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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들은 미래에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제공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하

게 된다는 측면에서 직업과 노동은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과 노동은 청소년들의 삶에 일시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

라 인생의 거의 모든 시기에 개입하므로, 직업의 세계로 이행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며

잘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

로 ‘노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직업이 나와 맞는가?’와 같은 노동과 직

업의 세계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탐구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물음을

형성하고 답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일과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실습이라는 노

동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경제교육적 함의를 도출

해내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과 직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연구할 때에는 학업 성

취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업 외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습 능력 부족 또는 공부 자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으므로 고

등학교 졸업 후에 곧 바로 직업 세계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

들에 대한 진로와 직업, 노동 교육은 더욱 절실하고 급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 성취도가 낮아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 경험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직업위탁학교에서의 실습은 특정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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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과정으로서 노동 경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소득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르바이트와 달리 교육적인 의미가 담긴 경험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고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직업위탁

교육을 선택하는 과정과 직업위탁학교에서의 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과 경제교육과 학교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게 된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가? 셋째,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재구성된 과거

와 현재, 미래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며, 그러한 내러티브 속에

서의 개별적 경험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드러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과 일상적인 삶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

고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로는 일반 인문

계 고등학교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3명

의 학생을 선정하였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수

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것은 학생들 개인의 특성과

그들의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성향 또는 인식 체계와

관련이 깊다. 가족들로부터 노동과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

힘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흥미나 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성적도 낮아짐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줄을 세우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위권이라

는 특정 집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에 의해

발현되는 유사한 위치와 조건, 성향과 실천 등을 가지는 행위자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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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계급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에서 하층 계급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진로 선택의 일환으로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였다.

직업위탁학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인 조리, 항공

정비, 골프서비스와 관련된 실습을 경험하게 된다.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고 평가받고(이태민), 실제 항공 정비와 관련된 기계를 사용하여

정비 실습을 하며(김지훈), 골프장에서 골프 실습을 하고 골프장에서의

사무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면서(박정호) 연구 참여자들은 다

가올 직업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노동실

습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리를 완성하고 정비를 하고 골프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

신감과 성취감,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실

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게 되었고 이는

자기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만들어나가는 힘이 되어주었다. 진로와 노

동,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사람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정

리하자면 노동실습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노동과 직업에 대

한 인식 체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비투스의 변화가 일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비투스는 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실

습이라는 새로운 경험이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비투스의 변화

를 가져온 것이며, 이는 진로와 관련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체계의 변화를 아비투스가

생성적(generative)으로 재구성(reformation)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위탁학교라는 장(field)에서 실습이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 노동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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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식의 생성은 기존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아비투스가 다른 형태

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방법론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경제교육에서 노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

정 부분 기여한다. 실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으

므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노동교육에서 의미 있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경제학 내용 중심의 경제교육에 비해 진로가 중

심이 되는 경제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의 특성과 그를 둘러싼 상

황의 상호작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론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며,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능력

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진 아비투스가 학교에 적합하

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욕

구와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학생과 학생이 속한 공간이 긍정적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노동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의

발전적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성적 재구성으로

정의하였다. 학생들이 가진 아비투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경제교육

에서 노동과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경제교육, 직업위탁교육, 노동실습경험. 노동과 직업세계에 대

한 인식 체계, 아비투스, 생성적 재구성

학 번 : 2013-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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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진

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성적이 낮은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의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위한 진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게 되

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직업

위탁과정의 존재는 이러한 고민들을 심화하고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었

다. 직업위탁과정을 선택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1), 그들의 진로

선택 행위와 직업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 진로

교육과 시민교육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연구자나 교사들보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

사이자 고민꺼리 중 하나이다. 특히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4차 산업

시대의 일자리 변화 등에 따라 직업 세계가 급변하면서 청소년들의 진로

와 직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선혜연 외, 2009; 황

순덕 외, 2017;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고등학교 교육 목표와 교육과

정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발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다2).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 것

1)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직업반(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

로 구성된 학급) 학생들 중 몇 명과 많은 대화를 하였으며, 졸업 후 연락이

되는 학생들로부터는 졸업 후의 진로와 삶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다.

2)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

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의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가져야 할 핵

심적인 역량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

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을 꼽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도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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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대학 진학 결과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학 지도가 진로 교육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진미석, 2001). 그나

마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도 체험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직접적인

형태보다는 교과 시간을 이용한 교육, 대화를 통한 교육과 같은 간접적

인 경험에 그치고 있으며(남수정, 2011), 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인

체험활동 운영 등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Niles, 1997; 김옥희, 2004).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프로그램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

는 상황에서 사회과의 경제 교육은 진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과로

주목받아 왔다(최병모, 김진영, 최성백, 2006; 김옥, 강승호, 2010; 이혜원,

박형준, 2009; 김경은, 성락영, 2013). 학교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책임 있는 민

주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생활 준비교육으로서 진로교육과 가

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박형준, 이혜원, 2009)3). 선행 연구에 따르

면 진로나 직업 교육은 관련 교과에서 다루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Evans, R. N., Hoyt, K. B., Mangum, G.

L., 1973; Zunker, 1986), 직업과 노동 중심의 진로 교육에 경제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 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모학문인 경제학의 내용 지식을

다루는데 집중해 왔기 때문에 진로 및 직업 교육에 소홀한 면을 보여 왔

다. 또한 노동 문제는 경제교육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

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최병모, 김진영, 최성백, 2006: 116). 과

목의 특성 상 다른 교과에 비해 진로나 직업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용어나 개념, 정보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하는 단순 정보 전달의

력을 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교육과정을 보면 통합사회의 경제 영역에서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언급

하고 있고, 선택과목 경제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로서의 가계의 역할’을 명

시함으로서 노동과 직업을 포함한 진로 교육이 경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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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하며, 진로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박형준, 이혜원, 2009: 110). 교육과정 개

정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경제학 이론이나 지식에 경도된 내용 요소는 빠

지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제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변화를

겪어왔지만 경제 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경제학 원론의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 및 노동, 직업과 관련된 내용

들도 경제학의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거나 사회과학적 개념

이나 원리 이해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이 학교 진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회과

경제 교육에서도 진로 및 직업 교육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

교 수업과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학생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거나, 공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 특기를 가진 경우,

또는 여타의 다른 이유로 학업에 관심이 없는 소위 ‘하위권’ 학생들의 경

우 진로 교육에서 더욱 멀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은 학교 수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으므로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

쳐 흥미가 없으므로 만성적인 무기력과 수업으로부터의 소외 상황에 빠

져들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의식 수준은 학업 성취 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장래 문제

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이는 곧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본인

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수동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진로 교육이 진학 지도에 치우쳐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학 진학

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진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많지

만,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

다. 결국 본인의 진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진로 교육

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학 지도에서도 배제되면서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진로 교육에서 노동과 직업에 초점을 맞춰보면 대입과 관련성이 낮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교육은 더욱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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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단기적으로는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진로 결정의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직업과 노동에 관한 문

제는 대학에 가서 다시 고민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곧바로 직

업 세계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 졸업 후 진로 결정 요인을 분석

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 성적을 진로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설정

하고 있는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 노동 시장으로 곧바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민경, 2009; 안선영, 장원섭,

2009; 오헌석, 배진현, 이상은, 정현진, 2010)4). 이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직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

교육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전달 형태의

진로 교육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

을 제대로 해 볼 기회도 없었던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은 무

의미한 정보들의 집합체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

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행위와 그들이 직업위탁학교에서 겪

는 노동 경험에 중점을 둔다. 진로를 다루는 경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주체인 학생들 개개인이므로,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의 일상적 이야

기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

야기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진로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Patton, 2005; Savicaks et al. 2009;

LaPointe,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해석적 연구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

며, 그중에서도 삶의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 행위와 노동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기까지 그들에게

4)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

에 기반한 연구와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있다. 두 이론 모두

결론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주로 노동 시장으로 이행하게 된다

고 설명한다(김지경, 정윤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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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었던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 그리고 학생 자신의 이야기를 최

대한 생생하게 담아낼 것이다. 특히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그

들의 성향과 인식 체계에 집중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

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이 학생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하고 해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직업위탁교육 학생들의 직업교육 선택 과정과 노동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 차원의 진로 교육과 진로를 주제로 하는 경제 교육은 어떠

한 형태이어야 하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위탁학교에

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만들어내는 생생한 이야기는 노동과 직업, 그리고

진로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대학에 입학

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행위와

노동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게 된

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학생 개인의 진로 결정과 관련

된 체계나 관점은 학생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들과 개인적 특성이나 주관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rites, 1981; Tayler & Betz, 1983; Walsh

&Osipow, 1988; Gordon, 1998; 김봉환, 1977; 안권순 & 한건환, 2002; 황

매향 & 임은미, 2004). 따라서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 개

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두 가지 요인들의 상호 작용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이 직업선택과정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일상적 생활 조건과 개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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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실습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 된다.

직업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론보다 실습의 비중이 훨씬 높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업위탁교육 학생들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

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직업위탁학교에

입학한 후 한 달 남짓 동안 이론을 배우는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9~10개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실습과정은 학생

들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들이 진로

개척 과정에도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생성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직업위탁교육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의 노동과 관련된 경험은 어떠하

며, 그러한 경험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설정한 하위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와 관련된 성향의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1)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가족, 학교, 아르바이트)에 대

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2)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가족, 학교, 아르바이트)으로부

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2.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위탁교육 선택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

가?

