, 중간 투입으로서의 서비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업 및

전문적 서비스업의 해외진출과 해당 인력의 해외취업에 대한 필

요성은 현재와 미래에 거쳐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는 측면만큼은 분명하다. 다만, 선행 논의들 속에서 선행연구의

의미를 찾아보면,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순하게 현황과 관련된 연구에서 점차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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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외취업

과 관련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과 맞

물려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동안 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

구는 많았던 반면,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해외취업 대상자 및 지원자들의 욕구와 요구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취업

지원 정책을 활성화한 것이 2004년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황원(2011)의 연구64)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미국 해외인턴십(WEST) 프로그램이 대학

생 참가자의 자기효능감과 영어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대학생들

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배성

근 외(2011)의 연구65)에서는 미국 워싱턴 DC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실태 분석 연구에서 참여 학생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과 성과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역시 해외인턴십의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 인턴십의 사후

관리와 인턴십 종료 후 취업으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을 지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해외취업지원 프

로그램의 효과성 관련 연구 역시, 대체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및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의 취업성과 및 만족도,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전

문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 연구대상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에 대

한 의사수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4) 이황원(2011). WEST프로그램의 대학생 해외인턴십의 가치. 교육종합연구, 9(2), 43-66.

65) 배성근,이희숙,정제영(2011). ‘인턴십 과정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해외인턴십 실태 분석：

미국 워싱턴 D.C.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3(2), 43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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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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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의 대상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전문직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을 보다 활성

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기 위하여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과 관

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연구대상 학과는 식품영양학과․물리치료학과․

조리학과․수의학과 등의 4개 학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즉, 양적연구방법으로서의 설문조사(設問調査, survey)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유의추

출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또한 설문 대상

및 설문 작성자에게 설문의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명해 준 뒤 자기

평가기입법(self-administering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학과 대학․대학원생 총 30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후에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치면서 동일한 위치에 반복

적으로 기입하는 등의 불성실한 내용이 포착된 설문지 등 총 19부

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281

부였다. 281명의 연구대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제4장에서 제시하

였다.

제2절 연구의 모형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 55 -

독립변수(X1) 종속변수(Y�)

인구사회적

요인

해외여행 경험

⇨
해외진출

및

취업

해외진출 의

사 수준
해외체류 경험

해외취업 프로

그램 경험 해외진출 선

호 이유
개인적 준비

및 요구사항

해외진출 비

선호 이유

통제변수(X2)

인구통계적

요인

성별

정책 요구사

항 等

연령

학과

학년, 지역 等

<그림 Ⅲ-1> 연구모형도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인구사회적적 요인

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의 내용과 차이, 그리고 전

문직 서비스업 직종 관련 학과 전공자들의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의 모형을 도형으로 설

정하면 다음의 <그림 Ⅲ-1>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해외여행 경험이나 어학연수 기회 등과

같은 해외체류 경험, 그리고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또한 서비스업 관련 전공을 이용하여 해외진출 및 취업

을 고려할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준비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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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는 연구대상의

연령이나 성별 및 전공학과, 그리고 학년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이 된다.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의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을 전공을

선택하기 전과 후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를 묻기로 하였으며,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가 있는 이유와 없

는 이유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교 당국이나 정부 차원의 어떠

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대상의 의견

내용을 또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대

상인 서비스업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해외

진출 및 취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떠한 내용을 정책적으

로 지원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 예측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의 <그림 Ⅲ-1>과 같은 연구모형도에서 제시

한 인구통계적 요인(통제변수) 및 인구사회적 요인(독립변수)을

통하여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종속변수)를 추정할 수 있는 회귀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회귀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Y� = α1 + b1X1 + b2X2 + ε

여기서, Y�：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α1： 상수

X1： 해외여행 경험, 해외체류기간,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경험, 개인적 준비 및 요구사항

X2： 성별, 연령, 학년,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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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오차

위의 회귀식은 성별, 연령, 학년은 통제변수(X2)로, 해외여행경

험, 해외체류기간,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독립변수(X1)

로,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를 종속변수(Y�)로 한 다중선형회귀의

연구모형이다.

제3절 연구의 도구

본 연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

여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이

에 따른 의사 있음 및 없음의 이유와 선호하는 진출지역 및 향후

해위진출 및 위업을 위한 개인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내용,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정책적 지원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인 설문지는 김화주(2005),66) 배혜진

(2008),67) 한은옥 외(2008),68) 체경연 외(2014)69) 등의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하였고, 리커트식(Likert scale) 5점 척

도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목적

과 취지에 맞도록 수정 및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

의 지도와 감수를 받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의 (표 Ⅲ-1)의

66) 김화주(2005).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및 해외취업에 관한 의식. 圓光大學校 保

健環境大學院 석사학위논문.

67) 배혜진(2008). 한식조리사의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관련 전공학생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8) 한은옥, 김부순(2008). 방사선사 해외취업 및 국내 연계교육에 대한 요구도 - 방사선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 방사선사 해외취업 및 국내 연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방사선기술

과학, 31(2), 191-198.

69) 채경연, 이희열(2014). 국내 조리 전공자의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의도에 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6(3), 3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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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설문 영역 문항수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 수준

내용
Ⅰ-1, 2, 3, 4, 5, 6 6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이유
Ⅱ-1, 2, 3, 4, 5, 6, 7, 8,

9, 10, 11
11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이유
Ⅲ-1, 2, 3, 4, 5, 6, 7, 8,

9, 10
10

해외진출 및 취업 선호 지역 Ⅳ-1, 2, 3, 4, 5, 6, 7 7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Ⅴ-1, 2, 3, 4, 5, 6 6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한 정책

요구 내용

Ⅵ-1, 2, 3, 4, 5, 6, 7, 8,

9
9

주： 리커트식(Likert scale) 5점 척도

(표 Ⅲ-1) 측정도구의 내용

내용과 같다.

즉, 설문의 가장 앞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하여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 수준(Ⅰ)이 어느 정도인가를 6문항에 걸쳐 묻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가 없음에 대한 이유(Ⅱ)와 의

사가 있음(Ⅲ)에 대한 의사를 묻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해

외진출 및 취업의 경우에 선호하는 지역(Ⅳ)을 설문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후반에서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전문

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해외진출 및 취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가(Ⅴ)

및 이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Ⅵ)을 설

문하도록 구성하였다.

제4절 자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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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인 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 학과 대학․대학원

생의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과 이를 위한 정책적 요구의 내용

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의 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 평균(Mean) 및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의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검

증은 유의수준 p<.05를 기준으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제5절 사례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의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한 활

성화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하

여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부, 교육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뒷받침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가의 내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추진하였던

바, 이와 함께 이미 해외진출 및 취업 상태에 있는 전문직 인력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현장의 내용을 파악

해보고자 하였다.

사례 내용의 수집은 해당 대상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연구자와 해당 대상자와의 인터넷 화상통화 및 e-mail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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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의 전개는 ➀ 개인소개 및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소개, ➁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이유 및 과정, ➂ 청년 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조언, ➃ 지원정책에 대한 건의 등의 순서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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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81)

구분 빈도(n) 비율(％)

전체 281 100.0

성별
남성 102 36.3

여성 179 63.7

연령별

19∼24세 214 76.2

25∼30세 58 20.6

31세 이상 9 3.2

주 성장지역

서울 및 수도권 지역 117 41.6

광역시 지역 84 29.9

비수도권 중소도시지역 47 16.7

농어촌 지역 30 10.7

기타 3 1.1

학년

대학 1∼2학년 127 45.2

대학 3∼4학년 111 39.5

대학원 이상 43 15.3

학과

식품영영학과 71 25.3

물리치료학과 27 9.6

조리학과 153 54.4

수의학과 30 10.7

(표 Ⅳ-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제4장 연구의 결과

제1절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의 결과에 앞서, 연구대상의 통계학적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및 연령, 주요 성장

지역(또는 고향), 학년 및 학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

음의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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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81)

구분 빈도(n) 비율(％)

전체 281 100.0

해외여행 경험

없음 49 17.5

1∼3회 미만 123 43.9

3∼4회 45 16.1

5회 이상 63 22.5

해외체류 경험

없음 212 75.4

1∼3개월 미만 58 20.6

3∼5개월 5 1.8

6개월 이상 6 2.1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음 242 86.1

있음 39 13.9

(표 Ⅳ-2)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는 총 281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그 중 여성은 179명․남성은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성

장지역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광역시 지역이 84명이었다. 학년은 대학 1∼2학년 연구대상

이 127명이었고, 대학원 이상 재학 중인 연구대상은 43명으로 나타

났다. 전공학과는 조리학과〉식품영양학과〉수의학과〉물리치료학과

의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즉,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7명, ○

○대학교 조리학과 153명, ○○(A)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8명, ○○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7명, ○○(C)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6명, ○

○대학교 수의학과 30명 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해외 및 외국에 대한 경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대상의 인

구사회학적 분포는 다음의 (표 Ⅳ-2)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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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81)

구분 빈도(n) 비율(％)

전공과정 중 교육

및 준비

아니다 3 1.1

보통이다 24 8.5

그렇다 148 52.9

대단히 그렇다 105 37.5

외국어 능력 함양

아니다 1 0.4

보통이다 24 8.5

그렇다 136 48.6

대단히 그렇다 119 42.5

현지 업무 정보

아니다 4 1.4

보통이다 34 12.1

그렇다 130 46.4

대단히 그렇다 112 40.1

현지 생활 정보

아니다 5 1.8

보통이다 50 17.9

그렇다 134 48.0

대단히 그렇다 90 32.3

현지 자격증 정보

전혀 아니다 2 0.7

아니다 20 7.2

보통이다 69 24.6

그렇다 118 42.1

대단히 그렇다 71 25.4

현지 사업 정보

전혀 아니다 1 0.4

아니다 15 5.4

보통이다 61 21.8

그렇다 119 42.3

대단히 그렇다 84 30.0

본 연구의 대상 중 해외여행 경험 빈도는 1∼3회 정도가 123명으

로 가장 많았고, 전혀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도 49명으로 17.5％였다.

해외체류 경험은 없는 경우가 212명으로 75.4％를 보였다.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 여부 역시 없는 대상이 242명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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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ronbach’s α 항목수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 0.919 6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이유 0.800 11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이유 0.702 10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지역 0.742 7

(표 Ⅳ-3) 종속변수의 신뢰도 통계량

다.

전문직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공과정 중의 교육 및 준비, 외국어 능력 함양, 현지 업

무 정보, 현지 생활 정보, 현지 자격증 정보, 현지 사업 정보 등의

요소에서 모두 “그렇다” 수준의 구성이 가장 많았다.

제2절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흔히 Cronbach’s α값으로 나타내는데, 일반

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뢰도 인정의 허용기준은 0.6 이상으로,

그 값이 클수록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측정도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70)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 설문지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

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Cronbach’s alpha Internal Consistency

α ≥ 0.9 Excellent

0.9 > α ≥ 0.8 Good

0.8 > α ≥ 0.7 Acceptable

0.7 > α ≥ 0.6 Questionable

0.6 > α ≥ 0.5 Poor

0.5 > α Unacceptable

70)George, D., & Mallery, P.(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Allyn & Bacon.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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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ronbach’s α 항목수

해외진출 및 취업 교육 0.750 6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 0.864 9

요인 영역 측정변수
요인성분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합계 % 분산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

1-1 0.788

4.369 72.822

1-2 0.906

1-3 0.891

1-4 0.775

1-5 0.879

1-6 0.871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이유

2-1 0.518

3.826 59.060

2-2 0.559

2-3 0.541

2-4 0.682

2-5 0.635

2-6 0.682

2-7 0.746

2-8 0.700

2-9 0.624

2-10 0.633

2-11 0.491

(표 Ⅳ-4) 측정도구 변수의 영역별 요인 분석

즉, 표의 내용과 같이 종속변수의 Cronbach’s α값이 모두 0.7이상

으로 설문 응답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도구의 영역별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4)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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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영역 측정변수
요인성분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합계 % 분산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이유

3-1 0.532

3.832 61.668

3-2 0.736

3-3 0.692

3-4 0.654

3-5 0.598

3-6 0.628

3-7 0.736

3-8 0.727

3-9 0.539

3-10 0.682

해외진출 및 취업

선호 지역

4-1 0.699

2.835 58.591

4-2 0.424

4-3 0.613

4-4 0.782

4-5 0.747

4-6 0.634

4-7 0.735

해외진출 및 취업

프로그램

6-1 0.610

2.788 66.077

6-2 0.740

6-3 0.745

6-4 0.646

6-5 0.809

6-6 0.564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

7-1 0.570

4.399 62.418

7-2 0.790

7-3 0.596

7-4 0.781

7-5 0.830

7-6 0.831

7-7 0.749

7-8 0.724

7-9 0.699



- 67 -

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없다
없다

보통

이다
있다

충분히

있다

1

현재 전공학과에 진학하기 전에

전공을 이용한 해외취업 및 진출

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33

(11.8)

50

(17.9)

34

(12.2)

79

(28.3)

83

(29.7)

2

현재 전공학과에 다니면서 전공

을 이용한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12

(4.3)

31

(11.1)

43

(15.4)

97

(34.8)

96

(34.4)

(표 Ⅳ-5)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의 빈도 분석

위의 내용과 같이, 연구도구 종속변수의 각 영역별 요인분석의 요

인성분 값은 평균 0.5를 상회하고, 제곱합의 적재값도 약 54∼73%

수준을 보여,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내용

지금부터는 본 연구의 목적인 전문직 서비스업종을 전공하고 있

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전공 직종을 통한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의사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

본 연구의 대상인 전문직 서비스업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 및 취업에 대한 의사 수준을 파악한

설문내용의 빈도는 다음의 (표 Ⅳ-5)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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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없다
없다

보통

이다
있다

충분히

있다

3

졸업 후에 전공을 이용한 해외취

업 및 진출의 의향이 있으신가

요?

4

(2.2)

44

(15.8)

55

(19.7)

84

(30.1)

90

(32.3)

4

졸업 후에 전공을 이용한 사회진

출 여건이 어려워진다면, 해외취

업 및 진출의 의향이 있으신가

요?

3

(1.1)

25

(9.0)

64

(22.9)

106

(38.0)

81

(29.0)

5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및 기업

차원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해

외취업 및 진출의 의향이 있으신

가요?

2

(0.7)

17

(6.1)

29

(10.4)

98

(35.1)

133

(47.7)

6

대학 및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6

(2.2)

27

(9.7)

46

(16.5)

93

(33.3)

107

(38.4)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공 및 직종을 활용한 해외진출․취업에 대한

의사 수준을 설문한 결과를 보면, ➀ 전공학과에 진학하기 이전

에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를 물은 내용에 대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있다,

충분히 있다)을 한 비율이 58.0％였다. 그리고 ➁ 전공학과에 진

학한 이후(현재)에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를

물은 내용에 대하여는 69.2％가, ➂ 졸업 이후의 의향 수준에 대

해서는 62.4％, ➃ 졸업 이후에 사회진출의 여건이 어렵다면 해외

진출 및 취업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67.9％, ➄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뒷받침이 있다면 해외취업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82.8％, ➅ 대학 및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해

서는 71.7％가 긍정적인 대답(있다, 충분히 있다)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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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각 변수별로 파악한 내용은 다음의 (표 Ⅳ-6)

및 (표 Ⅳ-7)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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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χ2

(p-value)전혀

없다
없다

보통

이다
있다

충분히

있다

성별
남성 24(23.8) 16(15.8) 21(20.8) 19(18.8) 21(20.8) 4.384

(0.356)여성 35(19.7) 42(23.6) 31(17.4) 42(23.6) 28(15.7)

연령

19∼24세 32(15.1) 39(18.4) 41(19.3) 56(26.4) 44(20.8)
34.002

(0.000***)
25∼30세 21(26.2) 17(29.3) 11(19.0) 5(8.6) 4(6.9)

31세 이상 6(66.7) 2(22.2) 0(0.0) 0(0.0) 1(11.1)

학년

대학 1∼2학년 14(11.8) 8(6.7) 22(18.5) 41(34.5) 34(28.6)
65.617

(0.000***)
대학 3∼4학년 29(26.4) 21(28.2) 21(19.1) 17(15.5) 12(10.9)

대학원 이상 14(32.6) 18(41.9) 8(18.6) 2(4.7) 1(2.3)

학과

식품영양학과 21(30.0) 28(40.0) 14(20.0) 6(8.6) 1(1.4)

139.15

(0.000***)

물리치료학과 6(22.2) 11(40.7) 5(18.5) 2(7.4) 3(11.1)

조리학과 10(6.6) 14(9.2) 31(20.4) 52(34.2) 45(29.6)

수의학과 22(73.3) 5(16.7) 2(6.7) 1(3.3) 0(0.0)
***p<0.001

(표 Ⅳ-6)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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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
χ2

(p-value)전혀

없다
없다

보통

이다
있다

충분히

있다

해외여행경험

없음 11(22.9) 7(14.6) 7(14.6) 15(31.3) 8(16.7)
15.624

(0.209)

1∼3회 미만 28(22.8) 21(17.1) 22(17.9) 27(22.0) 25(20.3)

3∼4회 9(20.0) 8(17.8) 11(24.4) 11(24.4) 6(13.3)

5회 이상 11(17.7) 12(35.5) 11(17.7) 8(12.9) 10(16.1)

해외체류경험

없음 46(21.9) 42(20.0) 36(17.1) 55(26.2) 31(14.8)
18.665

(0.027*)

1∼3개월 미만 13(22.4) 12(20.7) 12(20.7) 6(10.3) 15(25.9)

3∼5개월 0(0.0) 2(40.0) 1(20.0) 0(0.0) 2(40.0)

6개월 이상 0(0.0) 2(33.3) 3(50.0) 0(0.0) 1(16.7)

해외취업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음 56(23.4) 49(20.5) 44(18.4) 51(21.3) 39(16.3) 5.960

(0.202)있음 3(7.7) 9(23.1) 7(25.6) 10(25.6) 10(25.6)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아니다 1(33.3) 1(33.3) 1(33.3) 0(0.0) 0(0.0)
38.784

(0.000***)

보통이다 8(33.3) 7(29.2) 4(16.7) 3(12.5) 2(8.3)

그렇다 41(28.1) 32(21.9) 31(21.2) 28(19.2) 14(9.6)

대단히 그렇다 9(8.6) 18(17.1) 16(15.2) 29(27.6) 33(31.4)

외국어 능력 함양

아니다 1(100.0) 0(0.0) 0(0.0) 0(0.0) 0(0.0)
20.180

(0.034*)

보통이다 3(12.5) 3(12.5) 6(25.0) 7(29.2) 5(20.8)

그렇다 34(25.2) 32(23.7) 28(20.7) 28(20.7) 13(9.6)

대단히 그렇다 21(17.8) 23(19.5) 18(15.3) 25(21.2) 31(26.3)

(표 Ⅳ-7) 인구사회 요인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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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
χ2

(p-value)전혀

없다
없다

보통

이다
있다

충분히

있다

현지 업무 정보

아니다 3(75.0) 1(25.0) 0(0.0) 0(0.0) 0(0.0)
38.723

(0.000***)

보통이다 9(26.5) 10(29.4) 6(17.6) 3(8.8) 6(17.6)

그렇다 35(27.1) 32(24.8) 27(20.9) 23(17.8) 12(9.3)

대단히 그렇다 12(10.8) 15(13.5) 19(17.1) 34(30.6) 31(27.9)

현지 생활 정보

아니다 3(60.0) 1(20.0) 1(0.0) 0(0.0) 0(0.0)
49.425

(0.000***)

보통이다 12(24.0) 17(34.0) 10(20.0) 5(10.0) 6(12.0)

그렇다 38(28.8) 28(21.2) 28(21.2) 24(18.2) 14(10.6)

대단히 그렇다 6(6.7) 12(13.3) 13(14.4) 31(34.4) 28(31.1)

현지 자격증 정보

전혀 아니다 0(0.0) 0(0.0) 1(50.0) 1(50.0) 0(0.0)

19.749

(0.161)

아니다 7(35.0) 4(20.0) 3(15.0) 3(15.0) 3(15.0)

보통이다 11(16.2) 19(27.9) 13(19.1) 17(25.0) 8(11.8)

그렇다 30(25.6) 21(17.9) 24(20.5) 26(22.2) 16(13.7)

대단히 그렇다 11(15.5) 14(19.7) 11(15.5) 13(18.3) 22(31.0)

현지 사업 정보

전혀 아니다 1(100.0) 0(0.0) 0(0.0) 0(0.0) 0(0.0)

36.069

(0.001**)

아니다 5(33.3) 5(33.3) 2(13.3) 0(0.0) 3(20.0)

보통이다 19(31.1) 16(26.2) 6(9.8) 13(21.3) 7(11.5)

그렇다 24(20.5) 26(22.2) 30(25.6) 21(17.9) 16(13.7)

대단히 그렇다 10(11.9) 11(13.1) 14(16.7) 26(31.0) 23(27.4)
*p<0.05, ***p<0.001



- 73 -

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13

(14.8)

22

(25.0)

20

(22.7)

25

(28.4)

8

(9.1)

2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14

(15.9)

15

(17.0)

22

(25.0)

33

(37.5)

4

(4.5)

3
지인(知人) 및 주위에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25

(28.7)

39

(44.8)

19

(3.4)

3

(3.4)

1

(1.1)

4
해외에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

에

10

(11.4)

16

(18.2)

30

(34.1)

30

(34.1)

2

(2.3)

5 외국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5

(5.7)

9

(10.3)

28

(32.2)

37

(42.5)

8

(9.2)

(표 Ⅳ-8)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의 빈도 분석

표의 내용과 같이, 성별 변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

면에, 연령이 어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학과에서는 조리학과의 경

우에,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에서 보

다 높은 비율의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연령․학년․학과 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p<0.001)가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요인에서는 해외체류 경험과 외국어 능력 함양 변

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p<0.05)가 나타났으며,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현지 업무 정보, 현지 생활 정보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p<0.001)가 나타났다.

2.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이유

연구대상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이나 취업에 대한 의

사가 없음의 이유로 선택한 설문의 빈도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Ⅳ-8)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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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6 일이 힘들 것 같아서
12

(13.8)

38

(43.7)

26

(29.9)

11

(12.6)
-

7
소득보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

에

13

(14.9)

27

(31.0)

22

(25.3)

23

(26.4)

2

(2.3)

8
다시 귀국할 경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16

(18.2)

23

(26.1)

22

(25.0)

22

(25.0)

5

(5.7)

9
초기 체류비 등의 경제적 요인

때문에

8

(9.1)

14

(15.9)

21

(23.9)

34

(38.6)

11

(12.5)

10
국내에서 충분히 취업이나 창업

이 가능하기 때문에

6

(6.8)

28

(31.8)

31

(35.2)

18

(20.5)

5

(5.7)

11

해외에서 다시 면허증 및 자격증

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7

(8.0)

23

(26.4)

34

(39.1)

18

(20.7)

5

(5.7)

해외진출 및 취업에 의사가 없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선택한

내용을 보면, 외국어에 자신이 없이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그렇다가 42.5％, 대단히 그렇다가 9.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51.7％의 절반 이상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초기 체류비

등의 경제적 요인 때문에 해외진출이나 취업 의사 없다는 내용이

그렇다 38.6％, 대단히 그렇다 12.5％로 총 51.1％의 비율을 보였

다.

연구대상 대학 및 대학생들이 해외진출과 취업의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각 변수별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9) 및 (표 Ⅳ-10)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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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의사 없음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성별
남성 13(30.2) 7(16.3) 6(14.0) 7(16.3) 10(23.3) 3.312

(0.507)여성 10(21.7) 10(21.7) 9(19.6) 11(23.9) 6(13.0)

연령

19∼24세 19(31.7) 11(18.3) 13(21.7) 8(13.3) 9(15.0)
17.454

(0.007**)
25∼30세 4(16.0) 6(24.0) 1(4.0) 10(40.0) 4(16.0)

31세 이상 0(0.0) 0(0.0) 1(25.0) 0(0.0) 3(75.0)

학년

대학 1∼2학년 9(31.0) 6(20.7) 3(10.3) 6(20.7) 5(17.2)
7.558

(0.483)
대학 3∼4학년 12(30.8) 6(15.4) 9(23.1) 6(15.4) 6(15.4)

대학원 이상 1(6.7) 3(20.0) 2(13.3) 5(33.3) 4(26.7)

학과

식품영양학과 4(16.7) 6(25.0) 3(12.3) 6(25.0) 5(20.8)

18.198

(0.063)

물리치료학과 7(53.8) 2(15.4) 3(23.1) 1(7.7_) 0(0.0)

조리학과 11(33.3) 4(12.1) 7(21.2) 7(21.2) 4(12.1)

수의학과 1(5.3) 5(26.3) 2(10.5) 4(21.1) 7(36.8)
**p<0.01

(표 Ⅳ-9) 일반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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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해외여행경험

없음 2(13.3) 7(46.7) 2(13.3) 4(26.7) 0(0.0)

23.186

(0.014*)

1∼3회 미만 8(21.1) 5(13.2) 7(18.4) 5(13.2) 13(34.2)

3∼4회 6(37.5) 1(6.3) 2(12.5) 4(25.0) 3(18.8)

5회 이상 6(31.6) 4(21.1) 4(21.1) 5(26.3) 0(0.0)

해외체류경험

없음 16(22.9) 16(22.9) 12(17.1) 12(17.1) 14(20.0)

8.650

(0.252)

1∼3개월 미만 7(41.2) 1(5.9) 2(11.8) 5(29.4) 2(11.8)

3∼5개월 - - - - -

6개월 이상 0(0.0) (0.0) 1(50.0) 1(50.0) 0(0.0)

해외취업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음 16(21.1) 17(22.4) 12(15.8) 15(19.7) 16(21.1) 9.209

(0.031*)있음 6(50.0) 0(0.0) 3(25.0) 3(25.0) 0(0.0)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아니다 0(0.0) 1(100.0) 0(0.0) 0(0.0) 0(0.0)

16.695

(0.090)

보통이다 2(16.7) 2(16.7) 4(33.3) 2(16.7) 2(16.7)

그렇다 11(19.0) 12(20.7) 11(19.0) 13(22.4) 11(19.0)

대단히 그렇다 10(55.6) 2(11.1) 0(0.0) 3(16.7) 3(16.7)

(표 Ⅳ-10) 인구사회 요인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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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외국어 능력 함양

아니다 0(0.0) 1(100.0) 0(0.0) 0(0.0) 0(0.0)

15.560

(0.119)

보통이다 0(0.0) 1(14.3) 3(42.9) 0(0.0) 3(42.9)

그렇다 13(26.0) 11(22.0) 5(10.0) 12(24.0) 9(18.0)

대단히 그렇다 10(32.3) 4(12.9) 7(22.6) 6(19.4) 4(12.9)

현지 업무 정보

아니다 0(0.0) 1(50.0) 0(0.0) 0(0.0) 1

28.043

(0.001**)

보통이다 3(20.0) 5(33.3) 2(13.3) 1(6.7) 4(26.7)

그렇다 6(12.0) 10(20.0) 12(24.0) 14(28.0) 8(16.0)

대단히 그렇다 14(63.6) 1(4.5) 1(4.5) 3(13.6) 3(13.6)

현지 생활 정보

아니다 0(0.0) 1(50.0) 0(0.0) 1(50.0) 0(0.0)

21.481

(0.015*)

보통이다 5(19.2) 7(26.9) 5(19.2) 2(7.7) 7(26.9)

그렇다 8(17.4) 8(17.4) 9(19.6) 14(30.4) 7(15.2)

대단히 그렇다 10(66.7) 1(6.7) 1(6.7) 1(6.7) 2(13.3)

현지 자격증 정보

아니다 1(11.1) 3(33.3) 1(11.1) 2(22.2) 2(22.2)

16.963

(0.109)

보통이다 2(10.0) 4(20.0) 5(25.0) 4(20.0) 5(25.0)

그렇다 9(21.4) 7(16.7) 7(16.7) 11(26.2) 8(19.0)

대단히 그렇다 11(61.1) 3(16.7) 2(11.1) 1(5.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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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없음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현지 사업 정보

전혀 아니다 0(0.0) 0(0.0) 1(100.0) 0(0.0) 0(0.0)

21.399

(0.083)

아니다 1(16.7) 3(50.0) 0(0.0) 1(16.7) 1(17.7)

보통이다 4(12.9) 6(19.4) 8(25.8) 4(12.9) 9(29.0)

그렇다 10(27.8) 6(16.7) 5(13.9) 11(30.6) 4(11.1)

대단히 그렇다 8(53.3) 2(13.3) 1(6.7) 2(13.3) 2(13.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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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전공 업종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4

(1.7)

22

(9.4)

74

(31.6)

93

(39.7)

41

(17.5)

2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 때문

에

1

(0.4)

7

(3.0)

18

(7.7)

121

(51.7)

87

(37.2)

3
외국어 습득의 기회가 될 수 있

어서

1

(0.4)

8

(3.4)

38

(16.3)

114

(48.9)

72

(30.9)

4 해외에서 살고 싶어서
4

(1.7)

24

(10.3)

56

(24.0)

82

(35.2)

67

(28.8)

5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1

(0.4)

21

(9.0)

91

(39.1)

74

(31.8)

46

(19.7)

6 업무환경이 좋기 때문에
1

(0.4)

11

(4.8)

56

(24.2)

109

(47.2)

54

(23.4)

7
외국에서의 생활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3

(1.3)

26

(11.2)

87

(37.5)

70

(30.6)

45

(19.4)

(표 Ⅳ-11)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의 빈도 분석

전문직 직종 관련 전공의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취

업의 의사가 없음에 대하여 각 독립변수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연령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요인에서는 해외여행 경험과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

여 경험의 유무, 현지 생활 정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p<0.05)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 업무 정보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3.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이유

연구대상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이나 취업에 대한 의

사가 있음 설문의 빈도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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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8 발전성이 있을 것 같아서
1

(0.4)

5

(2.2)

31

(13.4)

101

(43.7)

93

(40.3)

9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이 원

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8

(3.4)

37

(15.9)

75

(32.2)

67

(28.8)

46

(19.7)

10
외국 경험이 차후에 국내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

(1.7)

7

(30.0)

27

(11.6)

96

(41.4)

98

(42.2)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 있음에 대한 이유로 연구대상 대학․

대학원생이 가장 많은 선택을 한 항목은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라는 내용으로 그렇다／대단히 그렇다의 합이 88.9％로 가

장 높았고, 발전성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한 경우가 그렇

다／대단히 그렇다의 합이 84.0％였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 경험

이 차후에 국내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내용에 대하여

그렇다／대단히 그렇다의 합이 83.6％이었다. 외국어 습득의 기회

가 될 수 있어서라는 내용에 대하여 그렇다／대단히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의 합이 79.8％로 그 다음을 나타내고 있다. 업무환경

이 좋기 때문에의 항목에 그렇다／대단히 그렇다라도 대답한 합

도 70.6％로 70％를 넘었다.