(1)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위탁학교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는가?

(2) 직업위탁학교 선택 행위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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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실습경험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실습경험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2) 노동실습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이론적, 실천적,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경제교육에서 진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진로와 직업에 관한 연구는 경제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김경모, 박형준, 2014).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직업

위탁학교에서의 실습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과정

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진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전생애적인 성장(lifelong

progression), 자아 구성적 정체성(self-constructed identity)과 같은 개념

들이 등장하면서 진로는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Barnes, Bassot, & Chant, 2011), 행위자들

의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 해체, 재구성되며 관련된 타인들과 공동으로

구성해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avickas, 2012). 연구 참여자들은 직

업위탁학교에서 노동실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의미, 가치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

집하며 가족이나 교사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곧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핵심 요소인 노동

과 직업은 경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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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

어서 경제 수업과 사회과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한 편,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진로 내러티브는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

에서 다루어야 하므로 진로 중심의 경제교육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과 다른 인식론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론과 일반화를 전제로 하는 경제학 내용 중심의 경제 교육에 비해 행

위 주체의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는 진로 중심의 경제 교육은 어떠한 모

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수업에서 노동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구

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경제교육에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노동

시장의 균형, 실업과 같은 경제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에게 노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사

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실

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동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

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의

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과

경제 수업에서도 교과서와 한정된 교실 공간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노동

경험을 할 수 있는 노동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인문계 학생들 중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대학 입학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

생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별다른 특기나 흥미가 없으면서 학업

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

로를 반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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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로부터 자유로운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위탁학교에서의 삶의 이야기

는 곧 자기의 삶과 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기를 개념화

하는 과정이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졸업 후 직업세계로 곧바로 이행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이들에게 진로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이

면서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불확실한 상황

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대입에 관심이 없고 학업 성취

도가 낮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와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학교

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그러한 경험이

그들의 인식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 행위는 그들의 과거 경험으로부

터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직업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은 현재의 경험이

자, 과거의 경험과 상호 작용하면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 개인

적인 특성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들, 그리고 실습이라는 노동 경험이 만

나면서 형성되는 인식 체계와 변화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

적 관점이 중요하다. 내러티브 탐구는 학생들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 경

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향후 진로와

노동, 직업과 관련된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

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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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1. 직업과 직업위탁교육

1)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직업

(1) 직업교육의 필요성

우리는 생산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획득하고 소비생활을 한다. 여기서

생산과 소득 획득, 즉 분배는 대부분 직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

므로 직업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소득 획득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 우리는 삶의 상당 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일을 중심으로 사람들

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직업을 경제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직업은 단순히 직업과 관련된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Lewis, 1998: 291). Dewey(1916)도 직업이라는 것

은 그 성취의 결과가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것이 되도록 하는 삶의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직업

과 관련된 지식이나 태도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알아

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화를 통해 미리 학습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할 것이다.

교육 대상으로서의 직업의 적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은 직

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을 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학력주의적 관점은 직업계 고등

학교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하는 사회 현상과 관련이 깊다. 또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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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직업교육 내에서의 보통 교과의 목적과도 맞

닿아 있다(임언 외, 2017: 6). 이처럼 기능적으로 학교교육과 맞닿아 있

기도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일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에 대한

또는 일관 관련된 학습이 고등교육이나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기 전의 고

등학교 학생들의 필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소경희, 2008: 63).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직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

고(Gray, 1991; Grubb, 1996; Lewis, 1998), 나아가 일반 교육과 직업 교

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Gubb, 1996; Lewis, 1998;

소경희, 2008; 한혜정, 2009; 장명희 외, 2014).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직업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개혁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공통적으로 고교단계의 직업교육과정을 평생교육

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개방화 및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인적 필

요에 따라 직업 세계와 학문의 세계를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박윤희 외, 2011).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및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창호, 2002; 박철홍, 2006; 장명희 외,

2014). 정부는 1963년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직

업선택에 따라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예체능 과정으로 구분하여

지도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직업교육을 시작하였고, 정부별로 직업 교육

을 강화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나 직업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

향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다.

(2) 직업교육의 목적과 내용

직업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관점(Snedden, 1914),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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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도 학교 교육의 일환이므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고 사회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관점(Grubb, 1996), 또한 비교

적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힘 있는 지식(Powerful

Knowledge)를 가지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관점(Young, 2009), 일상의 지

식을 넘어서는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쟁력

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Gardner, 2006)도 있다.

직업교육에는 도구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측면도 있는데,

주어진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 자신감이나 협동, 대인관계능력 등

의 발달이 이에 해당한다(Silberman, 1982). Goodlad(1984)도 직업교육을

직업경험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직업교육이 일반교육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wis(1998)는 직업교육이 미래의 삶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어야한다고

보았다. 그는 직업교육을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for jobs)과 일에 대한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about

work)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교육과 노동 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후자를 직업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광범위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교육은 특정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나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졸업 후

자동차 관련 분야에 취업할 학생에게는 자동차 작동의 원리, 정비 방법

등을 교육한다. 일에 대한 직업 교육은 어떠한 직업에서든 필요한 기본

적인 직업적 소양, 일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인식 등을 중요하게 다

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다니고 있는 직업위탁학교는 특정한 직업과 관

련된 전공이 있고, 그러한 전공에 대한 이론 학습과 실습을 중심으로 직

업교육이 이루어진다. 일에 대한 직업 교육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기본

적인 목적 자체가 자격증 취득과 졸업 후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이기 때

문에 직업 생활의 총체적인 측면을 다루는 교육은 제대로 다루어지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직업 교육은 직업을 얻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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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교육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에 대

한 직업 교육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실

적으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찾는다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직업위탁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에 대한 직업 교육을 위

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3) 직업교육의 위치 :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직업, 일, 노동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긴 시간 동안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구분

해왔다. 인문교육적 전통은 지성을 계발하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 이를

위해 과학, 수학, 역사, 종교, 철학 등의 지적인 학문에 학생들을 입문시

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내용으로서 이러한 지적인 학문은 그 자체로

가치롭다는 내재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 되었으며, 흔히 교과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 한 편 직업 교육적 전통은 직업 능력의

계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훈련시

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소경희, 2008: 48).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학

교를 졸업한 후 직면하게 될 실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

로 실생활과 분리된 장소보다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교육은 인문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유능함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Pring, 1995: 183-188). 이처럼 교육과정을 인문적인 측면과 직업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직업교육은 인문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논의는 많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전통이다(Lewis, 1998). 교육과

정 사회학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적 지식은 대체로 학교와 사회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간주되는 반면, 인문적 지식은 높은 수준의 지식

으로 고려되어 왔다. 직업과 관련된 진로를 택하는 사람들은 대학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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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나 상위 지위의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것이다(소경희,

2008: 50).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엄격한 분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Young, 1993; Raffe,

2003). 선진국이나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교육정책을 도입하고 있다5).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

고, 인문교육 내에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프로그램 실시 등에 그치

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선택한 직업위탁교육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성

적이 낮은 학생들이 선택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학교에서 인문교육을 받는 것보다 취

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직업위탁교육은 대학을 갈 수 없고 사회적으

로 낮은 위치의 직업을 선택하기로 한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직업 교

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위탁교

육은 앞 서 언급한 전통적인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이분법적 관계 속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 직업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직업교육은 긴 시간 동안 인문교육과 분리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기 때

5) 영국은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구분이 명확한 나라였으나, 인문교육에서 직

업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Hodgson & Spours, 2003: 소경

희, 2008에서 재인용),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일정 부분 연계하기 위한 노력

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위대한 학교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수업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직업 및 대학 준

비를 할 수 있도록 직업기술교육 기준을 채택하였다. 그 외 일본, 핀란드, 스

웨덴 등도 직업 세계와 학문 세계를 개인적 필요에 따라 넘나들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하고 있다(박윤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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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직업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직업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치성향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가치성향이란 직업교육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성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정의적 특성이다(마상진, 나승일, 2004: 172). 이러한 직업

교육의 바람직성에 대한 견해는 직업교육이 학교교육 체계로 들어온 이

래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온 바 있다(Thomson, 1973; Prazner, 1985;

Miller, 1985; Rehm, 1989, 1994; 2000; Rojewski, 2002; 장원섭, 1999,

2001; 조정윤, 2000; 나승일, 2001). 이 중 Rehm(1989)은 직업교육의 가

치성향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는 직업교육에 대한

관점을 인문주의, 기능주의, 신직업주의, 비판주의의 4가지 관점으로 분

류하였다.

인문주의에서는 학생들은 역사, 문학, 과학, 수학과 같은 전통적인 교

과만을 이수해야 하며, 사회적 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교육은 학교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이돈희, 조화태, 1995). 또한 직업교육

은 문화적 이해나 해석과는 관련이 없으며, 직업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Hirsch,

1988). 기능주의는 직업교육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패러다임으로 직업

교육은 훈련되지 않은 학습자를 기능 위주의 훈련을 통해 생산적 근로자

로 준비시켜 사회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견해이다. 기존의

기능주의적 직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직업주의는 직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생활

에서 성공할 수 있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

들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비판

주의적 접근은 직업교육을 통한 교육의 계급 재생산의 문제에 집중한다.