연구대상 대학 및 대학생들이 해외진출과 취업의 의사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그 내용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별로 파

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2) 및 (표 Ⅳ-13)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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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의사 있음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성별
남성 20(24.7) 15(18.5) 14(17.3) 13(16.0) 19(23.5) 7.532

(0.110)여성 28(18.2) 44(28.6) 39(25.3) 21(13.6) 22(14.3)

연령

19∼24세 31(16.5) 47(25.0) 45(23.9) 28(14.9) 37(19.7)
12.014

(0.082)
25∼30세 16(38.1) 11(27.2) 7(16.7) 5(11.9) 3(7.1)

31세 이상 1(20.0) 1(20.0) 1(20.0) 1(20.0) 1(20.0)

학년

대학 1∼2학년 17(15.9) 23(21.5) 23(21.5) 16(15.0) 28(26.2)
16.336

(0.038*)
대학 3∼4학년 21(22.8) 25(27.2) 19(20.7) 14(15.2) 13(14.1)

대학원 이상 10(31.3) 11(34.4) 8(25.0) 3(9.4) 0(0.0)

학과

식품영양학과 12(21.8) 21(38.2) 11(20.0) 9(16.4) 2(3.6)

33.591

(0.000***)

물리치료학과 4(20.0) 4(20.0) 5(25.0) 4(20.0) 3(15.0)

조리학과 24(16.1) 31(20.8) 37(24.8) 21(14.1) 36(24.2)

수의학과 8(72.7) 3(27.3) 0(0.0) 0(0.0) 0(0.0)
*p<0.05, ***p<0.001

(표 Ⅳ-12) 일반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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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해외여행경험

없음 8(19.0) 7(16.7) 8(19.0) 11(26.2) 8(19.0)

11.167

(0.515)

1∼3회 미만 20(20.2) 28(28.3) 21(21.2) 9(9.1) 21(21.2)

3∼4회 9(24.3) 10(27.0) 9(24.3) 4(10.8) 5(13.5)

5회 이상 11(19.6) 14(25.0) 14(25.0) 10(17.9) 7(12.5)

해외체류경험

없음 35(20.2) 43(24.9) 41(23.7) 28(16.2) 26(15.0)

13.302

(0.216)

1∼3개월 미만 11(21.6) 10(19.6) 10(19.6) 6(11.8) 14(27.5)

3∼5개월 1(20.0) 1(20.0) 2(40.0) 0(0.0) 1(20.0)

6개월 이상 1(16.7) 5(83.3) 0(0.0) 0(0.0) 0(0.0)

해외취업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음 40(20.2) 51(25.8) 42(21.2) 32(16.2) 33(16.7) 3.697

(0.449)있음 8(22.2) 8(22.2) 10(27.8) 2(5.6) 8(22.2)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아니다 3(100.0) 0(0.0) 0(0.0) 0(0.0) 0(0.0)

38.121

(0.000***)

보통이다 8(44.4) 5(27.8) 2(11.1) 1(5.6) 2(11.1)

그렇다 25(21.7) 33(28.7) 35(30.4) 10(8.7) 12(10.4)

대단히 그렇다 12(12.2) 21(21.4) 15(15.3) 23(23.5) 27(27.6)

(표 Ⅳ-13) 인구사회 요인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 83 -

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외국어 능력 함양

아니다 1(100.0) 0(0.0) 0(0.0) 0(0.0) 0(0.0)

26.461

(0.003**)

보통이다 6(27.3) 7(31.8) 3(13.6) 2(9.1) 4(18.2)

그렇다 28(25.9) 31(28.7) 28(25.9) 12(11.1) 9(8.3)

대단히 그렇다 13(12.6) 21(20.4) 21(20.4) 20(19.4) 28(27.2)

현지 업무 정보

아니다 3(100.0) 0(0.0) 0(0.0) 0(0.0) 0(0.0)
35.630

(0.000***)
보통이다 12(46.2) 5(19.2) 2(7.7) 2(7.7) 5(19.2)

그렇다 22(21.4) 31(30.1) 29(28.2) 8(7.8) 13(12.6)

대단히 그렇다 11(10.8) 23(22.5) 21(20.6) 24(23.5) 23(22.5)

현지 생활 정보

아니다 3(75.0) 1(25.0) 0(0.0) 0(0.0) 0(0.0)

23.160

(0.012*)

보통이다 12(31.6) 13(34.2) 5(13.2) 3(7.9) 5(13.2)

그렇다 23(21.5) 30(28.0) 26(24.3) 15(14.0) 13(12.1)

대단히 그렇다 10(11.9) 15(17.9) 21(25.0) 16(19.0) 2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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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있음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현지 자격증 정보

전혀 아니다 0(0.0) 0(0.0) 1(50.0) 0(0.0) 1(50.0)

40.642

(0.000***)

아니다 7(46.7) 3(20.0) 2(13.3) 2(13.3) 1(6.7)

보통이다 18(29.5) 16(26.2) 14(23.0) 9(14.8) 4(6.6)

그렇다 19(19.8) 31(32.3) 23(24.0) 9(9.4) 14(14.6)

대단히 그렇다 4(6.7) 9(15.0) 12(20.0) 14(23.3) 21(35.0)

현지 사업 정보

전혀 아니다 0(0.0) 0(0.0) 1(100.0) 0(0.0) 0(0.0)

28.170

(0.013*)

아니다 5(45.5) 2(18.2) 0(0.0) 2(18.2) 2(18.2)

보통이다 14(33.3) 12(28.6) 10(23.8) 2(4.8) 4(9.5)

그렇다 21(20.0) 30(28.6) 24(22.9) 15(14.3) 15(14.3)

대단히 그렇다 8(10.7) 15(20.0) 17(22.7) 15(20.0) 20(26.7)
*p<0.05, **p<0.01, ***p<0.001



- 85 -

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 -
20

(3.6)

39

(13.9)

134

(47.9)

97

(34.6)

2 일본,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
23

(8.3)

59

(21.3)

90

(32.5)

77

(27.8)

28

(10.1)

3 영국, 프랑스 등의 서유럽 지역
3

(1.1)

23

(8.3)

52

(18.8)

113

(40.9)

85

(30.8)

4 멕시코, 브라질 등의 남미지역
44

(16.0)

107

(38.9)

83

(30.2)

33

(12.0)

8

(2.9)

5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

아 지역

53

(19.2)

107

(38.8)

83

(30.1)

22

(8.0)

11

(4.0)

(표 Ⅳ-14) 해외진출 및 취업 선호지역의 빈도 분석

전문직 직종 관련 전공의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취

업의 의사가 있음에 대하여 각 독립변수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학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으

며, 전공학과 변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p<0.001)를 보이고 있다.

인구사회 변수에서는 현지 생활 정보와 현지 사업 정보 변수에

서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으며, 외국어 능력 함양 변수에

서 의미 있는 차이(p<0.01)가 나타났고,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

비, 현지 업무 정보, 현지 자격증 정보 변수 등에서 유의한 차이

(p<0.01)가 나타났다.

4. 해외진출 및 취업의 선호 지역

본 연구의 대상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이나 취업을 희

망함에 있어 선호하는 지역의 빈도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Ⅳ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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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6
뉴질랜드, 호주 등의 남태평양 지

역

9

(3.2)

27

(9.7)

64

(22.9)

125

(44.8)

54

(19.4)

7 체코 등의 동유럽 지역
23

(8.3)

58

(20.9)

88

(31.7)

81

(29.1)

28

(10.1)

전문직 서비스 직종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대학원

생들이 해외진출․취업을 희망하는 데 있어 지역적으로 선호하는

내용을 설문한 결과는 그렇다／대단히 그렇다의 답변을 더해서

살펴보면, 미국․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82.5％)〉영국․프랑스

등의 서유럽 지역(71.7％)〉뉴질랜드․호주 등의 남태평양 지역

(64.2％)〉체코 등의 동유럽 지역(39.2％)〉일본․중국 등의 동북

아시아 지역(37.9％)〉멕시코․브라질 등의 남미 지역(14.9％)〉태

국․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12.0％)의 순서로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대상 대학 및 대학생들이 해외진출과 취업의 의사를 바탕

으로, 선호하는 지역의 내용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별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5) 및 (표 Ⅳ-16)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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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선호 지역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성별
남성 26(25.5) 23(22.5) 21(20.6) 13(12.7) 19(18.6) 1.188

(0.880)여성 40(22.5) 39(21.9) 41(23.0) 29(16.3) 29(16.3)

연령

19∼24세 35(16.4) 48(22.5) 46(21.6) 39(18.3) 45(21.1)
34.780

(0.000***)
25∼30세 27(46.6) 13(22.4) 13(22.4) 3(5.2) 2(3.4)

31세 이상 4(44.4) 1(11.1) 3(33.3) 0(0.0) 1(11.1)

학년

대학 1∼2학년 18(15.1) 22(18.5) 27(22.7) 19(16.0) 33(27.7)
29.208

(0.000***)
대학 3∼4학년 28(25.2) 28(25.2) 22(19.8) 20(18.0) 13(11.7)

대학원 이상 18(41.9) 11(25.6) 10(23.3) 3(7.0) 1(2.3)

학과

식품영양학과 22(31.0) 20(28.2) 19(26.8) 7(9.9) 3(4.2)

68.740

(0.000***)

물리치료학과 6(22.2) 6(22.2) 5(18.5) 7(25.9) 3(11.1)

조리학과 19(12.5) 27(17.8) 36(23.7) 28(18.4) 42(27.6)

수의학과 19(63.3) 9(30.0) 2(6.7) 0(0.0) 0(0.0)
***p<0.001

(표 Ⅳ-15) 일반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선호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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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선호 지역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해외여행경험

없음 10(20.8) 11(22.9) 10(20.8) 7(14.6) 10(20.8)

6.503

(0.889)

1∼3회 미만 25(20.3) 27(22.0) 25(20.3) 21(17.1) 25(20.3)

3∼4회 13(28.9) 10(22.2) 11(24.4) 7(15.6) 4(8.9)

5회 이상 18(28.6) 14(22.2) 15(23.8) 7(11.1) 9(14.3)

해외체류경험

없음 47(22.3) 43(20.4) 52(24.6) 33(15.6) 36(17.1)

11.928

(0.328)

1∼3개월 미만 17(29.3) 15(25.9) 8(13.8) 8(13.8) 10(17.2)

3∼5개월 2(40.0) 1(20.0) 2(40.0) 0(0.0) 0(0.0)

6개월 이상 0(0.0) 3(50.0) 0(0.0) 1(16.7) 2(33.3)

해외취업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음 57(23.8) 51(21.3) 57(23.8) 34(14.2) 41(17.1) 4.443

(0.349)있음 9(23.1) 11(28.2) 4(10.3) 8(20.5) 7(17.9)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아니다 2(66.7) 1(33.3) 0(0.0) 0(0.0) 0(0.0)

14.621

(0.175)

보통이다 7(29.2) 8(33.3) 5(20.8) 3(12.5) 1(4.2)

그렇다 39(26.4) 29(19.6) 35(23.6) 24(16.2) 21(14.2)

대단히 그렇다 18(17.3) 24(23.1) 21(20.2) 15(14.4) 26(25.0)

(표 Ⅳ-16) 인구사회 요인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선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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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선호 지역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외국어 능력 함양

아니다 1(100.0) 0(0.0) 0(0.0) 0(0.0) 0(0.0)

17.155

(0.095)

보통이다 7(29.2) 3(12.5) 5(20.8) 3(12.5) 6(25.0)

그렇다 34(25.0) 26(19.1) 31(22.8) 28(20.6) 17(12.5)

대단히 그렇다 24(20.3) 33(28.0) 25(21.2) 11(9.3) 25(21.2)

현지 업무 정보

아니다 2(50.0) 2(50.0) 0(0.0) 0(0.0) 0(0.0)

32.337

(0.000***)

보통이다 10(29.4) 7(20.6) 9(26.5) 6(17.6) 2(5.9)

그렇다 40(30.8) 27(20.8) 30(23.1) 21(16.2) 12(9.2)

대단히 그렇다 14(12.6) 26(23.4) 22(19.8) 15(13.5) 34(30.6)

현지 생활 정보

아니다 3(60.0) 1(20.0) 0(0.0) 1(20.0) 0(0.0)

27.968

(0.000***)

보통이다 14(28.0) 10(20.0) 14(28.0) 7(14.0) 5(10.0)

그렇다 39(29.1) 32(23.9) 29(21.6) 20(14.9) 14(10.4)

대단히 그렇다 10(11.2) 19(21.3) 18(20.2) 14(15.7) 2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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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선호 지역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현지 자격증 정보

전혀 아니다 0(0.0) 1(50.0) 0(0.0) 0(0.0) 1(50.0)

17.052

(0.300)

아니다 9(45.0) 5(25.0) 4(20.0) 1(5.0) 1(5.0)

보통이다 18(26.1) 15(21.7) 13(18.8) 12(17.4) 11(15.9)

그렇다 29(24.6) 24(20.3) 29(24.6) 19(16.1) 17(14.4)

대단히 그렇다 10(14.3) 17(24.3) 15(21.4) 10(14.3) 18(25.7)

현지 사업 정보

전혀 아니다 0(0.0) 1(100.0) 0(0.0) 0(0.0) 0(0.0)

26.272

(0.027*)

아니다 6(40.0) 3(20.0) 3(20.0) 2(13.3) 1(6.7)

보통이다 20(32.8) 12(19.7) 10(16.4) 11(18.0) 8(13.1)

그렇다 27(22.7) 31(26.1) 28(23.5) 20(16.8) 13(10.9)

대단히 그렇다 13(15.7) 15(18.1) 20(24.1) 9(10.8) 26(31.3)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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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대학 과정 중의 해외취업 (국

내) 교육 프로그램
-

8

(2.9)

71

(25.4)

133

(47.7)

67

(24.0)

2
대학 과정 중의 해외연수 프

로그램
-

9

(3.2)

40

(14.3)

118

(42.3)

112

(40.1)

3
졸업 후의 해외 인터과정 프

로그램

5

(1.8)

16

(5.8)

24

(8.7)

104

(37.5)

128

(46.2)

4
정부 정책 차원의 (국내)교육

프로그램

3

(1.1)

11

(3.9)

72

(25.8)

126

(45.2)

67

(24.0)

5
정부 정책 차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

8

(2.9)

29

(10.4)

121

(43.4)

121

(43.4)

6
사교육(유학원 등) 차원의 해

외진출 및 프로그램

23

(8.2)

42

(15.1)

92

(33.0)

80

(28.7)

42

(15.1)

(표 Ⅳ-17) 해외진출 및 취업 프로그램 요구내용 빈도분석

전문직 직종 관련 전공의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취

업의 의사 중 선호하는 지역에 대하여 각 독립변수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연령 및 학년, 그리고 전공학과 변수에

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p<0.001)를 보였다.

인구사회적 요인에서는 현지 사업 정보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

(p<0.05)가 나타났으며, 현지 업무 정보, 현지 생활 정보 변수에

서 의미 있는 차이(p<0.01)가 나타났다.