학교가 직업교육을 통해 노동계급 출신 아동의 사회적 기회를 제한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영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영향을 받아 비판적

직업교육자들은 직업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하여 직업교육을 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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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한다(Kincheloe, 1999; Lakes,

1994). 비판주의에서는 직업교육은 일의 맥락을 형성하는 정치적, 사회

적, 경제적 현실을 중시하며 ‘생각하는 근로자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상진, 2004: 176).

[표 1] 직업교육과 관련된 가치 성향

인문주의 기능주의 신직업주의 비판주의

교육

목적

내재적
지적사고

능력

직무수행

능력

문제해결

능력
비판능력

외재적
지적문화

유산 전승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

인적자원

효율 극대화

인간과 사회

해방

학습자

요구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주인, 책임의

식

교육

방법
설명, 예시 시범, 숙련 현장 경험 대화와 토론

교사

능력
교과전문

지식
실기능력 학습능력

비판. 해석

능력

역할 이론 지도 실기 지도
현장적응

촉진
대화촉진

교육

내용

원천
교과 토대

학문

전공 관련

직무

직업기초능

력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요구 지식체계
국가인력

수급
고용주요구

피고용자,

노조요구

출처 : 마상진, 2004: 178

특정 전공 영역을 선택하고 그것과 관련된 실습을 하고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위탁교육의 목적은 기능주의와 맞닿아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직업교육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

게 그들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동과 직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신직업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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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한 편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직업위탁

교육을 선택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는 측

면에 집중하면 비판주의적 관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연

구 현장 자체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가까운 곳이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신직업주의와 비판주의의 교육 목적이나

내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직업위탁교육 : 노동 학습의 장

대학 진학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이나 특기, 흥미 등과 상관없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있

다6).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업에 뜻을 두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업에 뜻은 없으나 대학을 가야하는 분위기 속에서 입학한 학생,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

하지 못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찾아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들의 다

양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일반 인

문계 고등학교의 3학년 교육과정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업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윤경숙, 이상봉, 2011: 132).

6)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자신들의 흥미나 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

적에 맞추어서 학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잘 알려진 4년제 대학에 합격한

대학생조차도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강유선, 조은애, 김양희, 2011; 손진희, 2010)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자신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현상은 졸업 후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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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업교육의 수요와 직업위탁교육

출처 : 김진모 외, 2016: 9. 일부 수정

(1) 직업위탁교육의 시행과 목적

정부는 1963년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직업선

택에 따라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예체능 과정으로 구분하여 지

도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직업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

터 교육부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직업과정 교과목과 단위

이수를 명시하면서 직업 과정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기능 인력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

정이 강조되고 활성화되어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직업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하지만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

하는 학부모들의 열망과 고졸자들의 취업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

차 등으로 인해 직업과정 운영은 학생 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시설 부족, 경직된 교육과정 등과 같은 문제에 마주하게 되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인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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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연계로 구분하고, 인문사회과정에서 직업과정으로 변경은 3학년에

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은

1990년 1월 10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고교교육체제개혁 방안에

서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와 함께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육성이 포함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교육부에서 발간한 2016학년도 일반고교 학생 직업교육 운영계획에서

는 직업교육의 목적을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

고 있다. 또한 위탁학생들이 졸업 후 견실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과정의 전문교과는 특성화고

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만들어져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탁교육 기관에 출석

하는 날에는 전문이론 20~30%, 전문실습 70~80%를 실시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하여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현장에 가까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편 소속 학교 및 위탁훈련기관은 위탁교육생에

대한 취업 지도 및 추수지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직업위탁교

육이 학생들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유지되어 온 직업 과정은 2000년대 초까지도 그와 관련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강종훈, 김수원, 2001). 하지만 일반고 직업 과정에 대

한 학생과 학부모의 편견과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학력 선호 경향, 직업

과정 이수 이후의 진로 문제(강종훈, 김수원, 2001: 7)등은 직업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확장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의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한혜정, 백경선, 201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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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위탁교육 과정과 내용

직업과정은 통상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지도교사와 교육 기자재를 갖추

고 운영하는 자체직업과정과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 직업 훈련원, 사설

학원 등에 위탁하는 위탁직업과정,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실

시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1997). 자체직업과정의 경

우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본교에 설치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탁직업과정의 경우 일반 학교에 직

업과정 및 직업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른 학교로 위탁교육을 보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경우 직업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장점이 있

어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다.

[표 2] 2017년 직업위탁 교육기관 현황(서울)

구분 기관명(정원)

산업(문화예술)

정보학교

서울산업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교 간 협력교육

과정운영학교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컨벤션고등학교

기술교육원 동부, 중부, 남부, 북부 기술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지정기관

대학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학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

대학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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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현장이 되는 ㅇㅇ고등학교는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ㅇㅇ고등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기 전인 2학년 말에 직업과정 선택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학생들이 본교가 아닌 다른 직업학교와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위탁과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학교의 학생들

이 선택한 직업과정을 보면 항공 전자, 미용예술, 실용음악(보컬, 댄스,

작곡), 한식조리사양성과정, 제과 및 제빵 과정이 있다7).

직업위탁학교에서는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직무능력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 관련법에

따라 위탁교육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현장 체

험, 산업체 파견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현장 실습 시에는 위탁학교에

서 학생이 현장실습 실시하기 전에 기업체 소개, 산업안전보건, 근로관계

법, 직업윤리의식, 학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교

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

7) 학과 및 관련 직업 예시 (서울 소재 산업정보학교)

-기계 : 에어컨 제작, 설치와 같은 냉동 공조, 자동차 정비 기술 및 관리

-건축 공예 : 도면 표현 및 3D 모델링, 컴퓨터 그래픽 실무, 금속공예 및 쥬얼

리 디자인

-전자 통신 : 전기 기술, 방송 영상(영화, 연출 등), 항공 전자 및 기계, IT산업

분야

-생활 과학 : 조리 기술, 헤어, 피부, 미용 등과 같은 미용, 바리스타, 보건 간호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

글로벌능력개발원

대우직업능력개발원

한일직업전문학교

한국제과학교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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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전제로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직업위탁학교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2015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

행 지침’을 따르며,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속 학교에 보내는 출

결,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은 그대로 인정하고 행동발달상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도 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원적교의 담임교사가 평가하

여 기록한다. 직업위탁교로의 출석 일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복교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위탁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원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고등학

생과 학교생활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소속 학교와 연계하여 학

생 생활 지도 및 출결, 수업 상황을 지도하고 협의한다. 또한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정서 순화, 직업윤리 교육 등과 같은 인성

지도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소속 학교는 위탁교육생들에 대한 취업지

도 및 추수지도에 노력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

료 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도 및 추수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업위탁교육은 직업 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므

로 교육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학생 성적 처리 및 출결관리에 관

련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 지도 규

정도 별도로 두어 위탁학생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원래 소속된 고등학교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하여 학생들이 직업 과정을 무사히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 따라서 직업위탁교육 과정에서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노동

은 같은 나이대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실제 직장에서 겪는 노동에 비

해 교육적인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직업위탁

교육 학생들의 선택과 노동 경험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노동 교육을 담

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제 교육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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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진로와 노동경험

진로 교육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흥미나 특기 등과 학생에게 주어진 다

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

게 될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직업을 결정한다

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획득하며,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어 최종적으로 진로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진로 결정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김정숙, 황여정,

2007). 교육학에서도 진로를 개인의 생애 직업발달과 그 과정내용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는 직업과 관련된

활동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이미라, 2010).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직업 선택과 진로 결정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노동

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청소년들의 미래 방향 결정, 인적 자본의 효율

적 배치라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므로(신희경, 김우영, 2005),

진로와 직업, 노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직업교육에서는 노동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진로와 직업, 그리고

노동 교육을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 인문

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전문대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을 통

한 취업이라는 선택을 한 것은 진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직업교육과 노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 진로 선택

진로 결정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직업심리학 분야에서 태동하였고,

사회심리학, 사회학 등에서도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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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황여정, 2007: 3). 직업심리학은 개인의 어린 시절 가정 경험, 자

아 개념, 인성 발달, 심리적 욕구 등이 진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과 그 결과를

통해 진로 탐색이나 결정을 설명하였다(임용수, 1992). 사회학에서는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충기, 1991). 이러한 이

론적 관점들은 개인과 구조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두었는지의 차이는 있

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성향과 사회 제도, 구조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진

로 결정 행위를 설명하려고 했다.

선행 연구들도 개인과 구조의 상호 작용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Walsh and Osipow(1988)

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환경, 그리고 경험적 요인을 분석

하였고, Crites(1981)은 정보와 경험의 부족을 진로가 결정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Bandura(1977)는 자아효능감을 진로 결

정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Tayler and Betz(1983)는 본인이

과업을 잘 수행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였다. Holland and Holland(1977)은 정보 부족보다는 개인

의 심리나 성격이 진로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Holland(1959)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이론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학자

인데, 그는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인성유형이 직업 선택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직업 선택은 개인이 타고난 유전적 소질

과 더불어 동료, 부모, 중요한 타인 등 개인이 속한 문화적 요인 간의 상

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후 Tiedeman(1961)은 직업 선택을 의사

결정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연구를 통해 직업발달이란 개

인의 생애를 통한 일생의 과정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이 곧 직업선택과 직

업발달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봉환(1977), 허자영(1996), 정윤경(2002), 신희경, 김

우영(2005)등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



- 25 -

를 수행하였다. 김정숙, 황여정(2007)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종합하

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 가정, 경제적 상황

과 인식, 진로 지도로 구분하였다. 진로 결정 수준과 관련된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학업 성취, 자아정체감 등이 있다. 가정 변인으로는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거주지 등이

있다. 경제 의식은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진로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적성진단, 훈련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직업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로

지도가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것은 진로 결정 행위라고 볼 수 있

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남아서 학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준비할 것인

가, 아니면 직업위탁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진로 결정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

듯이 개인과 구조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해석적 틀인 아비투스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8) 현장을 기술하고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2) 청소년의 노동 경험에 대한 논의

(1) 노동의 의미와 실습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노동은 경제활동으로서의 노동과 교육적 의

미의 노동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노동의 의미를 명

8) 부르디외는 직관성과 객관성, 이론과 실천, 구조와 행위를 통합시키려는 과정

에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만들었다(현택수, 200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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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인간의 노

력을 의미한다(Chris Tilly & Charles Tilly, 2006). 존 로크도 인간의 노

동이 없다면 토지는 그 자체로 가치가 거의 없으며 오직 노동을 통해서

만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생겨난다고 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일정 면

적의 토지가 지니는 가치의 99%이상은 노동에서 나온 것이다. 잘 알려

져 있다시피 아담스미스는 노동을 국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 재화의 가격은 일차적으로 시장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의 생산에 들어간 노동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Manfred Fullsack, 2009).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노동은 사람들은 상

품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며,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Ronco

and Peattie(1988)은 노동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였다.

노동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되는 것이다. 

노동으로 힘든 노력이 요구된다. 

노동은 필요에 의해 행해진다.

노동은 어딘가에 쓰이는 유용한 생산 활동이다. 

노동은 타인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특정 규율을 따라야 한다. 

노동은 주체의 정신 상태에 따라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노동의 개념을 토대로 직업위탁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업위

탁교육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은 자동차와 같은 기계 계열부터 방송

영상, IT엔지니어, 건축이나 주얼리 디자인, 조리, 제과, 제빵, 미용예술,

패션, 만화, 게임제작, 그리고 보컬이나 건반, 댄스 등 매우 다양하다. 이

모든 활동들은 학생들이 그들의 노력을 들여서 누군가의 효용을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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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활동들이다. 학생들은 위탁학교에서 실제로 디자인을 해보고,

빵을 만들어보고 기계를 조작해보는 등 노동 경험을 하게 된다.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실제적인 노동활동은 아니지만, 학

생들에게는 졸업 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중요한 경험이므로 의미 있는

노동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습활동은 소득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실제

노동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은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며 기회비용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화폐

형태의 임금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대가의 존재는 노동 시장의 구조와 변

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의 실습은 비용을 수반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소득이 아니라 실습경험을 통한 기술과 지식 습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 경험을 노동 경험이라고 지

칭할 경우 실제 직업생활에서의 노동 경험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의 노동 경험이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

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업위탁학교에서의 실습 경험을 노동실습경

험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노동실습경험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본 연

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험으로서의 노동을 다룰 수 있으면서,

소득 획득을 동반하는 실제 노동 경험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청소년의 노동 경험 :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 가족, 또래와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의 일과 노동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Marsh, 2003). 그러나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일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도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적극적으

로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Greenberger and Steiber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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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x, 1981; Marsh, 1991).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노동은 아르바이트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

에 대한 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고등학교를 진

학하지 않고 곧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학생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

한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연구 대상들이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실습을 통한

노동 경험을 하지만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

이트 경험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진로 선택 행위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일정한 거리가 있으나, 경험 그 자체가 주는

의미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산업 현장의 요구 및 체험 학습에 대한 요

구에 의한 결과(이광호, 2001),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가치를 보상받고자

하는 시도(Entwisle, Alexander and Olson, 2000; 이철위 외, 2000)라는

관점이 있다. 그리고 오늘 날 청소년들은 가족의 생계가 아닌 본인의 소

비를 위해 주체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Carr, Wright

and Brody, 1996; 한경혜, 2000; 이경상, 유성렬, 박창남, 2005).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

향(장원섭, 2001; 조혜정, 1996)과 부정적인 영향(한경혜, 2000; 문성호,

2003)을 동시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발달적 모델(development model)로 설

명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제로섬 모델

(zero-sum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김예성, 2004: 221). 발달적 모델은

청소년기의 노동 경험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또한 본

인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획득하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돈의

가치를 더 빠르게 인식하고 책임감을 높아지며,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또한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 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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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Shanahan, Finch,

Mortimer & Ryu, 1991; Carr et al., 1996). 나아가 근면성과 책임감 증

가, 시간 활용 능력 등이 발달하면서 학업 성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등 정규 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본

다(Bachman & Schulenberg, 1993; D’amico, 1984; Hannah & Baum,

2001).

제로섬 모델은 청소년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아르바이트는 학교 활동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

관점은 노동경험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청소

년기에 겪어야 할 다른 중요한 경험을 할 기회를 잃게 되며, 문제 행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Steinberg & Dornbusch, 1991; Marsch

1991).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들이 청소년의 노동이 학업 성취를

저하시키고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약화시키며, 비행 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Mortimer, Finch, Dennehy, Lee & Beebe,

1994; Lilidahl, 1990; Entwisle et al., 2000). Marsh(1991)는 종단 연구를

통해 아르바이트가 처음에는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 소홀해지면서 장점들이 사라지게 된

다고 하였다.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청소년

들의 노동 경험에는 수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처한 상황적 맥락, 시간과 공간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특성 등

이 복잡하게 얽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경험의 의미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개별적 삶과 이야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일의 종류, 성격, 일이 행해지는 상황이나 맥락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Mortimer and Ryu, 1994; Hansen and Jarvis,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단순히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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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

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인간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Greenberger and Steiberg, 1986). 이러한 생태학적 환경과

맥락을 중요시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관, 독립심, 책임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Mortimer and

Ryu, 1994).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일을 통해 얻는 보람, 가치, 기술 획득의 기회와 같은

내재적 의미(intrinsic value) 보다,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대

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점이다(한경혜,

2000: 156)9). 이것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

는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을 하는 동기

(motivation)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Hannah(2001)는 청소년들의 동기에

따라 노동경험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동기는 단순히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 이

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노동의 의미와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

이다. 노동 시장의 참여 동기에 따라 같은 노동 경험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전효관, 2002), 수단적 목표로서의 외적 동기와 일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내적 동기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냐에 따라

노동 경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김광웅, 2001). 이러한 노동 경험의

의미에 대한 동기에 대한 논의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본 연

구의 참여 학생들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

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10). 그러나 직업위탁교육

9) Arnett(2000)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청소

년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10)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50%가 아르바이트를 하

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용돈이 부족해서’를 꼽았다(헤럴드경

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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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노동 경험은 장기적으로는 돈과 관련되어 있으나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것과 거리가 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본인들의 미래를 위한

시간 투자, 성장을 위한 학습적 노동 경험을 한다는 측면에서 아르바이

트를 하는 학생들의 노동 경험에 비해 더 많은 교육적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교육에서의 노동교육

손유미(2004)는 학교 노동교육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직업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노동의 가치, 노동조합, 직업 세계와 윤리 등

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현경(2003)은 학교교육 단계에서 노

동 관련 제반 문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직업인으로서 노동하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최준호(2008)는 학교

노동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에 대한 지식과 기능, 가치

와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교

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주체가 학교이고,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수행된다는 측면에서 특정 노동 형태의 기술 습득을 직

접적인 목표와 내용으로 하는 여타 노동 또는 직업교육과는 구분된다고

하였다.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일과 노동 세계에서 자기실

현의 계기를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을 위한 직업 행위, 근로 행위를 사회

적 행위로 자각하게 하고, 일에 대한 건강한 태도 및 근로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송태수, 2015).

개인이 노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이 수행하는 노동 자

체가 개인을 사회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분업노동체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의 기본 속성임을 상기할 때, 노동

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처럼 새로운 경제, 사회 환경 하에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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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근로의식 고취 및 노동 세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학교 노동교육

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최준호, 2008: 136).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 교육은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에 비해 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노동이 빠진 경제와

진로 교육은 기성세대가 정한 직업에 대해 배우고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

하게 할 뿐이다(송태수, 2015). 교과측면에서 보면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노동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 이론 중

심으로 경제 교육이 이루어진 탓에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 시장이나 실

업률과 같은 경제학 원론에서 다루는 학문적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 교과를 보면 ‘생산요소의 공급자

로서의 가계의 역할’, ‘노동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기’

만을 명시하고 있어, 노동을 경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

고 있다.

현재 직업위탁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 교육은 앞 서 기술한 노동과 관

련된 제반 문제들을 이해하고 건실한 직업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약간의 거리가 있다. 노동의 가치 이해나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해 수업

을 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이론 교육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졸업 후 직

업 세계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경험을 통해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터득

하고 직업 세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으로 경제 교육에서 노동 교육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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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위탁교육과 아비투스(habitus)

1) 아비투스 : 노동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

학생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외적 요인과 더불어 개

인의 특성이나 주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사한 요인에 노출된 학생

들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의 이유와 결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택과 관련하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은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준다.