5. 해외진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의 대상인 전문직 서비스업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 및 취업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 프로그

램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

한 설문내용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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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 대학․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취업을 하려는 데

있어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

하여 설문한 결과를 그렇다／대단히 그렇다의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➀ 정부정책 차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86.8％), ➁ 졸

업 후의 해외인턴 프로그램(83.7％), ➂ 대학과정 중의 해외연수

프로그램(82.4％), ➃ 대학과정 중의 해외취업 (국내) 교육프로그

램(71.7％), ➄ 정부정책 차원의 (국내) 교육프로그램(69.2％), ➅ 

사교육(유학원 등) 차원의 해외진출 및 프로그램(43.8％)의 필요

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 대학 및 대학생들이 해외진출과 취업을 위해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 형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별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8) 및 (표 Ⅳ-19)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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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교육 프로그램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성별
남성 29(29.0) 19(19.0) 20(20.0) 20(20.0) 12(12.0) 4.872

(0.301)여성 39(21.8) 44(24.6) 26(14.5) 38(21.2) 32(17.9)

연령

19∼24세 45(21.2) 39(18.4) 41(19.3) 45(21.2) 42(19.8)
26.302

(0.000***)
25∼30세 21(36.2) 20(34.5) 5(8.6) 10(17.2) 2(3.4)

31세 이상 2(22.2) 4(44.4) 0(0.0) 3(33.3) 0(0.0)

학년

대학 1∼2학년 20(16.9) 17(14.4) 26(22.0) 27(22.9) 28(23.7)
25.683

(0.001**)
대학 3∼4학년 31(27.9) 30(27.0) 16(14.4) 21(18.9) 13(11.7)

대학원 이상 13(30.2) 16(37.2) 4(9.3) 8(18.6) 2(4.7)

학과

식품영양학과 21(29.6) 24(33.8) 7(9.9) 14(19.7) 5(7.0)

59.089

(0.000***)

물리치료학과 7(25.9) 4(14.8) 7(25.9) 6(22.2) 3(11.1)

조리학과 21(13.9) 27(17.9) 29(19.2) 38(25.2) 36(23.8)

수의학과 19(63.3) 8(26.7) 3(10.0) 0(0.0) 0(0.0)
**p<0.01, ***p<0.001

(표 Ⅳ-18) 일반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프로그램 선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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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교육 프로그램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해외여행경험

없음 12(25.0) 5(10.4) 11(22.9) 15(31.3) 5(10.4)

13.537

(0.331)

1∼3회 미만 33(26.8) 29(23.6) 20(16.3) 18(14.6) 23(18.7)

3∼4회 9(20.5) 13(29.5) 6(13.6) 10(22.7) 6(13.6)

5회 이상 14(22.2) 16(25.4) 9(14.3) 15(23.8) 9(14.3)

해외체류경험

없음 52(24.8) 48(22.9) 35(16.7) 47(22.4) 28(13.3)

14.667

(0.140)

1∼3개월 미만 11(19.0) 15(25.9) 10(17.2) 9(15.5) 13(22.4)

3∼5개월 1(20.0) 0(0.0) 0(0.0) 1(20.0) 3(60.0)

6개월 이상 4(66.7) 0(0.0) 1(16.7) 1(16.7) 0(0.0)

해외취업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음 59(24.7) 51(21.3) 39(16.3) 55(23.0) 35(14.6) 5.924

(0.205)있음 9(23.1) 12(30.8) 7(17.9) 3(7.7) 8(20.5)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아니다 3(100.0) 0(0.0) 0(0.0) 0(0.0) 0(0.0)

58.530

(0.000***)

보통이다 13(56.5) 7(30.4) 2(8.7) 1(4.3) 0(0.0)

그렇다 38(25.7) 39(26.4) 33(22.3) 26(17.6) 12(8.1)

대단히 그렇다 14(13.5) 17(16.3) 10(9.6) 31(29.8) 32(30.8)

(표 Ⅳ-19) 인구사회 요인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프로그램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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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교육 프로그램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외국어 능력 함양

아니다 1(100.0) 0(0.0) 0(0.0) 0(0.0) 0(0.0)

26.698

(0.003**)

보통이다 11(47.8) 4(17.4) 3(13.0) 3(13.0) 2(8.7)

그렇다 37(27.2) 36(26.5) 26(19.1) 24(17.6) 2(9.6)

대단히 그렇다 19(16.1) 23(19.5) 16(13.6) 31(26.3) 29(24.6)

현지 업무 정보

아니다 3(75.0) 1(25.0) 0(0.0) 0(0.0) 0(0.0)

53.899

(0.000***)

보통이다 17(51.5) 8(24.2) 1(3.0) 6(18.2) 1(3.0)

그렇다 33(25.6) 36(27.9) 28(21.7) 23(17.8) 9(7.0)

대단히 그렇다 15(13.4) 18(16.1) 16(14.3) 29(25.9) 34(30.4)

현지 생활 정보

아니다 4(80.0) 0(0.0) 1(20.0) 0(0.0) 0(0.0)

78.817

(0.000***)

보통이다 25(51.0) 14(28.6) 3(6.1) 6(12.2) 1(2.0)

그렇다 29(21.8) 35(26.3) 32(24.1) 28(21.1) 9(6.8)

대단히 그렇다 10(11.1) 13(14.4) 9(10.0) 24(26.7) 3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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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교육 프로그램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현지 자격증 정보

전혀 아니다 1(50.0) 0(0.0) 1(50.0) 0(0.0) 0(0.0)

54.188

(0.000***)

아니다 11(55.0) 4(20.0) 1(5.0) 4(20.0) 0(0.0)

보통이다 20(29.9) 21(31.3) 9(13.4) 10(14.9) 7(10.4)

그렇다 27(22.9) 29(24.6) 27(22.9) 25(21.2) 10(8.5)

대단히 그렇다 9(12.7) 9(12.7) 7(9.9) 19(26.8) 27(38.0)

현지 사업 정보

전혀 아니다 1(100.0) 0(0.0) 0(0.0) 0(0.0) 0(0.0)

80.848

(0.000***)

아니다 7(46.7) 5(33.3) 1(6.7) 2(13.3) 0(0.0)

보통이다 26(43.3) 20(33.3) 5(8.3) 7(11.7) 2(3.3)

그렇다 26(22.0) 28(23.7) 30(25.4) 24(20.3) 10(8.5)

대단히 그렇다 8(9.5) 10(11.9) 9(10.7) 25(29.8) 32(38.1)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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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해외 구인 및 창업에 대한 정

보제공 및 개발
-

3

(1.1)

48

(17.1)

136

(48.4)

94

(33.5)

2
선진국과 격차 없는 전공교육

및 교육자료

1

(0.4)

6

(2.1)

65

(23.1)

125

(44.5)

84

(29.9)

3 외국어 교육과정 제공
1

(0.4)

8

(2.9)

57

(20.4)

124

(44.3)

90

(32.1)

4
경험축적을 위한 해외 인턴과

정 제공
-

4

(1.4)

35

(12.5)

101

(35.9)

141

(50.2)

(표 Ⅳ-20)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 요구 빈도분석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과 관련하여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대

학원생들이 해외진출․취업을 희망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육프

로그램이 무엇인가를 각 독립변수별 차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

령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으며, 학년 변수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p<0.01)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과 변수에서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다.

인구사회 요인에서는 외국어 능력 함양 변수에서 의미 있는 차

이(p<0.01)가 나타났으며,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현지 업무

정보, 현지 생활 정보, 현지 자격증 정보, 현지 사업 정보 변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다.

6. 해외진출 및 취업에 필요한 정책

연구대상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이나 취업에 대하여

국가 및 정부가 마련해주거나 뒷받침해주기를 바라는, 또는 선호

하는 정책을 선택한 설문의 빈도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Ⅳ-20)

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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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5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1

(0.4)

12

(4.3)

48

(17.1)

92

(32.9)

127

(45.4)

6 관련 해외기업과의 교류
3

(1.1)

23

(8.2)

27

(9.6)

97

(34.6)

131

(46.6)

7
해외취업 및 진출을 위한 경

제적 지원

2

(0.7)

19

(6.8)

33

(11.7)

72

(25.6)

155

(55.2)

8 해외에서의 자격취득 지원
1

(0.4)

13

(4.6)

69

(24.6)

117

(41.6)

81

(28.8)

9
면허증 및 자격증의 해외통용

제도 마련

2

(0.7)

7

(2.5)

58

(20.6)

112

(39.9)

102

(36.3)

본 연구대상 대학․대학원생들이 해외진출․취업을 희망하는

데 있어 국가와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를 그렇다／대단히 그렇다의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➀ 경험축적을 위한 해외 인턴과정 제공(86.1％), ➁ 해

외 구인 및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개발((81.9％), ➂ 관련 해

외기업과의 교류(81.2％), ➃ 해외취업 및 진출을 위한 경제적 지

원(80.8％), ➄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78.3％), ➅ 외국어 교육과

정 제공(76.4％), ➆ 면허증 및 자격증의 해외통용 제도 마련(76.

2％), ➇ 선진국과 격차 없는 전공교육 및 교육자료(74.4％), ➈ 

해외에서의 자격취득 지원(70.4％)의 순서로 선택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 대학 및 대학생들이 해외진출과 취업의 의사와 관련

하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 내용을 각 변수별로 파악한 결과

는 다음의 (표 Ⅳ-21) 및 (표 Ⅳ-22)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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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정책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성별
남성 33(32.4) 20(19.6) 19(18.6) 13(12.7) 17(16.7) 15.077

(0.005**)여성 25(14.0) 40(22.3) 42(23.5) 41(22.9) 31(17.3)

연령

19∼24세 38(17.8) 44(20.6) 42(19.6) 48(22.4) 42(19.6)
16.953

(0.015*)
25∼30세 17(29.3) 15(25.9) 16(27.6) 6(10.3) 4(6.9)

31세 이상 3(33.3) 1(11.1) 3(33.3) 0(0.0) 2(22.2)

학년

대학 1∼2학년 25(20.8) 19(15.8) 20(16.7) 28(23.3) 28(23.3)
15.964

(0.043*)
대학 3∼4학년 19(17.1) 30(27.0) 26(23.4) 20(18.0) 16(14.4)

대학원 이상 11(25.6) 11(25.6) 13(30.2) 5(11.6) 3(7.0)

학과

식품영양학과 8(11.3) 16(22.5) 23(32.4) 17(23.9) 7(9.9)

74.551

(0.000***)

물리치료학과 1(3.7) 8(29.6) 8(29.6) 5(18.5) 5(18.5)

조리학과 27(17.6) 32(20.9) 26(17.0) 32(20.9) 36(23.5)

수의학과 22(73.3) 4(13.3) 4(13.3) 0(0.0) 0(0.0)
*p<0.05, **p<0.01, ***p<0.001

(표 Ⅳ-21) 일반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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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정책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해외여행경험

없음 14(28.6) 10(20.4) 9(18.4) 5(10.2) 11(22.4)

9.079

(0.696)

1∼3회 미만 24(19.5) 24(19.5) 28(22.8) 26(21.1) 21(17.1)

3∼4회 10(22.2) 12(26.7) 8(17.8) 10(22.2) 5(11.1)

5회 이상 9(14.3) 14(22.2) 16(25.4) 13(20.6) 11(17.5)

해외체류경험

없음 47(22.2) 46(21.7) 42(19.8) 38(17.9) 39(18.4)

9.143

(0.648)

1∼3개월 미만 9(15.5) 12(20.7) 17(29.3) 13(22.4) 7(12.1)

3∼5개월 1(20.0) 0(0.0) 1(20.0) 1(20.0) 2(40.0)

6개월 이상 1(16.7) 2(33.3) 1(16.7) 2(33.3) 0(0.0)

해외취업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음 47(19.5) 49(20.3) 52(21.6) 50(20.7) 43(17.8) 4.036

(0.401)있음 10(25.6) 11(28.2) 9(23.1) 4(10.3) 5(12.8)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아니다 3(100.0) 0(0.0) 0(0.0) 0(0.0) 0(0.0)

60.544

(0.000***)

보통이다 12(50.0) 6(25.0) 3(12.5) 2(8.3) 1(4.2)

그렇다 36(24.3) 34(23.0) 36(24.3) 32(21.6) 10(6.8)

대단히 그렇다 7(6.7) 19(18.1) 22(21.0) 20(19.0) 37(35.2)

(표 Ⅳ-22) 인구사회 요인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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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정책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외국어 능력 함양

아니다 1(100.0) 0(0.0) 0(0.0) 0(0.0) 0(0.0)

62.088

(0.000***)

보통이다 11(45.8) 5(20.8) 4(16.7) 3(12.5) 1(4.2)

그렇다 37(27.2) 36(26.5) 28(20.6) 28(20.6) 7(5.1)

대단히 그렇다 9(7.6) 18(15.1) 29(24.4) 23(19.3) 40(33.6)

현지 업무 정보

아니다 3(75.0) 1(25.0) 0(0.0) 0(0.0) 0(0.0)

87.329

(0.000***)

보통이다 18(52.9) 9(26.5) 4(11.8) 0(0.0) 3(8.8)

그렇다 32(24.6) 36(27.7) 30(23.1) 24(18.5) 8(6.2)

대단히 그렇다 5(4.5) 13(11.6) 27(24.1) 30(26.8) 37(33.0)

현지 생활 정보

아니다 4(80.0) 0(0.0) 1(20.0) 0(0.0) 0(0.0)

80.662

(0.000***)

보통이다 24(48.0) 14(28.0) 7(14.0) 4(8.0) 1(2.0)

그렇다 25(18.7) 34(25.4) 36(26.9) 26(19.4) 13(9.7)

대단히 그렇다 5(5.6) 10(11.1) 17(18.9) 24(26.7) 34(37.8)



- 102 -

단위： 명, ％ (n=281)

변수 구분

해외진출․취업 정책
χ2

(p-value)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현지 자격증 정보

전혀 아니다 0(0.0) 1(50.0) 0(0.0) 0(0.0) 1(50.0)

83.295

(0.000***)

아니다 9(45.0) 0(0.0) 9(45.0) 2(10.0) 0(0.0)

보통이다 24(34.8) 16(23.2) 15(21.7) 8(11.6) 6(8.7)

그렇다 23(19.5) 31(26.3) 28(23.7) 26(22.0) 10(8.5)

대단히 그렇다 2(2.8) 11(15.5) 9(12.7) 18(25.4) 31(43.7)

현지 사업 정보

전혀 아니다 1(100.0) 0(0.0) 0(0.0) 0(0.0) 0(0.0)

102.725

(0.000***)

아니다 10(66.7) 1(6.7) 3(20.0) 1(6.7) 0(0.0)

보통이다 26(42.6) 14(23.0) 15(24.6) 5(8.2) 1(1.6)

그렇다 18(15.1) 34(28.6) 27(22.7) 29(24.4) 11(9.2)

대단히 그렇다 3(3.6) 10(11.9) 16(19.0) 19(22.6) 36(42.9)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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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해외

취업1

해외

취업2

해외

취업3

해외

취업4

해외

취업5

해외

취업6

해외

취업1
1

해외

취업2
-0.459** 1

해외

취업3
0.550** -0.440** 1

해외

취업4
0.522** -0.144 0.343** 1

(표 Ⅳ-23) 하위영역별 특성의 상관관계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대학원생들이 해

외진출․취업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

요한가를 각 독립변수별 차이로 살펴보면, 성별 변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p<0.01)를 보였고, 연령과 학년 변수에서도 동일하게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과 변수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다.

인구사회적 변수에서는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외국어 능

력 함양, 현지 업무 정보, 현지 생활 정보, 현지 자격증 정보, 현

지 사업 정보 요인 등에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다.

제4절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

1.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의 기술통계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어 종속

변수인 해외취업 의사 하위영역별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

용은 아래의 (표 Ⅳ-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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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해외

취업1

해외

취업2

해외

취업3

해외

취업4

해외

취업5

해외

취업6

해외

취업5
0.524** -0.334** 0.419** 0.437** 1

해외

취업6
0.449** -0.258* 0.458** 0.394** 0.653** 1

해외취업1： 의사 수준, 해외취업2： 의사 없음 이유, 해외취업3： 의사 있음

이유, 해외취업4： 선호 지역, 해외취업5： 취업 교육, 해외취업6： 취업정책
*p<0.05, **p<0.01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상수) 9.374 2.426 0.000

성별 -0.010 0.596 -0.001 0.986

연령 -0.010 0.848 -0.001 0.991

지역_1 1.454 0.621 0.119* 0.020

지역_2 1.256 0.746 0.083 0.093

지역_3 -0.554 0.872 -0.032 0.526

(표 Ⅳ-24) 독립변수의 해외진출 및 취업의사 영향관계

분석 결과와 같이, 해외취업 의사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사 없음과는 모두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2. 회귀분석 기술통계 내용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특성(독립변수)에 따른 하위변수(종속변

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내용 중 첫 번째로 해외진출 및 취업의

사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Ⅳ-24)의 내용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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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학년_1 -1.765 0.744 -0.155* 0.018

학년_2 -2.146 1.225 -0.141 0.081

학과_1 0.574 1.128 0.030 0.611

학과_2 3.391 0.884 0.302*** 0.000

학과_3 -5.443 1.142 -0.302*** 0.000

해외여행경험 1.573 0.723 0.107* 0.030

해외체류경험 0.257 0.660 0.020 0.698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경험 1.538 0.776 0.095* 0.049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2.072 0.456 0.247*** 0.000

외국어 능력 함양 -0.286 0.455 -0.033 0.530

현지 업무 정보 -0.253 0.546 -0.033 0.643

현지 생활 정보 1.119 0.563 0.151* 0.048

현지 자격증 정보 -0.209 0.361 -0.034 0.564

현지 사업 정보 0.240 0.420 0.038 0.568

R2 0.524

Adjusted R2 0.487

F(p-value) 14.400(0.000***)

더미화 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연령(19-24세=0, 25세 이상=1),

지역(서울/수도권=0, 광역시=더미1, 중소도시=더미2, 농어촌/기타=더

미3, 학년(1-2학년=0, 3-4학년=더미1, 대학원 이상=더미2), 학과(식품

영양학과=0, 물리치료학과=더미1, 조리학과=더미2, 수의학과=더미3),

해외여행경험(없음=0, 있음=1), 해외체류경험(없음=0, 있음=1), 해외취

업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0, 있음=1)

Durbin Watson： 1.838,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195-3.374
*p<0.05, **p<0.01, ***p<0.00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의사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F=14.4004(p<0.001)로 적합

하였다. 또한 Durbin Watson값 1.838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고,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195-3.37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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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에는 지역(광역시), 학년, 학과, 해외여행경험, 해외

취업 프로그램 참여경험,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현지 생활 정보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52.5%이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해외진출 및 취업의사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1=9.374+1.454*X1-1.765*X2+3.391*X3-5.443*X4+1.573*X5+1

.538*X6+2.072*X7+1.119*X8

[Y1=해외진출 및 취업의사, X1=지역1(광역시), X2=학년_1(3,

4학년), X3=학과_2(조리학과), X4=학과_3(수의학과), X5=

해외여행경험, X6=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 경험, X7=해외

진출 교육 및 준비, X8=현지 생활 정보]

위의 회귀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은 광역시에 거주하

는 학생의 취업 의사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3, 4학년과 학과는 수의학과에서 해외진출 및 취업의사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과에서 조리학과와 해

외여행경험 및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 경험이 있는 군,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현지생활에 대한 훈련 및 정보가 해외취업 및 취

업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해외진출 및 취업의사 없음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Ⅳ-25)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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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상수) 43.861 7.656 0.000

성별 1.101 1.779 0.080 0.538

연령 1.770 2.291 0.122 0.443

지역_1 -1.596 2.094 -0.098 0.449

지역_2 -2.574 2.372 -0.145 0.282

지역_3 2.590 2.571 0.133 0.318

학년_1 2.144 2.330 0.155 0.361

학년_2 3.794 3.568 0.213 0.292

학과_1 -2.092 2.976 -0.111 0.485

학과_2 0.451 2.693 0.031 0.867

학과_3 2.920 2.900 0.176 0.318

해외여행경험 1.397 2.168 0.076 0.522

해외체류경험 -1.232 1.936 -0.074 0.527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경험 -4.949 2.248 -0.255* 0.031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1.360 1.388 -0.127 0.331

외국어 능력 함양 -1.950 1.431 -0.187 0.178

현지 업무 정보 0.581 1.486 0.062 0.697

현지 생활 정보 1.090 1.717 0.117 0.528

현지 자격증 정보 -0.870 1.163 -0.113 0.457

현지 사업 정보 -1.477 1.360 -0.191 0.282

R2 0.403

Adjusted R2 0.220

F(p-value) 2.200(0.010*)

(표 Ⅳ-25) 독립변수의 해외 취업의사 없음 영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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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더미화 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연령(19-24세=0, 25세 이상=1),

지역(서울/수도권=0, 광역시=더미1, 중소도시=더미2, 농어촌/기타=더

미3, 학년(1-2학년=0, 3-4학년=더미1, 대학원 이상=더미2), 학과(식품

영양학과=0, 물리치료학과=더미1, 조리학과=더미2, 수의학과=더미3),

해외여행경험(없음=0, 있음=1), 해외체류경험(없음=0, 있음=1), 해외취

업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0, 있음=1)

Durbin Watson： 2.338,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386-4.178
*p<0.05, **p<0.01, ***p<0.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의사 없음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F=2.200(p<0.05)로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 Watson값 2.338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는 독립적이었고,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386-4.178로 10을 넘

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취업의사 없음에

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40.3%이다. 또한 연구대

상자의 해외진출 및 취업의사 없음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다음

과 같다.

Y2=43.861-4.949*X1

[Y2=해외진출 및 취업의사 없음, X1=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

경험]

위의 회귀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 경

험이 있는 군에서 해외취업 및 취업의사 없음의 영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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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상수) 22.949 4.366 0.000

성별 -1.666 1.082 -0.110 0.125

연령 0.142 1.599 0.008 0.929

지역_1 -0.173 1.138 -0.011 0.879

지역_2 -0.039 1.353 -0.002 0.977

지역_3 -1.868 1.557 -0.085 0.232

학년_1 -2.293 1.335 -0.155 0.087

학년_2 -1.881 2.323 -0.090 0.419

학과_1 -0.568 2.129 -0.022 0.790

학과_2 0.567 1.621 0.038 0.727

학과_3 -7.276 2.592 -0.216** 0.005

해외여행경험 -0.351 1.285 -0.019 0.785

해외체류경험 -0.033 1.191 -0.002 0.978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경험 0.692 1.385 0.034 0.618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2.233 0.860 0.208* 0.010

외국어 능력 함양 0.389 0.834 0.036 0.641

현지 업무 정보 1.440 1.065 0.142 0.178

현지 생활 정보 -0.580 1.071 -0.060 0.588

현지 자격증 정보 1.323 0.658 0.167* 0.046

현지 사업 정보 -0.516 0.751 -0.061 0.493

R2 0.223

Adjusted R2 0.152

F(p-value) 3.134(0.000***)

(표 Ⅳ-26) 독립변수의 해외 취업의사 있음 영향관계

세 번째, 해외진출 및 취업의사 있음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내

용은 다음의 (표 Ⅳ-26)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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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더미화 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연령(19-24세=0, 25세 이상=1),

지역(서울/수도권=0, 광역시=더미1, 중소도시=더미2, 농어촌/기타=더

미3, 학년(1-2학년=0, 3-4학년=더미1, 대학원 이상=더미2), 학과(식품

영양학과=0, 물리치료학과=더미1, 조리학과=더미2, 수의학과=더미3),

해외여행경험(없음=0, 있음=1), 해외체류경험(없음=0, 있음=1), 해외취

업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0, 있음=1)

Durbin Watson： 2.082,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246-3.334
*p<0.05, **p<0.01, ***p<0.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의사 있음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모형은 F=3.134(p<0.001)로 적합

하였다. 또한 Durbin Watson값 2.082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고,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246-3.334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취업의사 있음

이유에는 학과,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현지 자격증 취득 정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

력은 22.3%이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해외진출 및 취업의사 있음

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3=22.949-7.276*X1+2.233*X2+1.323*X3

[Y3=해외진출 및 취업의사 없음, X1=학과_3(수의학과), X2=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X3=현지 자격증 취득 정보]

위의 회귀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과에서 수의학과의 해

외진출 및 취업의사 있음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와 현지 자격증 취득 정보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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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상수) 14.814 2.433 0.000

성별 0.322 0.597 0.034 0.590

연령 -0.796 0.849 -0.075 0.350

지역_1 0.624 0.622 0.063 0.317

지역_2 0.785 0.741 0.064 0.290

지역_3 1.164 0.877 0.082 0.186

학년_1 -0.387 0.745 -0.042 0.604

학년_2 -0.649 1.227 -0.052 0.597

학과_1 0.549 1.128 0.036 0.627

학과_2 2.189 0.882 0.240* 0.014

학과_3 -2.429 1.143 -0.165* 0.035

해외여행경험 0.781 0.724 0.065 0.282

해외체류경험 -0.984 0.660 -0.093 0.137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경험 0.597 0.778 0.045 0.443

전공교육 중 교육 및 준비 0.696 0.457 0.102 0.129

외국어 능력 함양 -0.580 0.456 -0.083 0.204

현지 업무 정보 0.893 0.546 0.142 0.103

현지 생활 정보 -0.134 0.564 -0.022 0.813

현지 자격증 정보 0.430 0.361 0.086 0.235

현지 사업 정보 0.190 0.420 0.037 0.651

R2 0.276

(표 Ⅳ-27) 독립변수의 해외진출 및 취업 선호지역 영향관계

외진출 및 취업의사 있음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네 번째로, 일반 요인 및 사회 요인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중 선호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Ⅳ-27)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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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Adjusted R2 0.221

F(p-value) 5.013(0.000***)

더미화 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연령(19-24세=0, 25세 이상=1),

지역(서울/수도권=0, 광역시=더미1, 중소도시=더미2, 농어촌/기타=더

미3, 학년(1-2학년=0, 3-4학년=더미1, 대학원 이상=더미2), 학과(식품

영양학과=0, 물리치료학과=더미1, 조리학과=더미2, 수의학과=더미3),

해외여행경험(없음=0, 있음=1), 해외체류경험(없음=0, 있음=1), 해외취

업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0, 있음=1)

Durbin Watson： 2.012,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196-3.372
*p<0.05, **p<0.01, ***p<0.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선호 지역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5.013(p<0.001)로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 Watson값 2.012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고,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196-3.372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결

과적으로, 취업의사 지역에는 학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7.6%이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해외진출 및 취업 선호지역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다

음과 같다.

Y4=14.814+2.189*X1-2.429*X2

[Y4=해외진출 및 취업 선호지역, X1=학과_2(조리학과), X2=

학과_3(수의학과)]

위의 회귀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과에서 조리학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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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상수) 9.389 1.593 0.000

성별 0.005 0.390 0.000 1.000

연령 -0.414 0.551 -0.051 0.454

지역_1 0.169 0.406 0.022 0.678

지역_2 0.134 0.481 0.014 0.781

지역_3 0.397 0.563 0.037 0.481

학년_1 -0.599 0.484 -0.83 0.217

학년_2 0.159 0.797 0.017 0.842

학과_1 0.729 0.733 0.061 0.320

학과_2 1.412 0.573 0.200* 0.014

학과_3 -2.786 0.744 -0.245** 0.000

해외여행경험 0.303 0.472 0.033 0.522

해외체류경험 0.070 0.428 0.009 0.871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경험 0.160 0.505 0.016 0.752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1.402 0.297 0.264** 0.000

외국어 능력 함양 0.558 0.297 0.102 0.061

현지 업무 정보 -0.389 0.354 -0.080 0.274

현지 생활 정보 0.794 0.366 0.170* 0.031

현지 자격증 정보 0.521 0.235 0.135* 0.028

현지 사업 정보 0.425 0.273 0.106 0.121

R2 0.490

(표 Ⅳ-28) 독립변수의 해외진출 및 취업 교육 프로그램 항목 영향

외진출 및 취업선호지역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수의학과는 유의한 낮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각 독립변수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Ⅳ-28)의 내용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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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Adjusted R2 0.453

F(p-value) 12.688(0.000***)

더미화 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연령(19-24세=0, 25세 이상=1),

지역(서울/수도권=0, 광역시=더미1, 중소도시=더미2, 농어촌/기타=더

미3, 학년(1-2학년=0, 3-4학년=더미1, 대학원 이상=더미2), 학과(식품

영양학과=0, 물리치료학과=더미1, 조리학과=더미2, 수의학과=더미3),

해외여행경험(없음=0, 있음=1), 해외체류경험(없음=0, 있음=1), 해외취

업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0, 있음=1)

Durbin Watson： 2.085,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198-3.378
*p<0.05, **p<0.01, ***p<0.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교육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12.688(p<0.001)로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 Watson값 2.085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고, 분산팽창계수

인 VIF는 1.198-3.378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는 학과,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현지 생활 정보, 현지 자격증 취득 정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49.0%이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해외진출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항목의 영향

요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5=9.389+1.412*X1-2.786*X2+1.402*X3+0.794*X4+0.521*X5

[Y5=해외진출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항목, X1=학과_2(조리

학과), X2=학과_3(수의학과), X3=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X4=현지 생활 정보, X5=현지 자격증 취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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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상수) 13.567 2.326 0.000

성별 0.446 0.571 0.040 0.435

연령 0.467 0.814 0.038 0.567

지역_1 0.182 0.596 0.016 0.761

지역_2 0.028 0.711 0.002 0.969

지역_3 -0.103 0.831 -0.006 0.902

학년_1 -1.455 0.714 -0.134* 0.043

학년_2 -1.965 1.176 -0.135 0.096

학과_1 2.179 1.081 0.120* 0.045

학과_2 -0.042 0.845 -0.004 0.961

학과_3 -4.617 1.095 -0.268*** 0.000

해외여행경험 1.368 0.690 0.098* 0.048

해외체류경험 -0.878 0.633 -0.071 0.166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경험 -0.668 0.746 -0.042 0.371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1.151 0.438 0.144** 0.009

외국어 능력 함양 1.692 0.437 0.206*** 0.000

현지 업무 정보 0.491 0.523 0.067 0.349

현지 생활 정보 1.128 0.541 0.160* 0.038

현지 자격증 정보 0.197 0.346 0.034 0.569

(표 Ⅳ-29) 독립변수의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 항목 영향관계

위의 회귀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과에서 조리학과는 해외

진출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의학과는 해외진출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항

목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진

출 교육 및 준비, 현지 생활정보, 현지자격증 정보가 해외진출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내용

은 다음의 (표 Ⅳ-29)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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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value

B S.E. β

현지 사업 정보 0.984 0.403 0.162* 0.015

R2 0.515

Adjusted R2 0.479

F(p-value) 14.050(0.000***)

더미화 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연령(19-24세=0, 25세 이상=1),

지역(서울/수도권=0, 광역시=더미1, 중소도시=더미2, 농어촌/기타=더

미3, 학년(1-2학년=0, 3-4학년=더미1, 대학원 이상=더미2), 학과(식품

영양학과=0, 물리치료학과=더미1, 조리학과=더미2, 수의학과=더미3),

해외여행경험(없음=0, 있음=1), 해외체류경험(없음=0, 있음=1), 해외취

업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0, 있음=1)

Durbin Watson： 1.855,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197-3.374
*p<0.05, **p<0.01, ***p<0.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 항목에 대한 영향

관계 분석 결과는, 회귀모형은 F=14.050(p<0.001)로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 Watson값 1.855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는 독립적이었고,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197-3.374로 10을 넘

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취업 정책에는 학년, 학

과, 해외여행 경험,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외국어 능력 함양, 현

지 생활 정보, 현지 사업 정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51.5%이다. 또한 연구대상

자의 해외진출 및 취업정책 항목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6=13.567-1.455*X1+2.179*X2-4.617*X3+1.368*X4+1.151*X5+

1.692*X6+1.128*X7+0.984*X8

[Y6=해외진출 및 취업정책 항목, X1=학년_1(3, 4학년),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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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_1(물리치료학과), X3=학과_3(수의학과), X4=해외여

행경험, X5=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X6=외국어 능력 함

양, X7=현지 생활 정보, X8=현지 사업 정보]

위의 회귀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에서 3, 4학년과 학과

에서 수의학과가 해외진출 및 취업정책 항목에 대한 영향이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과에서 물리치료학과는 해외진출

밑 취업정책 항목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외여행경험,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외국어 능력 함양, 현지

생활 정보, 현지 사업 정보는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 항목에 유

의미하게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전문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및 취업 사례

해외취업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국내취업과 달리 삶의 터전

이었던 고국을 떠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개인의 엄

청난 삶의 변화를 수반하기에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세밀하게 고

민해야 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차원의 해외진출 이외

의 방법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외취업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인 정서였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 및 교통과 통신의 글로벌화에

따라 인력의 이동과 자본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해외취업

의 사례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양적연구의 내용 및 방법적 맹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전문직 서비스업종 전공자로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마친 후 해외진출을 통하여 외국기업에 취업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

성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 신상 정보 내용은 아래의 (표 Ⅳ-30)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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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

연령 33세

성별 女

취업 지역 미국

취업 회사명 Timothy Haahs & Associates inc.