부르디외는 사회는 위계화 된 질서체계를 갖춘 공간이며, 그 공간 속

에서 각 개인의 자본11)의 소유 정도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며 계급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위계화 된 질서체계는 권력수단을 통해 유지 및 재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은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계급

재생산과 관련된 부르디외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향과 상징 자

본이라는 개념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취향은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할 수 있는 것의 원리이

며,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스스로를 구분하며,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

(Bourdieu, 1984). 계급 위치의 상징적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취향

은 각 계급들이 일상적 차원에서 삶의 유형, 소비 형태를 결정짓는 작동

요인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취향은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서 그들이 사

물을 구분하고 구별 짓는 기호로서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차

이를 사회적으로 구별 짓는 위계적 상징질서의 바탕이 된다(이건만,

11) 부르디외는 자본을 ‘물화된 혹은 살아있는 형태의 노동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며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구조속에 깊이 새겨진 힘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세계에 내재된 규칙성을 관통하는 원리(Bourdieu, 1986: 241)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그는 자본을 금전, 토지 등과 같은 경제자본, 가정환경, 학력 등

과 같은 문화자본, 사회적 관계 망을 포함하는 사회자본 그리고 의식, 명예, 위신 등

과 같은 상징자본으로 구분하였다(이소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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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116).

취향과 상징 자본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 아비투스인데, 아비

투스는 부르디외의 사회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하는 중

요한 개념이다. 아비투스 개념은 부르디외가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동

시에 구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부르디외는 객관적 구조

는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의 토대를 제공하며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구

조적 강제의 틀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과 집단이

객관적 구조를 보전하거나 변형하려는 일상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관계들의 토대

와 주관적인 경험의 대립적 두 요소를 통합하려고 아비투스 개념을 도입

하였다(현택수, 1996). 아비투스는 ‘실천과 재현을 발생시키고 구조화하는

원칙으로서 지속적이고 치환이 가능한 성향’이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특정한 장(field)의 관계 속에서 행위자가

획득한 영속적이며 동시에 변화가능한 성향의 체계로 보고 있다

(Bourdieu, 1979, 1980: 88). 이러한 아비투스는 습관과 달리 반복적이지

만 행위자와 사회의 장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생성되는 성격을 지닌

다. 즉 새로운 경험과 만나면서 아비투스는 계속해서 유지 혹은 변화하

게 되는 것이다(이성회, 2013: 155).

이러한 아비투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

비투스는 사회구조에 의해 구조화되는 구조(structured structure)이면서

동시에 행위자의 내부에서 구조화하는 구조(structuring structure)로 인

식된다. 부르디외는 행위자는 객관적 구조 속, 즉 자신의 삶의 조건과 교

육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아비투스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구조화되는 구조라고 불렀다(Bourdieu, 1979, 최종철 역, 2006). 예를 들

어 Bourdieu & Passeron은 연구를 통해 노동자 계층의 학생들은 대학에

잘 진학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산층 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며 대학 입학 후에도 노동자 계층의 학생들

에 비해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Bourdieu & Passer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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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는 대학이라는 장(field)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원칙들이 노동자

계층의 학생들보다는 중산층 학생들의 아비투스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행위가

그가 속한 아비투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비투스가 구조화되는 구조라고 해서 개인의 선택이 객관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비투스는 행위자의 개인적, 집단적 실천을

재생산하여 이전의 구조를 새로운 상황과 접하게 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구조화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Bourdieu, 1979,

최종철 역, 2006). 구조주의를 벗어나고자 했던 부르디외는 결정론적 개

념으로서의 아비투스가 아닌 행위자의 창의성의 결과로서 아비투스 개념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아비투스는 애매함(vagueness)과 불

확정성(indeterminacy)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아비투

스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매우 다른 행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Fuch, 2003).

본 연구에서는 주체와 구조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습관인 아

비투스의 특성을 노동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로 한정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아비투스를 어떤 영역에 대한 아

비투스로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M.

Grenfell, 2014: 63).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계급의 아비투스를 활용하여

사회적 계급과 재생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노동과 직업을 포괄하는 진로에 대한 경험의 의미

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비투스 개념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와 노동, 그리고 직업세계’의 인식 체계로 개념

을 한정하고자 한다.

2) 아비투스와 직업위탁교육의 선택

아비투스는 행위와 실천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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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체계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즉 아비투스는 행위를 분류하고 평

가하는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차등의 체계를 재생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분류 형태에 있어서 구별의 논리를 파악하게 해준다

(현택수, 1996). 부르디외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취향과 문화

적 실천의 다양성과 차별성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재능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는 출신계급과 교육 등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얻어진다는 것이

다. 자본의 불평등적 배분에 의해 형성되고 구별되는 아비투스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위자의 판단 및 취향의 문화적 실천을 만들어 내는 기제

라는 것이다. 아래의 도식을 통해 이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생활조건, 아비투스 그리고 생활양식

출처 : Bourdieu, P.(2006).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서울, 새물결.

이를 통해 부르디외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들이 계급 재생산을 위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개념들

을 활용하여 사회의 계급 재생산과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아비투스는 객관적 조건이나 사회 구조에 의해 정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행위를 일으키는 원리로서 작용하기도 하므로 계급 재생산

의 도구가 아닌 장에서의 행동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

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을 둘러싼 계급적 요인들은 그들의 노동과 직

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며, 낮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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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성취도는 학교에서 하위권 집단을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따라서 직업위탁교육 과정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비투스와 그에 따른 계급에 대한 논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을 기준으로 유사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의 계급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직업위탁학교 선택은 학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므로 학교

와 학생의 아비투스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3) 노동실습경험과 아비투스의 변화

아비투스는 행위자의 주관에 의해 구조화하는 구조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비투스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한하게 확장되는 주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되는 구조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범

위는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비투스를 행위의 결과(result of practices)인 동시에 행위 방식

(mode of practices)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아비투스의 특징으로부터

아비투스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ourdieu &

Passeron(1977)은 교육을 통한 아비투스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특정한 교육을 받는 사람

들은 예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

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비투스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Lee and Kramer(2013)는 미국 엘리트 대학에 들어온 노동자 계층 학생

들이 대학에서 그들이 과거에는 접하지 못했던, 또는 관심이 없었던 새

로운 음식과 학문 등에 대해 습득하게 되면서, 중산층 계급의 아비투스

와 노동자 계층의 아비투스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12).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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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비투스는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유지되는 동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성회, 2013). 본 연구에서도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아비투스는 고정적이

거나 또는 개인의 주관에 의해 무한히 변화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

을 둘러싼 외적 요인들에게 의해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구조화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구조화되는 특성은 학생

들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 즉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힘을 발휘하며, 구조화하는 특성은 노동 경험이 그들에게 미친 영

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동안 부르디외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의 개념을 활용하여 진

행된 연구물들은 꽤 있는 편이다. 부르디외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정리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논문들은 부르디외의 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하거나, 부르디외가 구별짓기(Distinction)에서 수행했던 경험적 연구의

틀을 그대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통계적 결과를 정리한 것들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를 수행

했으며, 몇 몇의 연구들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기는 했으나 부르디외의

이론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소수의 논문들만

이 부르디외의 이론과 개념이 탄생한 프랑스의 맥락과 한국의 역사적 맥

락을 비교하여 차이를 인식한 뒤 개념을 확장하거나 재개념화를 시도하

였다(강명구, 이상구, 2011). 부르디외가 연구했던 시절의 프랑스는 현재

의 프랑스의 상황과도 다르지만, 한국의 상황과는 더더욱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부르디외의 개념과 변인들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결과가 다르

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신갑, 박근영(2007)은 한국적 특

성, 즉 평등지향성, 중산층의 역할, 산업화 과정에서 강조되어온 근면검

약의 이데올로기 등이 프랑스의 상황과 다른 한국적 상황이며, 빠른 사

12) 부르디외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아비투스를 동시

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Cleft Habitus라고 하였다(Bourdieu,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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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이동과 사회구조의 변화의 과정에서 계급체계가 고정되지 않고 유

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르디외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부르디외의 이론과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

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수행된 부르디외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강명구, 이상구(2011)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의미를

가진 연구가 되기 위한 방법의 한 가지로 이론이나 개념을 방법론적 도

구(methodological tool)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부르

디외의 ‘문화자본’이나 ‘아비투스’를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

론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부르디외의 개념을 차용하여 차이점을 밝

히는 것 보다는 한국의 소비, 한국의 가족, 한국의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맥락의존적(context-bounded) 개념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강명구, 이상구, 2011 : 124-125).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개념을 도구로 활용하여 직업위탁교육 학생들의

삶과 노동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 교육 상황의 맥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것은 단순히 아비투스 개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삶과 경험이 부르디외가 제시한 개념과 일치성을 가진다는 것

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Horvat

and Davis(2011)의 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학교

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YouthBuil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아비투스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Young이 제시한 바에 따라 아비투스를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삶의 궤적

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기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Young, 1999 : 201).