연봉 수준 약 ＄50,000 초반

(표 Ⅳ-30) 사례연구 대상의 일반 신상

용과 같다.

Timothy Haahs는 미국 Philadelphia에 본사를 두고 Miami,

Atlanta, New Brunswick, Jacksonville에 지사를 둔 E&A, 엔지니어

링 건축디자인 회사이다. Timothy Haahs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접근방식으로 복합시설, 주거

시설,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 다양한 건축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국

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최○○ 씨는 건축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지방 광역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학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였다. 하지

만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점은 대단히 특별한 커리어가 없이는 어느

정도 성적이 높다 하더라도 국내 취업전선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어

려운 상황이었다. 최○○ 씨 역시 재학 당시에 각종 건축 공모전과

국내외 우수한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특강 및 워크샵에 열심히 참여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장벽들과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기 어려웠다.

“물론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 그래도 나름대로

는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교육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대로 이력서 한 장 내기가 어려웠어요. 저보다 훨씬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했으니까요. 글쎄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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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여성이 아무래도 진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

학부 졸업 후에 최○○ 씨는 특별히 학업에 대한 의지보다는 취

업의 어려움과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로 학교 외에서 낮은 수준의 전공 관련 작업을 아르바이트 형

식으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 중 지난 2012년에 재학 중에

있던 대학교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건축가 특강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건축가를 만나게 되었으며, 특강의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한편, 선배 건축가 및 미국의 건축학

도들과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솔직히 … 학부나 대학원 재학 중일 때도 해외취업에 대해

서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거의 무관심 … 세미나에서

‘미국으로 와라. 우리는 실력만 본다.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이

다. 상품이 좋으면 대가(代價)를 충분히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

요. … 싶지 않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워낙 컸었던 탓도 있었

겠지만 … 그리고 이 문제를 성별의 문제로 몰고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 회사 내의 여러 사무실 사진을 보여주

는 중에,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이후 최○○ 씨는 해외취업을 목표로 삼고, 더욱 학업에 집중하는

한편, 초기 정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직접 현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대학원 졸업 후

2014년 5월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에는 H1B Visa 신청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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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되었기 때문에, 2015년 상반기까지 회사가 있는 필라델피아에

집중어학연수 코스를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으

로 출국했다.

사실 스스로 평가하기를, 최○○ 씨의 영어 실력은 “절망적”이었

다고 한다. 처음 어학코스 학교에 가서 받은 레벨테스트에서 Lower

intermediate가 나왔다. 물론 한국에서부터 Timothy Haahs & 

Associates inc.는 물론 주변의 여러 건축회사에 취업을 의뢰하였고, 몇 

회사로부터 인터뷰 제안이 오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전문

직종의 경우에 회사 임원들과의 면접이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어학

실력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정말 지독한 노력과 연습으로

2015년에 High intermediate 레벨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각 회

사 임원들과의 면접에서 유창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스스로의 열정

과 포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취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 이것은 어학연수나 여행과는

달리 정말 절실하고 현실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철저한 자기싸움과 고독을 이겨내야 했어요. 그래도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해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길도

없었으니까요 …”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학부와 대

학원 과정 중에 각종 건축 공모전에 참여하고 수상하였던 경력과

작품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2016년에 결국 Timothy Haahs & 

Associates inc.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

“특별한 요령이라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영어공부는 필수로

해야 하고, 깊은 정보가 없더라도 일단 많은 회사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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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꾸 인터뷰를 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요. … 인터

뷰 할 때도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설사 채용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날 인터뷰 했었던

질문들을 잘 곰곰이 생각해서, 스스로의 인터뷰 리스트를 만

들어 연습하면 훨씬 도움이 되요. …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최○○ 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미국

동부에서 주차복합 빌딩 분야에 전문성을 두고 성장하였으며, 한걸

음 더 회사 규모를 키우려는 시점에서 건축설계디자인 분야의 업무

를 넓히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디자이너의 수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분야에 지원을 했던 것이 주요 요인이었

으며, 면접 당시에도 디자인작업에 대한 자신감과, 앞으로 주차빌딩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포

부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당시 면접관들은 최○○ 씨의 적극적인 모

습을 보고, 업무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영어실력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현재는 건축설계디자인 팀의 정

규직 프로젝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동료 디자이너들

과 함께 건축물이 지어지는 전 과정에서 기능적 요소, 시각적 요소

를 적절히 설계하여 투박하지 않고 매력적인 주차복합빌딩을 만드

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일단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분명한 주 5일 근무라서 비

교적 개인 시간이 충분해요.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많다는 뜻인데, 어쩌면 이런 면이 경쟁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

요. … 회사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요. 한국에서는 사회 초년생

이 직장 내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딱딱한 분위기

가 큰데,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요. 위아래 구분이 거의 없다고 해야 할까 … 다양성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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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위계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그리고 물론, 해외에서의 직장생활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도 말하고 있다.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도 아직 초기이지만 …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또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

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해

외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 소위 ‘헝그리 정신’도 필요해요.

정말 강한 정신력이 아니고는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

아요. … 외롭고, 사람들의 의식도 다르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 많은 것을 이겨내야 해요. 그리고 … 오직 실력과 능

력이에요. 특히 외국인인 만큼 더욱 스트레스가 큰데, 오직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수밖에는 …”

최○○ 씨는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회사는 이윤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처럼 누가 공부를 잘 하는가에 집중하

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회사의 발전과 효율적인 업

무에 도움이 되어, 가치 있는 인적자원이 될 지에 집중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개인의 성적이나 학력, 각종 시험점수를 부각시키기 보

다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

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해외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채용정보 제공과 국비지원금, 멘토링 분야에

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일단, 비자지원 업체 정보를 정확히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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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비자지원을 구두로 약속한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지

원을 취소하는 업체와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과 비자지원을

위해 증가한 소득에 대한 tax까지)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어요.

…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정부

나 해외취업 지원 분야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최○○ 씨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정보공유를 하였던 친구들

을 보면, 서류 통과 후 면접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을 보았고, 그 부분에서 아 쉽게 기회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았

다고 한다. 그만큼 대부분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과의 면접 방

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스카이프(skype), 페이스타임

(Face Time)과 같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하면서 면접 연습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앱은 개인이 면접이라는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조

금씩 한계점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 해외취업 지원생

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영상면접관련 시설을 만들어

지원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지원을 통하여 해외 취업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멘토링에도

활용 가능 할 것 같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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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논의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고등교육은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

26.9%에서 1990년에도 27.1%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9년도에는

77.8%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71%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015년 기준으로 OECD 평균 41%). 이와 같이 교육시장에

서 고학력자의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하

향취업 문제와 이로 인한 학력과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71)

이와 같이 높아진 대학진학율과 더불어 고학력자 공급의 증가,

구인․구직난의 공존 현상 등으로 양적 미스매치(job mismatch)

문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여 왔으며, 또한 적정 일자리 이하에

취업하거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등 청년층의

질적 미스매치(skill mismatch)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

고 있다.72) 또한 미스매치의 방향도 학력이나 기술 수준이 업무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미스매치(상향취업)와 업무 내용에 비해

본인이 갖춘 학력이나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스매

치(하향취업)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인

71) 황광훈(2017). 이슈분석1_청년층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직장이동. 고용이슈, 10(3), p.7

72) 전주용, 강순희, 김미란, 남기곤, 민주홍(201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서울： 한국고

용정보원. pp.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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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임금이나 일자리의 질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73) 특히 본 연구의 주제 및 연구대상이 된 청년층은 우리나라

및 사회의 특성상 어린 시절의 학교에서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루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스펙을 준비하면서 치열한 취업시장의

좁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더욱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상당수의 청년취업자들이

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임금 및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공

무원 등)나 자신의 역량 수준과 패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잦은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개별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수

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이 상이하면, 인적자원이 효

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거시경제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 문제는 시간이 흐

를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실업의 문제를 야기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시키

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해외취업 사업들에 대하여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즉, 해외취업 실적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만하지만 취업상태 단기유지, 단순노무직으로

의 직종편중 등 질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다른 직종에 비해 사

무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74)

73) 류기락(2014). 노동시장 제도와 미스매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4), p.111

74) 김호원, 이종구(2017). 해외 취업 참여경험이 취업의 질(Quality)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7(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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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기반으로, 청년실업 해소 차

원의 정책방안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서비스업 및 전문직 서비

스업종의 해외진출과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즉, 보다 적극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해외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국가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고용문제의 해소에도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과거 경제개발 시기에 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산업화의 조기완

료는 물론 고도성장을 실현한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현재 시점

에서 서비스업 수출산업화 전략은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 및 인력의 수출은 제조업의 상

품수출과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등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으로 공급되

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

출되는 제조업 및 제품과는 달리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진출이 불가피하다. 제품이나 상품의 수출이기에 앞서

사람 및 인력의 수출이 대부분의 형태이니만큼 무엇보다 젊은 미

래 인력의 관심과 의도가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없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전문직 서비스업종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

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취업의 의사수준과 해외진

출을 위한 사회적․정부적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으

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Ⅴ

-1)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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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순위 결과내용

해외진출

비선호 이유

1 외국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2 초기 체류비 등의 경제적 요인 때문에

3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4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5 해외에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6 다시 귀국할 경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7 소득보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8
해외에서 다시 면허증 및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

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9
국내에서 충분히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기 때

문에

10 일이 힘들 것 같아서

11 지인(知人) 및 주위에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해외진출

선호 이유

1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2 발전성이 있을 것 같아서

3
외국 경험이 차후에 국내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 외국어 습득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5 업무환경이 좋기 때문에

6 해외에서 살고 싶어서

7 전공 업종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8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9 외국에서의 생활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10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표 Ⅴ-1) 연구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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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순위 결과내용

해외진출

선호 지역

1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

2 영국, 프랑스 등의 서유럽 지역

3 뉴질랜드, 호주 등의 남태평양 지역

4 체코 등의 동유럽 지역

5 일본,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

6 멕시코, 브라질 등의 남미지역

7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진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1 정부 정책 차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2 졸업 후의 해외 인터과정 프로그램

3 대학 과정 중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4 대학 과정 중의 해외취업 (국내)교육 프로그램

5 정부 정책 차원의 (국내)교육프로그램

6 사교육(유학원 등) 차원의 해외진출 및 프로그램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책

1 경험축적을 위한 해외 인턴과정 제공

2 해외 구인 및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개발

3 관련 해외기업과의 교류

4 해외취업 및 진출을 위한 경제적 지원

5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6 외국어 교육과정 제공

7 면허증 및 자격증의 해외통용 제도 마련

8 선진국과 격차 없는 전공교육 및 교육자료

9 해외에서의 자격취득 지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첫째, 본 연구의 결

문조사 결과, 연구대상 대학 및 대학원생들은 ➀ 전공학과에 진

학하기 이전에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를 물은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한 비율이 58.0％였다. 그리고 ➁ 

전공학과에 진학한 이후(현재)에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를 물은 내용에 대하여는 69.2％가, ➂ 졸업 이후의

의향 수준에 대해서는 62.4％, ➃ 졸업 이후에 사회진출의 여건이

어렵다면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67.9％,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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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기업 차원의 뒷받침이 있다면 해외취업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82.8％, ➅ 대학 및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 의

향에 대해서는 71.7％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2011년에 보고한 KDI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에 대

하여 대상 대학생의 71.5%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75) 따라서 전문직 서비스업

종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대학원생을 물론, 우리

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해외진출과 취업에 대하여 대단히 긍

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및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의지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당면과제의 하

나는 고용문제, 특히 청년층의 고용문제 해소가 될 것이다 정부

에서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용불안 해소는 좀처럼 낙관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고용은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의 산물이다. 높은 성장을 통

해 인력수요가 확대되고, 강한 경쟁력을 통해 장래에도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심어져야 한다.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고용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산업들을 다수 만들어 내는 것

이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 경제는 매우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을

겪었다.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정부와 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 성공적인 결

실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감안하지 못한 것은 일자리

의 수용능력이었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대체하려 하였을 때, 비록 그것이 후발 개도국

75) 김주훈, 임진수, 이성우, 임오교, 정기택, 박권식(2011). 전게서.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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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을지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인력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방

안을 고려했어야 했다. 더욱이 예기치 못했던 외환위기의 반복적

발생은 금융산업 및 재벌구조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경제 내부의 환부를 일시에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준비되지

못한 구조조정으로 고용문제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방과 자유화는 그때까지 대외경쟁

력이 낙후되어 있던 서비스산업을 일시에 해외경쟁에 노출시켰

다. 그 결과 서비스 수지의 적자 확대는 물론 서비스산업의 성장

이 둔화되어 구조조정에서 성공을 거둔 제조업과의 격차가 확대

되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서비스산업에서 이

중구조가 형성되어, 고부가가치의 전문직 서비스업에서는 진입장

벽을 통한 지대추구를 향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부가가치의 생계

형 서비스산업에서는 퇴출인력의 진입으로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진입장벽으로 인력유입을 차단하면서 과소공급을 통해 안정

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각종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자유화, 즉 규

제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비스산업

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고용기회의 증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

다. 오늘날 서비스산업은 글로벌화와 IT화에 힘입어 교역가능분

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 제조업이 수출 주도형 전략을

통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듯이, 서비스산업에서도 대외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가야 한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문화적 차이 및 환경변화의 문제인데, 본 연구의 결과와 같

이 글로벌 환경에서 일찍부터 성장해 온 청년층에게는 해외진출

및 취업의 문제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해외진출 및 취업에 대한 의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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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외국어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으며, 또 하나 주목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이 북미(北美), 서유럽, 호주 등

과 같이 주로 선진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 역

시 앞에서 언급한 김주훈 외(2011)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즉, 해외취업지로서 선진국이어야만 한다는 비율이 25.3%였

고, 해외진출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는 언어문제가 35.9%로 가

장 높았던 것이다.76)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 본 연구의 주제와는 동떨어져 있

지만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언급된 두 연구 모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외국어의 문제로

해외진출 및 취업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꺼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이나 준비의 부족 이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 실용적인 외국어를 습득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국

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청년층의 해외진출과 취업을 위해서, 또는 우리

나라 서비스업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차적인 차원의 문제

로 외국어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관심, 실효성 있는 외국어 교

육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즉, 해외취업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취업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외국어 능력이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절실

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및 전문직 서비스업의 수준이 국

제적인 차원에서 비교할 때, 또는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

76) 김주훈, 임진수, 이성우, 임오교, 정기택, 박권식(2011). 전게서.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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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또는 전문직 서비스 인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위치는 개발도상국 국가나 동유럽이나 남미(南

美) 지역 등과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위상으로서 선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 서

비스산업 및 전문직 서비스업 인력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 하에 국제적 진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India)의 경우에 반려동물로 분류되는 개, 고양

이, 새, 어류, 설치류, 파충류 등의 수는 2017년 기준 약 2,000만

마리 수준(한국은 2017년 약 550만 마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

으며, 이는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가속화, 인구구조 개편 등의 사회적 변화로 반려동

물을 입양하는 인도 중산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시장(헬스케어, 사료 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77) 하지만 인도(India)가 타 국가에 비해 반려동물의 양육

과 보호․사후처리 등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인 만큼, 인도 반려동물 연관 기업 혹은 스타트업과 연계

해 한국의 반려동물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한 시장 진입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중국(中國)의

경우에도 마차가지여서, 중국의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이 발표한 '2017년 중국 애완동물 연구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애완동물산업 시장규모는 1220억 위안으로, 2017년

말까지 15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3

∼5년 내 20∼3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2000억 위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78) 특히 중국의 애완동물 의

료산업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등 1선 도시

77)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 반려동물산업, 상품 및 서비스 동반성장세”. 2017.09.11.