그들은 아비투스 개념이 지속적인 경험에 의한 재구성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보았다. 직업위탁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기존

이 경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과정

속에서 본인의 진로와 이미 가지고 있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거

나, 새롭게 형성되거나, 또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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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내러티브 탐구

1)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토대

이론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도를 만들고 각각의 현상들

의 파편을 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적 도구이다. 이러한

이론은 법칙이나 일반적 원칙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 의미와 기능을 탐구하기 위해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Iser, 2006). 또한 이론은 생생한 경험과 학문, 그리고

실천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지적 활동이다(Kim, 2016). Van

Manen(1990)은 이론은 세상에 우리를 연결시키고, 세상의 일부가 되거

나, 나아가 세상 그 자체가 되는 일이라고 하였다. 질적 연구자는 인식론

과 존재론, 그리고 방법론 대한 자신의 믿음과 관련된 고도로 추상화된

이론을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믿음은 질적 연구자가 현상을 어

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와 관련된 패러다임 또는 해석적 틀

(interpretive framework)이라고 불린다(Denzin and Lincoln, 2000).

이와 같이 이론은 이야기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의 전제가 되므로 질적 연구에서 이론을 설정하고 이론들 간의 일치

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이 주관에 의해 형성되며 절대

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할 때 실

증주의적 전통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연구자는 양적 연

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인식론과 이

론에 대한 관점, 연구 기법 사이의 일관성이 확보되었을 때 연구자는 보

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적으로 정직하면서도 정상적인 연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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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수행할 수 있다(조영달, 2015: 63-64).

본 연구는 철학적, 이론적 토대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두고 있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인식론적, 이론적, 방법

론적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심리학자인

미드(Mead)와 실용주의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블루머(Blumer)는

미드의 생각을 이어받아 인간은 대상이 그에게 주는 의미를 바탕으로 행

동하고, 의미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며 사람의 해석적

과정을 통해 전달되고 수정된다고 하였다(Blumaer, H. 1969; 조영달,

2015: 100에서 재인용).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상대방

의 말과 몸짓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며, 그에 따른 반응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자아는 다른 사람 뿐 만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과 교사, 학교의 친구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

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동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를

조금씩 형성해나간다. 이러한 인식 체계의 형성과정은 진로와 관련된 자

아 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삶과 그

들이 그려내는 생생한 노동 경험이다. 학생 개개인의 삶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에 학생들마다 상이할 것

이며, 동일한 위탁학교와 같은 과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진 이유나 경험의 내용도 모두 다를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

업위탁교육 과정에서 겪는 노동 경험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같을

수 없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속에

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 참

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그들이 만들어 가는 이야기에 함께 참

여하고 공감해야 하므로, 연구자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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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

(1)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직업위탁교육 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노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

구는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일련의 인간적 경험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야기

에 대해서 쓰는 질적 연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Clandinin &

Connelly(1990)가 교육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

다13). 그들은 교육을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의 구

성과 재구성의 과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러티브 탐구를 통

해 그러한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서의 교육적 경험을 잘 그려낼 수 있다

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교육과 교육 연구 자체를 경험의 형태

로 이해했는데, 그것은 듀이(J. Dewey)의 ‘교육은 경험 안에서, 경험에

의해, 경험을 위해 개발된다.’는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육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내러티브 탐구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야기와 내러티브는 개인의

삶의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Polkinghorne(1988)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은

질적 연구자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인

간의 경험을 표현해줄 수 있는 언어적으로 특히 적합한 형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Leavy(2009)는 사회, 문화, 인간의 행위와 삶의 다차원적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에

13) Thomas Mitchell(1981)은 내러티브 탐구는 문학과 같은 특정 영역에 한정

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과 자연 과학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통찰력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내러티브 탐구는 교육학, 인류학,

사회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Kim, 2016), 심지어

경제학과 경영학까지 활용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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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것이며 그의 이야기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교육 연구와 학교에서의 경험을 발전시키

는데 필요한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Goodson, 1995, Goodson and

Gill, 2011). 연구 참여자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

은 다시 구성되는데(Hatch and Wisniewski, 1995), 이러한 논의는 학생

들의 삶과 노동 경험의 관계를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정한

본 연구의 의미 있는 전제가 된다14).

Clandinin &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속적

상황과 맥락,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요소

들은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3차원

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은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 개인적ㆍ사회적 차

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3차원의 탐구 공간에 위치한 연구 대상자의 내러

티브를 어떻게 연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

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내적 지향(inward), 외적 지향

(outward), 과거 지향(backward), 미래지향(forward)을 가리키는데 내적

지향과 외적 지향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과거 지향과 미래 지향

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의미한다. 서론에서

제시했던 연구 질문들은 직업위탁과정 학생들이 위치한 삼차원적 공간

속에서 네 가지 방향성과 공간적 차원과 관련된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

14)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직업위탁교육 선택 과정과 노동 경험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활용한다. 노

동 경험은 아비투스를 변화 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개척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와 아비투스

(habitus), 그리고 진로 구성주의(career construction theory)는 학생들의 이

야기를 엄밀하게 연결시켜주고 해석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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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와 내러티브 탐구의 적합성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행위와 노동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내러티브 탐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개인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에 담겨 있는 의미

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Witherell & Noddings, 1991). 우리

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이야기들

은 우리가 누구였으며, 현재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염지숙, 1999: 62). 이처럼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내도록 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간의 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한다.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

은 자신들이 직업교육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 그들이 삶에 대해 돌아보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요인 또는 그들 스스로의 특성과 자아에 대해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는 과

정을 거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직업위탁학교에서 실습이라는 형태로 노동을 경험하는 학생

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이 미래를 어떻게 조직화하는지, 그들이 살

아갈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그려내는지를 알고자 노력하였다. 학생들

이 겪는 노동 경험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며, 간

접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노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깨닫

게 되는데, 이 과정은 곧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러티브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

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유의미한 이야기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사람들은 내러티브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

할 수 있다(Ya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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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경험과 그러한 경험의 복잡성이 상당히 중시된다

(Webster, Mertova, 2007).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바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험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있다(Ginsburg, 1989;

Riessman, 1993).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내러티브는 면담의 결과를 정리

하고 요약하는 것과는 다른 작업으로 연구자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

은 이야기인 현장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는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김영천, 2013: 171).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 대한 잘 알

려진 방법은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다섯 단계의 탐구 과정이다.

그들은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

기,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순으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을 나누었다. 한 편 Creswell(2002)는 내러티브 탐구 절차를 일

곱 가지 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탐구 현상 선정, 연구 참여자 선

정, 경험적 자료 수집, 자료의 분석과 재해석, 연구 참여자들의 분석과

재해석 동참, 현장 텍스트와 연구 텍스트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

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김영천(2013)은 기존 학자들이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6단계의 탐구 절차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이미 학교 현장에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관찰을 통해 연구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Clandinin과

Connelly의 연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선행 연구들의 절차를 토대로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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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인문

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다른 취미나 특기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입이 중시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대학 진학 포기 이후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조차 결정되지 않은 진로 미결정(career indecision)상태에 머물게

된다15).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15) 진로 미결정은 ‘구체적인 진로 준비와 관련된 행동 선택 등에 대한 무능력

(Crites, 1981)’, ‘직업적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Gordon, 1988)’,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정윤경, 2000)’등으로 정

연구 단계 및 절차 내용

1. 현장에서 연구를 발견하기
연구 현장의 확인

연구의 배경

2.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연구 현장에 대한 고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동의서 작성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4. 연구의 의미 부여하기
개인적, 사회적 의미부여

내러티브 줄거리 구성

5.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공통 주제별 범주화하기

주제 분석

6. 확인하기 연구 참여자와의 공유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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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16)에서 학업 성적이 낮아서 대학 진학 외의 길을 찾는

학생들을 연구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중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중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기력하게 의미 없는 학교생활을 하다가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진로

선택을 했다는 측면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직업학교에서 노동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을 연구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노동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직업학교에서의 실습에 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획득한다는 측면

에서 더욱 실제적인 노동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학교에

서의 노동 경험은 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르

바이트에서 얻는 노동 경험과 차원을 달리한다. 아르바이트의 핵심 목적

은 단기간에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이지만, 직업학교에서의 실습은 교육적

의미가 담긴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노동 실습의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

를 알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을 고민하며, 미래 진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업학교에서의 노동 실습

경험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경험의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직업위탁학교에서 실습

의되는데, 학생의 능력, 불안, 흥미, 성격 등이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5).

16) 연구 참여 학생들이 재학 중인 ㅇㅇ고등학교는 강북 지역에 소재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공교육 선도’라는 목표 하에 국가 교육 과정을 충실하

게 따르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 대표성과 일반화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

역은 아니지만(조영달, 2015), ㅇㅇ고등학교는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에서 보다 폭넓은 해

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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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전히 마친 학생들을 참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17).