78)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의 떠오르는 애완동물 서비스 산업”.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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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발달돼 있는 바, 이미 1선 도시는 포화상태가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병원 수가 적은 발전 잠

재력이 큰 2∼3선 도시에 진출하는 것은 큰 기회가 될 것이 분명

하다. 또한 미얀마(Myanmar)의 경우에, 과거 미얀마의 식사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경제 발전

으로 인한 소비력 증대와 도시화로 인한 소가구의 증가로 외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주요 지출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79) 더욱이 최근 미얀마(Myanmar)에서 한국 드라마, 예

능 등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들 미디어를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 또한 한국계 외식업 진출의 청신호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 청년 요리사 및 요식업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공략할 필요가 분명한 것이다.

이처럼 서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

국 차원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분야, 또는 전문직 서

비스업 분야는 향후 충분한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도약의 기회가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 대학․대

학원생들이 해위진출 및 취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 또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정부정책 차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경험축적을 위한 해외 인턴과정 제공’을 우선적으로 선택이자 요

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는 본 연구대상 중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

여경험의 유무에 대하여 불과 13.9％만이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빈도분석 결과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자료80)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청년

79) KOTRA 해외시장뉴스. “미얀마에 자리 잡아가는 한식, 문턱 더 낮춰야”. 2017.09.12.

80) 고용노동부(2015). 전게서.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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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사업(취업분야) 내역은 고용부․교육부․국토부․

KOTRA의 사업을 모두 더해도 306억 원 규모의 예산에 3,665명

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해외취업 연수사업 분야 역

시 3,386명 정도만이 공식적인 해외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정부 및 각 행정기관은 청년층의 해외진출

과 취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연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

램을 시행해왔고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홍보를 거듭하

고 있지만, 막상 그 대상이 되는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참여 기회의 수준 및 범위는 대단히 한정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권경득 외(2011)81)의 연구에서,

각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경비 및 사례를 확대하여 해외인턴과정을 경험하기 어려

운 지방 및 여러 차원에서의 소외계층 대학생 및 청년들이 보다

많이 해외취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

정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이외에

도 여러 연구 및 정책 제안에서 청년층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확대를 주장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프로그램 및 대상자 및 예산의 확대 차원을 넘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년

취업에 대한 정부 간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이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고용전략이라는 관점과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기존 사업의 사업예산 및 규모를 확대하

81) 권경득, 강일규, 임정빈(2011). 해외취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청년 해외취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36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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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글로벌 청년 취업 양성사업을 수요와

공급 측면의 연계성 강화와 거버넌스 전략을 토대로 글로벌 청년

취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장친화적인 사업 및 정책

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중심적인 해외취업, 해외봉사, 해외인턴 사업 등에 대한 참여자를

해외취업이라는 수요측면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 주관 부처 및 기관과의 거버넌스에 입각한 전략적 추진과

진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Cao(1996)에 따르면, 개인의 국제이동은 다면적인 사회적, 심리

학적 행동의 결과로 분석하는 미시-구조적 모델(micro-structural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82)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이동의 경우, 새로운 고용관계의 시작과 유지뿐만 아니라, 이(異)

문화에의 정착이라는 다면적 상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역학을

분석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층, 또는 전문

직 인력의 해외취업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한된 범위 내

에서나마 청년층의 해외취업 및 그 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

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

리나라 청년층 및 전문직 인력의 해외진출 및 취업에 대하여 여

러 가지 현상들이 논의될 수 있다. 연구결과, 청년층 전문 인력으

로 하여금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송출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국내 취업의 어려움,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적당하지 않

은 대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성별인 젠더(gender) 요인

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82) Cao, X. C.(1996). Debating brain drai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A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6(3),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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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 목적의 측면에서 전문 서비스업 직업교육의 강화

와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한 정책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

면, 전문직 서비스 직종 인력의 해외취업에 대한 의욕과 관심이

매우 높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

문 인력의 경력개발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지도 과정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관계자나 정부의 취업관련 부처는 증가하

는 전문직 인력의 해외취업 동기와 성과, 그로 인한 개인⋅사회

⋅국가적 결과에 대한 연구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적 해외진출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과정에

서의 정보가 더욱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준비하게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직업적 선배

와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하여 비로소 해외취업의 계획과 소망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스스로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

시하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는 것

이 정작 현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역시 강조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전문 서비스직 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국가별로 보다 상세한 취업 사례의 발굴과 함께 실패 사례와 경

험도 조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 서비스업

직종 인력의 해외취업과 관련된 통계자료나 정보의 축적이 필수

적이다. 학문적으로는, 해외취업자의 커리어 패스(career path, 經

歷經路), 해외취업이 갖는 개인의 경력개발상의 의미 등이 연구

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사회적 정책의 측면에서 – 연구 사례에

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 지방대학 출신 및 여성에게 불리

하게 작용하는 조직문화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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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연구의 사례연구 및 질적연구가 해외취업의 성공경험

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해외취업 시의 어려움이나 문제, 시

행착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또한 본래 일대일

대면(對面) 심층면접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현실적

인 제약으로 e-mail 및 화상통화를 통한 면접으로 진행되어 보다

본격적인 연구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3. 정책적 제안에 대한 논의

전문직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및 관련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도

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전공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의 범위에 물품

과 일부 서비스(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無體物)만을 규정하고 있

을 뿐, 의료나 교육 혹은 식품서비스 등과 같은 전문직 서비스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 분야는 「대외무역법」상의 각종

수출입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서비스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을

확대․개정하여 이들 전문직 분야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무역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83)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문직 서비스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보다 경쟁우위에 있으므로, 외화획득의 좋은 기회

가 되고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83) 무역지원의 대표적인 인센티브란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확인에 근거한 수출금융지원, 세

금감면이나 환급, 무역의 날 포상, 병력특례나 인력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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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확인제도를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되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을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전문직 관련 단체에 권한을 위탁하여 체계적인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적 지원 및 정비와 함께, 전문직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업

체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고 가격경쟁력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

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 근원적 원인이 전문직 서비스업의 수

익성이 낮고 주로 자격증 제도 등을 통한 폐쇄적인 구조를 이루

고 있어 거대자본이 유입되지 못하는 전문직 서비스업계의 상황

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정부의 정책

도 영세구조의 탈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전문직 서비

스업의 많은 분야가 기업의 형태보다는 개인 자영업(自營業)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직 서비스업의 해외진

출 및 취업이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모할 수밖에 없는 한계

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문직 서비스업의 세

계적 경쟁력 제고 및 산업적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업종의 규모

화 및 기업화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공급의 형태

가 다양해짐으로써 전문직 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에 도움이 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해외진출․취업 프로그램이 절대규모의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한

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교들에서 외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학생들이 해외 협력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나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학문

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사례가 한정되

어 있는 만큼 학문적 발전의 차원에서는 물론 졸업생들의 해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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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취업을 위해서라도 그 수준과 절대량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직업 직업을 체험하고 경험을 얻을 수 있

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층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정책적 차원과 더불어 각 대학 차원에서도 이를 체계적으

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84)

그만큼 해외취업을 위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비하여 현지에서

직접 경험을 해 봄으로써 직업적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는 효과적인 접근이다.85) 따라서 해외 인

턴십 기관과의 연계강화, 행․재정적 지원, 인턴십 활동의 질적

제고, 취업으로의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학 내

시스템과 기관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하여 해외 인터십과 같은 해외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

을 높이고, 실제로 해외취업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와 각 대학, 전문직 서비스업 단체 등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직 서비스업 청년들의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한 맞

춤형 교육과 전략이 필요하다. 진출하여야 하는 국가는 다양하고

직종도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획일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으로는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

국가별로 맞춤형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직종과 사업범위에 따라서도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과 프로그램별로 수요조사, 정책개발 등이 진행

84) 김신영, 김용련(2014). 전게논문, p.801

85) Wit, H.(2002).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A historical, comparative, and conceptual analysis. London：

Greenwood Press.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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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 국가별 체계적인 정보의 취득과

업종별 구축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국가 내 고용관

련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국가의 고용수요를 고려한 연수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해외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장

기적으로는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인턴프로그램의 경우 단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상

국 기업의 수요와 관심이 높지 않은 편이다. 반면 해외취업연수

의 경우에는 장기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해외취

업연수의 경우, 자부담 등으로 해외취업 희망자의 부담이 높아서

모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수생의 집중도를 높이

고, 대상국의 언어, 문화 등을 습득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연수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커리큘럼의 정비가 필요

하다. 국내외 훈련기준을 고려한 대표직종별 커리큘럼의 개발이

요청된다. 그리고 연수비 지급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국가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지급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내 훈

련규정을 준용한 지급체계를 해외취업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지

급 프로세스를 조정하여야 한다. 중도 탈락자의 환수금과 관련해

서는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중도탈락자의 지원금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등 연수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특히 우리나라의 전문직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

는 개발도상국을 중심 목표로 하는 해외 인턴십 및 봉사연계 프로

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층 200만 명이 실업자인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발도상국에 해외 인턴십은 물론

사회적 봉사프로그램의 형식으로도 청년층을 파견하여 개도국이 필

요로 하는 문화관련 교육, 컴퓨터관련 교육, 보건위생관련 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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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프라 지원 사업, 서비스 직종 개발사업, 서비스 산업 확대 교

육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단을 국제협력단의 사업과 별개로 운

영하여 수십만 명의 청년실업자에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더불

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한

국산업인력공단과 KOICA가 해외봉사이수 인력을 연수 등을 통해

해외취업에 연계하려는 협정을 맺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

과하다. 수만 명의 청년층이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

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 50여 개 국가에 대

한 해외 인턴십 및 봉사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동시

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을 법제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인턴십과 인턴 및 봉사프로그램을 해외 취업과 연

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해당국가의

인턴십이나 현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들의 인적정보를 공유하

고 해당 국가의 구인수요를 파악하여 매치시키는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행정․재

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특히 개도국에 대한 전문직 서비스업 인

턴 및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 동기 역시 강화될 것이

다. 이후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봉

사, 인턴십, 취업담당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공공기관으로서 해외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 개발

도상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는 KOICA, 인턴을 파견하고 있는

각 대학,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계

함으로써 정부의 장기적인 청사진 아래 해외취업을 위한 단계별

전략 하에 함께 공조하여 일차적으로 교육, 그 다음 단계로 파견

및 인턴십, 다음 단계로 취업을 지향하는 쪽으로 상호 협력하는 체

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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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의 앞에서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전문직 서비스업 청년들의 집중적인 해외진출 및 취업을 집

중적으로 거론하였으나 전략적인 측면 및 시각에서는 분명히 질적

인 해외진출과 취업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직 서비스업 인력의 양적 해외 진출과 함께 질적으로도 제고

된 취업처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업처에 기반을 둔 전략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기존 서비스업에 집중되어져 있는 취업처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

내 전문 서비스업 인력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개선된 취

업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진출에서

벗어나 선진국이나 신(新)시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 방향

성을 수립함이 마땅한 것이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

진국에서는 IT 중심으로 한 고급 인력의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

므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수요 분야 발굴과 더불어

집중적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주요 인력 송출국 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의 진출이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중동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 마련이 반드

시 필요하다.

전문 서비스업 인력의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취업처

의 발굴만이 아니라 이들 취업처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국내 인

력의 수요와 부합하는가의 여부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할

때, 선진국은 전문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출에 집중하고 중

동과 같은 신흥 국가의 경우 진출 방안 마련과 함께 국내 인력의

수요가 높은 직종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전문직 서비스업 인력의 해외진출에 대한 수요가 큰 선진국

은 현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인력 양성에 우선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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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국내 인력들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직종 발굴에 집중하는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4.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논의

실질적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의 해외진출과 취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도모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어려움

과 고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 근거하여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과 연관된 학업을 전공하

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전문 인력

이 해외진출과 취업에 대하여 스스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파악

하고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로써, 해외진

출 및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 가장 큰 비율이 외국어에 대한 자신

감 결여와 초기 체류비 등의 경제적 요인이 거론되었고, 또한 전

문 서비스업 인력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정부 정책 차원의 해

외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인턴과정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하

고 있는 바,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바람에 대하여 국가와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

조하고자 한다.

전문직 서비스업 인력의 해외진출 및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대

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해외취업 포털시

스템(혹은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의 해외취업

시스템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층을 모집하여 해외취

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및 취업을 지원하고, 보다 전문

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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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모집
해외취업

정보 수집

인력 요구

해외기업 모집

• 개인 이력서 등록

• 포트폴리오 업로드

• 희망 분야, 지역 등

록

• 해외 취업／창업

정보

• 지원제도 등록

• 수요 조사

• 필요 인력 등록

⇩ ⇩ ⇩

• 국내 교육프로그램 진행(어학, 직무, 정보 등)

⇩

• 해외 지역 및 기업 탐방

⇩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

• 해외 진출 및 취업 지원

⇩

• 인력의 사후관리 및 보완

⇩

• 사례 및 통계 처리와 지속가능 방안 모색

<그림 Ⅴ-1> (가칭)해외취업 포털시스템의 모형 및 내용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칭)해외취업 포털시스템의 내용

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Ⅴ-1>과 같다.