넷째, 연구 참여자들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직업학교에서의 노동 경험이 졸업 후의 진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을 통해 고등학교 때까

지의 삶(과거), 직업위탁교육의 선택과 실습경험(현재),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미래)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학생들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초

에는 성별과 상관없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면담자료를 모으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별 진로 선

택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가족 외의 구조적 요인 영향 차이가 크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8). 기존 연구에서도 성별이 진로 선택과 일정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Betz, 1981; Gottfredson, 1981). 본 연

구에서는 주체로서의 학생과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의 상

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성향, 인식 체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성

별로 발생하는 상호작용 양상의 차이는 연구 문제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17)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명의 학생은 직업교육을 포기하고 ㅇㅇ고등학

교로 돌아왔으며, 1명은 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이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다. 이 두 학생들의 경우에도 진로 선택 행위라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18) 많은 선행 연구들은 직업 선호에 성별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Astin & Panos, 1969; Harmon, 1971; 류인자, 1999; 용소현, 2003; 김병숙,

박정미, 2005; 허경조, 2007; 임현진, 2013). 한 편 Leung & Plake(1990),

Hesketh, Elmslie & Kaldor(1990) 등은 다른 요인에 비해 성별이 직업 선호

에 유의미하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을 진행했던 여학생들은 미용예술(2명)과 댄스(1명)를 전공

으로 선택하였는데, 남학생들 중 아직 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없다. 또한

미용예술을 선택한 여학생 중 한 명은 운동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

였으나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여 미용예술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와

같이 면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직업위탁교육을 선

택하는데 있어서 성별 요인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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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남학생들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3명의 학생

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

다.

[표 4] 연구 참여자 정보

성명 성별 나이 전공

1 이태민 남 만 18세 한식조리사과정

2 김지훈 남 만 18세 항공 전자

3 박정호 남 만 18세 골프서비스

3.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3월 ~ 2018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2017년 1월부터 학생들과 면담을 시작하면서 예비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2017년 3월 말에 서울대연구윤리(IRB) 승인을 얻었으므로 실제 연구에

포함되는 자료는 4월부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수집은 주로 면접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직업위탁교육 학생

들은 매주 월요일에 본래 적(籍)을 두고 있는 ㅇㅇ고등학교로 등교하므

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

들을 최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집중 면담하였으며, 시간이 될 때마다

5~10분 정도 짧게 만나서 직업학교에서의 일상 이야기와 학습 및 실습하

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생 한 명 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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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8회 정도 인터뷰를 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 후 전사하였

다. 그 이외에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면담의 형식을 갖추

지 않고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경우 연구자의 필드 노트에 정리하였다.

한 편 유사한 영역의 직업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집단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상호 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유사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또는 같은 직

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경

험에 대해 더욱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

들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이 속한 ㅇㅇ고등학교에는 직업위탁교육 학생들

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출결과 학교생활을 담당하므로 담당 교사

에게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직업위탁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해당 학교의 교사를 만나서 직업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19).

[표 5] 면담 대상 및 일정

19) 실제로 ㅇㅇ고등학교 직업위탁학생 담임교사로부터 그들의 출결현황, 직업

학교에서의 생활, 성실함 등과 같은 정보들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

리고 담당 교사와 함께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ㅇㅇ정보학교를 방문하여 수

업 현장을 잠시 볼 수 있었고, 연구 참여 학생과 만나서 직업학교에서의 삶

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학교장으로부터 직업위탁

학교의 취업 현황과 비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참여자
면담

코드
날짜

면담

시간(분)
비고

이태민(A)

A1 2017.03.20. 40

직업위탁교육 과정

A2 2017.04.10. 17

A3 2017.05.22. 20

A4 2017.06.19. 45

A5 2017.08.28. 21

A6 2017.10.16. 20

A7 2017.12.18. 55

A8 2018.01.26. 52 직업위탁교육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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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내러티브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주제 분석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주제 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주제 분석은 내러티브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중 한 가지로, 텍스트의 내용을 탐문하는 것으

로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 보다는 무엇이 말하여졌는가가 중요하며, 연

구 참여자가 알려주는 것보다는 연구자가 들은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

는데 중점을 둔다(조영달, 2015: 295-298).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내러티

브를 구성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면담 녹음 파일을 전사하고, 전사한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 참여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내러

티브 탐구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과 시간 속에서의 맥락

이 중요하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공감하고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고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

김지훈(B)

B1 2017.03.27. 43

직업위탁교육 과정

B2 2017.04.17. 21

B3 2017.05.29. 14

B4 2017.08.21. 36

B5 2017.10.30. 50

B6 2017.12.11. 32

B7 2018.01.31. 48 직업위탁교육 완료 후

박정호(C)

C1 2017.04.03. 35

직업위탁교육 과정

C2 2017.05.08. 19

C3 2017.06.26. 41

C4 2017.09.25. 22

C5 2017.11.06. 57

C6 2018.02.23. 32
직업위탁교육 완료 후

C7 2018.03.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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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진 현장 텍스트를 진로와 노동,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아비투스

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묶고, 다시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것들을 나열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

을 위한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직업

위탁교육을 선택하는 시기, 마지막으로 직업위탁학교에서 노동 경험을

하는 시기로 시간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아비투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가족, 학교, 아르바이트 등)을 범주화하였다. 최종

적으로 진로와 노동, 직업에 대한 인식과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러

티브를 정리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과는 학교

에서 매달 1~2회 정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으므로, 면담의 피드백은

다음 면담, 또는 1회~2회 정도 더 진행된 후에 곧바로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 텍스트를 쓰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연구 텍

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4. 연구의 신빙성과 윤리성

질적 연구에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그

대로 차용하지는 않지만, 연구로서 일정 수준의 질을 확보하고 연구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

여 질적 연구자들도 양적 연구에 상응하는 신빙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

다(Eisner, 1991; Wolcott, 1994; Richardson, 2000). 특히 내러티브 연구

의 경우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므로 과학적 탐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연구

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내러티브 탐구의 과학성에 대

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한 연구자들은 신빙성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왔다(Lincoln and Guba, 1985;

Polkinghorne, 1988; Huber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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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구에 있어서의 신뢰도란 연구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

을 때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

건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개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과 연구자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과 가치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질

적 연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론을 부인하며, 이론은 단지 특

정한 상황 속에서 찾아낸 의미의 이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조영달,

2005: 57).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같은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을 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신뢰도는 질적 연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연구의 상황과 대상,

환경 등이 동일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증적 연구에

서 관심을 가지는 신뢰도는 질적 연구에서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타당도

이며, 그 중에서도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외적 타당도이다. 앞 서 언

급했듯이 실증연구의 전통에서 일반화를 의미하는 외적 타당도는 질적

연구에서 의미가 없으며, 외적 타당도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이것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

로(조영달, 2005: 58), 질적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에 대한 방어를 할 이

유가 없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서 요구하는 외적 타당도 그 자체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의 신빙성을 제고하는 일은 질적 연

구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되는 작업이다. 질적 연구자들이 말하는 좋은

질적 연구란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럴 듯한 연구임을 뜻한다. 따라

서 본 연구도 좋은 질적 연구를 지향하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타당도인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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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질적 연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

출처 : Denzin, 1989. 발췌 및 수정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한 연구들의 신빙성 확보

방안을 차용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되도록 그대로 전달하

기 위해 연구자의 추정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

하려고 노력하고 연구 참여자와 연구를 같이 만들어간다는 인식을 바탕

으로 연구의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에 원적교인 ㅇㅇ고등학교로 등교를 해야 하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

전략 내용

연장된 현장연구
- 가능하다면 질적 연구자들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현

장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함

낮은 추정의 서술자 - 참여자의 진술과 현장기록에 매우 가깝게 기술함

자료의 삼각구도화 -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중의 자료를 활용함

방법의 삼각구도화
-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다중의 연구 방식을 활용

함

연구자 삼각구도화
-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다수의 연구자들

을 활용함

이론의 삼각구도화
- 자료를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중의 이

론이나 관점을 활용함

참여자 피드백
- 연구자의 해석 또는 결론에 대한 실제 참여자와 구

성원들의 논의와 피드백을 활용함

동료 검토
- 해석 과정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의

논의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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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청자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인정할만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료 연구자 3인과 현장에 익숙한 동료 1

인을 검토자로 선정하였다(Woods, 1993, Glesne, 2008; Denzin &

Lincoln, 2000)20).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의 이야기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료 수집 및 해석,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단계까지 연구 윤리를

잘 준수해야 한다(Clandinin, 2015). 본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구 참여 학생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을 우선시하였다. 졸

업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에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본 연구의 핵심 자료이므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녹음이 진행되며 이후 전사과정을 거쳐

서 해석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

는 경우 언제든지 면담은 중단될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

을 고지하였다.

면담 내용이 문서화되고 연구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게 면담 내용 및 해석이 담긴 문서를 나누어주고 자유롭게 검토하게 하

20) 동료 연구자 중 두 명은 질적 연구자이며, 한 명은 양적 연구자이다. 질적

연구자들은 학생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연구자가 면담 자료를 분석

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적해주

었고, 내러티브 탐구와 아비투스 개념 간의 관계와 활용방안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양적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다른 인식론을 바탕으로 연구 논리와

자료 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어 더욱 엄정하게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ㅇㅇ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입장에서 연구자의 연구 텍스트

를 읽어보고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석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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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편하게 느끼는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기술 및 분석, 공개하기에 민

감한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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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직업위탁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1. 이태민의 이야기

1) 진로 관련 성향의 형성

(1) 가족과의 상호작용 양상

가. 아버지 : 노동은 고통과 돈을 함께 가져다준다.