즉, 포털시스템의 주관기관은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할 청년 인재 및 전문 인력을 모집한 후 원활한 인턴 준비를 위

한 직무․언어․이문화 과정 등이 포함된 국내연수과정을 운영하

며, 한국 청년 인재의 구직자 모임 포털의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를 개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브랜드화 하여 해외기업과의 구인

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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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자리 대상 해외기업과 해외 언론사를 통한 노출과 SNS를

활용한 인터넷 상 홍보에도 투자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원자인 전문 인력을 심사 및 평가 후에는 선발된

연수생은 희망하는 해외 지역에 단기 체류하며, 해외 기업 및 사

업체의 근무환경과 문화를 사전 체험하고, 동시에 해외체류의 경

험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해외 기업이

제시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춰나가며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및 사

업체와의 인턴 진행 여부를 결정한 후 해외 현지로 인턴 파견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해외취업 포털시스템은 인턴지원부터 국내연수 및 현지

사전답사, 인턴파견으로 이뤄지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미국 포춘 100대 기업의 82%가 채용

서비스로 활용하는『Linked In』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SNS를 활

용하여 구직에 필요한 정보, 포트폴리오 등의 내용을 제공 하는

등 선진화된 해외 진출 및 취업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과정과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

존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들이 인턴의 수요와 동떨어지거나 단순

노무로 인원을 채우고 있는 문제점과 같은 일자리 질의 문제를

다소 해결해줄 것이다. 그리고 해외취업 포털시스템은 취업 지원

시에 지원자의 능력이나 해외기업․사업체의 검증 없이 밀어내기

식으로 성과 위주의 해외취업을 강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인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전문 인재를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취업은 해당 언어와 문화 습득에 몇 년 관련 기술

및 기능에 몇 년이 소요된다. 그러한 점에서 해외취업의 전단계

로서 해외 인턴을 위한 글로벌 교육에 일정부분 정부가 전폭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층 200만 명이 실업자인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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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개발도상국에 해외 인턴십이나 봉사 프

로그램으로 파견하여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문화 관련 교육, 컴

퓨터 관련 교육, 보건 위생관련 교육, 기초 인프라 지원 사업 등

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단을 국제협력단의 사업과 별개로 운영

하여 수 십 만 명의 청년 실업자에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더

불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인턴십 및 봉사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을 법제화하는 것도 한 가

지 방안이라고 하겠다.

보통 해외 인턴십의 경우 6개월 내외이며 봉사 프로그램은 짧

게는 몇 주에서 몇 개월 길게는 1-2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인턴십 및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해외의 취업과 연계할 수 있

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에 제시한 포털 시

스템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외취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 인턴 및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인 경제 활력

저하의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보다 근원

적으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대책으로서 특히 전문직 서비스 직종 인력 및 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문적인 서비스 직종

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해당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대상

으로 전공을 활용한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의 의도 수준을 알아보고,

동시에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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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

는 행정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영양학과․물리치료학과․조리학

과․수의학과 등의 4개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총 281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는 김화주(2005), 배혜진(2008), 한은옥 외(2008), 체경연 외(2014) 등

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

도록 수정 및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와 감

수를 받아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

원생들은 ➀ 전공학과에 진학하기 이전에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

해본 적이 있는가를 물은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있다, 충분

히 있다)을 한 비율이 58.0％였다. 그리고 ➁ 전공학과에 진학한 이

후(현재)에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를 물은 내용

에 대하여는 69.2％가, ➂ 졸업 이후의 의향 수준에 대해서는 62.

4％, ➃ 졸업 이후에 사회진출의 여건이 어렵다면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67.9％, ➄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뒷받침

이 있다면 해외취업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82.8％, ➅ 대학 및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71.7％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해외진출 및 취업에 대한

의사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및 취업에 의사가 없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선택한 내

용을 보면, 외국어에 자신이 없이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그렇다

가 42.5％, 대단히 그렇다가 9.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51.7％의 절

반 이상 수준을 보였다.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 있음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한 항목은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라는 내용으로 88.9％로 가

장 높았고, 발전성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한 경우가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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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음으로는 외국 경험이 차후에 국내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

아서라는 내용에 대하여 선택한 비율이 83.6％였다.

해외진출․취업을 희망하는 데 있어 지역적으로 선호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는 미국․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82.5％)〉영국․프랑스

등의 서유럽 지역〉뉴질랜드․호주 등의 남태평양 지역〉체코 등의

동유럽 지역〉일본․중국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멕시코․브라질

등의 남미 지역〉태국․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순서로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해외진출․취업을 하려는 데 있어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➀ 정부

정책 차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➁ 졸업 후의 해외인턴 프로그램,

➂ 대학과정 중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➃ 대학과정 중의 해외취업

(국내)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보였다.

해외진출․취업을 희망하는 데 있어 국가와 정부가 어떠한 정책

적 지원을 하여야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➀ 경험축적을

위한 해외 인턴과정 제공, ➁ 해외 구인 및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개발, ➂ 관련 해외기업과의 교류, ➃ 해외취업 및 진출을 위한

경제적 지원, ➄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➅ 외국어 교육과정 제공,

➆ 면허증 및 자격증의 해외통용 제도 마련, ➇ 선진국과 격차 없는

전공교육 및 교육자료, ➈ 해외에서의 자격취득 지원의 순서로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서비스산업이 글로벌화와

IT화에 힘입어 교역가능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과거 제조업

이 수출 주도형 전략을 통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듯이 서비스산

업에서도 대외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점과 어차피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글로벌 환경에서 일찍부터 성장해 온 청년

층에게는 해외진출 및 취업의 문제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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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내용과 둘째,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및 전문직 서비스업의

수준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

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또는 전문직 서비스 인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개발도상국 국가나 동유럽이나 남미(南美) 지역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및 전문직 서비스업 인력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 하에 국제적 진출의 지속가능

성을 고민하여야 할 것, 그리고 셋째, 기존 청년층 해외진출 사업의

사업예산 및 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글로벌 청년

취업 양성사업을 수요와 공급 측면의 연계성 강화와 거버넌스 전략

을 토대로 글로벌 청년취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장친

화적인 사업 및 정책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 등을 논의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을 확대․개

정하여 이들 전문직 분야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무역

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는 점과 전문직 서비스업의 많은 분야가 기업의 형태보다는 개인

자영업(自營業)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직 서비스

업의 세계적 경쟁력 제고 및 산업적 위치를 갖기 위해서 전문직 서

비스업의 산업적 성장에 도움이 주어야 한다는 점, 둘째, 특히 전문

직 서비스업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해외 인터십과 같은 해외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해외취업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와 각 대학, 전문직 서비스업 단체 등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전문직 서비스업 청년

들의 해외진출 및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특히 우리나라의 전문직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

는 개발도상국을 중심 목표로 하는 해외 인턴십 및 봉사연계 프로그

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다섯째, 본 연구에서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전문직 서비스업 청년들의 집중적인

해외진출 및 취업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으나 전략적인 측면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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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분명히 질적인 해외진출과 취업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야 할

것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 위주의 해외진출 및 위업 방안으로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인 (가칭)해외취업 포털시스템의 구상과 진행

을 제안하였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행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제한점 및 후행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과 연관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및 취업에 대한 의

수수준과 이를 위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

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식품영양학과․물리치료학과․조리학

과․수의학과 등의 4개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따

라서 향후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 및 보다 많은 청

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더욱 객관적이고 더욱 다양

한 의사가 분석되는 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과 연관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

하였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의사수준의 파악과 연구대상의 개인

적 경험 유․무 등에 따른 차이 등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는 양적 연구과 함께 질적 연구가 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전문직 서비스업 직종과 연관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정작 정책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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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 및 해당 부서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

행연구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전공 대학

생은 물론, 관련 대학의 관계자, 정부 차원의 정책입안 및 실행 관

계자, 해외취업 관련 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

행하여 각 주체 사이의 인식 차이 등과 함께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방안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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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내용

전혀

없다.
없다.

보통

이다.
있다.

충분히

있다.

1

현재 전공학과에 진학하기 전에 전공

을 이용한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2

현재 전공학과에 다니면서 전공을 이

용한 해외취업 및 진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3
졸업 후에 전공을 이용한 해외취업

및 진출의 의향이 있으신가요 ?

4

졸업 후에 전공을 이용한 사회진출

여건이 어려워진다면, 해외취업 및 진

출의 의향이 있으신가요 ?

5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및 기업 차원

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해외취업 및

진출의 의향이 있으신가요 ?

6

대학 및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Ⅰ. 다음은 귀하의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래의 등급 척도를 사용하여 귀하의 의사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항

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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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2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3
지인(知人) 및 주위에서 반대할 것

이기 때문에

4 해외에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5 외국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6 일이 힘들 것 같아서

7 소득보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8
다시 귀국할 경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9
초기 체류비 등의 경제적 요인 때

문에

10
국내에서 충분히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1
해외에서 다시 면허증 및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Ⅱ. 다음은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가 없음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전공을 이용한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래의 등급 척도를 사용하여 귀하의 의사 수준에 해당

하는 정도의 항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단, 귀하의 전공을 이용한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가 전혀 없

으신 분들만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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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전공 업종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

기 때문에

2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3
외국어 습득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서

4 해외에서 살고 싶어서

5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6 업무환경이 좋기 때문에

7
외국에서의 생활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8 발전성이 있을 것 같아서

9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이 원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10
외국 경험이 차후에 국내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Ⅲ. 다음은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전공

을 이용한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 ? 아래의 등급 척도를 사용하여 귀하의 의사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항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단, 귀하의 전공을 이용한 해외진출 및 취업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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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

2 일본,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

3 영국, 프랑스 등의 서유럽 지역

4 멕시코, 브라질 등의 남미지역

5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

6 뉴질랜드, 호주 증의 남태평양 지역

7 체코 등의 동유럽 지역

Ⅳ. 다음은 해외진출 및 취업 의사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전공을

이용한 해외진출 및 취업이 가능하다면, 다음 중 어느 지역으로 진출

하고 싶으신가요 ? 아래의 등급 척도를 사용하여 귀하의 의사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항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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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대학 과정 중의 해외취업 (국내)교

육프로그램

2 대학 과정 중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3 졸업 후의 해외 인턴과정 프로그램

4
정부 정책 차원의 (국내)교육프로그

램

5
정부 정책 차원의 해외연수 프로그

램

6
사교육(유학원 등) 차원의 해외진출

및 취업 프로그램

Ⅴ. 다음은 해외진출 및 취업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전공을 이용

한 해외진출 및 취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다음 중 어떤 프로그램

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래의 등급 척도를 사용하여 귀하

의 의사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항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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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해외 구인 및 창업에 대한 정보제

공 및 개발

2
선진국과 격차 없는 전공교육 및

교육자료

3 외국어 교육과정 제공

4
경험축적을 위한 해외 인턴과정 제

공

5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6 관련 해외기업과의 교류

7
해외취업 및 진출을 위한 경제적

지원

8 해외에서의 자격취득 지원

9
면허증 및 자격증의 해외통용 제도

마련

Ⅵ. 다음은 해외진출 및 취업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전공을 이용

한 해외진출 및 취업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데 있어, 다음 중 어떤 정

책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래의 등급 척도를

사용하여 귀하의 의사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항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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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의 성별은 ?
➀ 남성

➁ 여성

2 당신의 연령은 ?

➀ 19∼24세

➁ 25∼30세

➂ 31세 이상

3 당신의 주(主) 성장 지역은 ?

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➁ 광역시 지역

➂ 비수도권 중소 도시지역

➃ 농어촌 지역

➄ 기타

4 당신의 학년은 ?

➀ 대학 1〜2학년

➁ 대학 3〜4학년

➂ 대학원 이상

5

지금까지 당신의 해외여행 경험

빈도는 ?

(일반여행, 배낭여행 등)

➀ 없음.

➁ 1∼3회 미만

➂ 3∼4회

➃ 5회 이상

6
당신의 해외체류 경험과 기간은 ?

(어학연수, 1개월 이상 체류 등)

➀ 없음.

➁ 1∼3개월 미만

➂ 3∼5개월

➃ 6개월 이상

7
당신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의

참여 경험은 ?

➀ 없음

➁ 있음

Ⅶ.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

의 번호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 167 -

순

번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전공 과정 중의 해외진출 교육 및

준비

2 외국어 능력 함양

3 현지 업무에 대한 정보

4 현지 생활에 대한 훈련 및 정보

5 현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

6 현지 사업 상황에 대한 정보

Ⅷ. 다음은 해외진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전공을 이용

한 해외진출 및 취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다음 중 어떤 지원이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아래의 등급 척도를 사용하여 귀

하의 의사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항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 끝가지 설문에 작업을 마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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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mployment rate in Korea (15-29 years old) has risen

from the 8% level in the early 2000s to 9.2% in 2015, recorded

11.3% in the first quarter of 2016 as the highest ever, and during

the same period the youth employment rate is stagnant in the

early 40%s. For this situation, while the significance for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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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of Korean manpower focused on young people is

becoming more apparent as a solution of unemployment problem,

in particular, the deficit scale of service trade in Korea has

recorded US$ 17.2 billion in 2009, which is a result of more than

28 times increase compared to the deficit amount in 1990 (US$

6.1 hundred million), so Korean government has branded the

"K-Move" project for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manpower and overseas employment in the second half of 2013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and a part

of the service trade promotion measures. After that, for the

support project of manpower's overseas advancement the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ng with the level of budget of

KRW 180.2 billion for the K-Move project in 2015 and of support

personnel of 13,000 people as a goal under the category of

overseas employment, internship, service and foundation, and the

interest in overseas advancement and employment has socially

increased, but there is still difficulties for obtaining the relevant

information, particularly the problems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management & supervision problems and post-management

failure of overseas agencies are raised.

Therefore, this thesis has conducted the study especially on the

overseas advancement of manpower and industries of professional

service occupations as a measure for future-orien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 solution not only to the problem of

economic downturn and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which is one of the great challenges of Korean society at

present, and more fundamentally, the Korean service industry.

For a study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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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departments such as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epartment of Physiotherapy, Department of Cooking and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amo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 department related

to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and made them to respond to the

questionnaires as a self-administering method by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s were

discussed: Firstly, the service industry is rapidly transforming

into a tradable field thanks to the globalization and IT, in the

service industry also, the market should be expanded through

foreign entry and for young people who have grown up early in

the global environment the overseas advancement and

employment problem are not so difficult; Secondly,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by which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the overseas advancement of the service

industry overseas, where the manpower export must be the main

contents, should be improved, and from a calm and objective

point of view on an international level about the level of service

industry and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in Korea, the service

industry and professional service personnel in Korea should

consider the sustainability of international advancement with a

wider perspective for the regions of developing countries or

Eastern Europe or South America where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or a professional service manpower could have the

competitiveness, and Thirdly, the existing global youth

employment cultivation projects should be reshaped into a real

and on-the-spot projects and policies based on the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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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nection between demand and supply sides and governance

strategies.

Also, as policy implications: Firstly, the professional fields of

'Foreign Trade Act'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rade,

and it should be improved to be eligible for various incentives

for existing traders, and it should provide the helps for industrial

growth of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have an

industrial position of professional service business: Secondly, it

requires more aggressive approaches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and each college & professional service business

organizations to obtain the result of overseas employment indeed:

Thirdly, it requires the customized education and strategy for

overseas advancement and employment of youth in professional

service business: Fourthly, it requires an attention to the

overseas internship and program development related to the

service centered on developing countries: Fifthly, in this research,

although it focused on the intensive overseas advancement and

employment of youth in the professional service busines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t the functional level, but it should be

purposed to have certainly qualitative overseas advancement and

employment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and viewpoint as a final

goal.

Key words: Service industry, Overseas Employment, Overseas

Advancement, Youth Unemployment, Youth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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