이태민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은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

다. 따라서 이태민은 아버지가 생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이

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고,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는지

도 알게 되었다. 이태민이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까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평소에도 매우 늦게 들어와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이태민은 어렸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할머니와 형

으로부터 토목 공사 일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 생각

해보면,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끔 며칠 동안 집에서 출근하지 않고

있었던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공사장에서 현장 소장 같은 일을 담당

하셨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거의 밖에서 몸으로 하는 노동들이 대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집에 들어오셨을 때 매우 힘들어 보이셨다.

이태민이나 형에게 따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린 시절의

이태민은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피곤해보이고 집에서는 거의 잠만 주무

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힘들게 일을 하셨지만 수입이 많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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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었고 형과 이태민,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아버지가 번 돈으로 부

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의 이태민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다.

이후 이태민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던 해에 아버지는 현재 하고 있는 호

텔 위탁 경영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토목 공사 일을 할 때에 비하면 거

의 집에는 들어오시는 편이지만 새벽에 출근하셔서 늦게 퇴근하셨다. 공

사 일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

태민은 호텔을 위탁 경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책임질

일과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트

레스로 인해 가끔 짜증을 내시거나 화를 내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통해

일이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호텔 위탁 경영을 하

기 시작한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적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나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태민에게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등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게 구입해

주셨다.

이와 같이 이태민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

어오는 것을 보아왔다. 이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힘든 노동을 해

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동 강도와 수입은 정(+)의 관계에 있다

는 것을 이해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벌어 오시는 돈의 양

보다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 가끔 일에 지쳐서 가족

들에게 짜증내는 모습들이 더욱 인상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태민은 수

입은 많지만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P: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아빠는 집에 잘 안들어왔어요.
R: 무슨 일을 하셨길래?
P: 무슨 일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토목공사 같은 거, 뭐 그
런 일... 어릴 때라서 토목 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도 잘 몰랐고.....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친구들과 놀고 그런데만 정신이 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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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현장에서 일하셨나보다. 많이 힘든 일인데...
P: (고개를 끄덕임) 가끔 집에 들어오실 때 보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저
희한테 말씀은 잘 안하시는데.. 엄청 피곤해 보이시는 그런... [A1]

P: 제가 여기(ㅇㅇ고등학교) 오고 나서부터는 지금하고 계신 호텔 위탁 같
은 거, 그런 회사를 하게 되어서, 새벽에 엄청 일찍...막 5시? 그쯤 일어나
셔가지고 저녁 늦게 오시고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고....
R: 경영이면 돈은 좀 많이 버시겠네?
P: 아마도...돈은 전보다 훨씬 많이 버시는데... 짜증도 그만큼 느신 것 같
아요. 저희한테도...(중략)... 힘든 만큼 돈이 많이 오는구나....뭐 그런 생각
들, 저는 그렇게는 안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A1]

R: 아버지 따라 경영 같은 거 할 생각은 아예 안 해봤어?
P: 사장이나 그런 거, 하면 좋은데...아휴... 아빠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요. 과정이 너무..어휴. 그냥 좀 평범하게 돈 벌고 설렁설렁 하는 게 낫죠. 
[A2]

나. 할머니 : 실질적인 훈육 담당자

이태민의 아버지는 이태민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바쁘게 살

아오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앉아서 학교 이야기나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 어머니와는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

에 대화한 기억이 거의 없다. 이태민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

니는 거의 항상 집에 계시기 때문에 이태민이 어린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손주인 이태민의

학교생활부터 공부, 친구 관계 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가까

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하다. 이태민의 아버지도 일이 점점

바빠지고 이태민의 학교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태민의 할머니

께서 이태민을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게 되면서 더욱 이태민의 학교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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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 등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았다. 할머니께서는 이태민의 성적

이 너무 낮거나, 학원을 무단으로 빠지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 회

초리로 때리는 경우도 많았다.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 훈육하는 역할을

할머니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이태민의 성적이 낮은 편이 아

니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태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셨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이후 학업 면에서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학업 성적보다는 이태

민의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하셨다.

이태민의 할머니는 손주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셨지만, 공부나 입시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태민을 적극적으로 지도한 것은 아니

다. 또한 이태민의 아버지나 삼촌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전문직 또는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직

업을 가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명확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시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학부모들과 같이 할

머니는 이태민이 공부를 잘해서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P: 아빠는 일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집에 거의 안들어오시고...그래서, 좀, 
저한테 신경 쓰고 그러기가.... 어릴 때는 돈이 좀 없어가지고... 형은 학교 
다니고, 야자하고 막 그러니까 저랑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집에 
할머니가 같이 살고 계신데, 그래서 할머니랑 지내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
요. 
R: 할머니가 많이 챙겨주셨겠다.
P: 예..학교 가는거, 노는거, 뭐 그런 거 할머니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뭐 제대로 안하거나 학원 땡땡이 치거나, 그런 거 걸려서 할머니께 막, 매
도 맞고 그랬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할머니가 붙잡고 시키시고..그래
도 안 하긴 했지만(웃음)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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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
P: 아빠는 뭐...거의 어릴 때 본 적이 없으시니까..오시면 주무시거나, 제가 
잘 때 일하러 나가시고...그래서 주로 할머니, 할머니랑 있고, 뭐 많이 물어
보시고, 그러다보니 할머니가 저를 제일 많이 아시죠. 챙겨주시고...화 내시
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점점 아빠는 좀, 신경을 안 쓴건지, 덜 쓰시게 되었
다고 할까요? 뭐...공부를 못하니까 관심이 좀...(웃음)  [A4]

P: 할머니는 제가 큰? 훌륭한?, 뭐,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봐
요...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이
러시면서 좀, 돈 많이 벌려면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시기도 하고. 
R: 큰 사람? 법조인이나 의사, 경영자 그런 직업들을 말하는거니?
P: 예, 뭐, 아마.. 할머니는 그.. 사장 그런 거. [A6]

다. 형 : 진로 선택의 길잡이

이태민의 형은 진로와 직업, 그리고 노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다. 이태민의 형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조리 전공으로 직업위탁학교를 다닌 바 있는데, 이러한 형의 진로 선택

은 이태민이 직업위탁학교와 조리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직업위탁학교를 졸업 한 이후에도 대학 진학을 하

지 않고 아버지 호텔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가, 다시 방송통신대

학에 입학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후에 유학 준비를 하다가 군

대에 입대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형의 복잡한 진로 선택

과정은 이태민의 진로와 관련하여 일종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직접적

으로 형이 이태민에게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지

만, 형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태민도 형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겠

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태민은 형이 호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힘든 행위이며, 돈을 더 많이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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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만큼 노동 강도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 형은, 공부 잘 했었는데 직업학교 갔어요.
R: 아, 왜. 그 호텔 관련 일 하려고?
P: 글쎄요‥
R: 안 친해?
P: 아뇨, 친하긴 한데‥ 원래 3,4등급 나왔는데‥
R: 오, 진짜?
P: 네. 
R: 근데 직업학교 보냈다고?
P: 그러게요‥ 
R: 뭐로 갔는데?
P: 똑같이 요리요.
R: 요리로?
P: 네.  [A1]

R: 지금은 잘 나가는 요리산가?
P: 아니요. 호텔 프런트 서고 있는데‥ (웃음)
R: 너희 아버지 호텔 프런트?
P: 네. (웃음)
R: 아니, 공부도 잘 했는데‥ 요리도 잘 했는데‥ 심지어 호텔 프런트를 서고 
있어?
P: 원래 요리 딱 배워서, 호주 유학갈라고 했는데.... [A1]

R: 형은 요즘 뭐하고 있니?
P: 대학 안가고 그러고 있다가..지금은 방송대인가? 거기 갔어요. 영어 무슨 
과로. 그런데 호텔도 하고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저보고 오지 
마라고..(웃음). 돈은 좀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새벽 근무를 서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받는 것 같기도.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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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과 진로

가. 초등학교 ~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기대를 가지는 시기이다. 면

담 대상 학생들도 대부분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인정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시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집중하고 기대를 하고,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발생할 만한 요

소도 적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별로 차이가 적은 편

이다. 이태민도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비교적 잘 했었고, 부모님의 기대

도 있었기에 다수의 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영어, 수학, 국어와 같은 과

목들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같은 예체능 계열 학원도 다녔다.

한 편 이태민은 초등학교 시절을 자유와 억압이 혼재 했던 시절로 기

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일 하시느라 바쁘셨고 할머니도 초등학생인 이태

민이 무엇을 하든 특별히 제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었다. 여러 차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태민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있었던 초등학교 시

절은 이태민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P: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라고 강요를 많이 안하셔갖고.. 되게 자유로웠어
요. 친구들하고도 많이 놀고. 지금도 공부는 안하지만...그래도 공부해야 한
다는 그런 거는 있잖아요? 
R: 행복했겠다. 공부 고민 없이 놀고.
P: 근데, 대신 학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이것저것....영어랑 수학 같은 거? 
피아노 학원이 기억에 남는데 잘 쳤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못 
치는데... [A1]

P: 왜 그렇게 많은 학원들을 왜 보내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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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음...아마 이것저것 시키고 잘 하는게 있는지...뭐 초등학교 때는 그럴 
때니까. 아빠나 할머니나 저한테, 그래도, 나름 기대가 있으셨거든요. 그래
서 막, 다른 애들도 학원 다니고 하니까 보내신 것 같기도... 나름 저도 초
등학교 때 공부 좀 했었거든요(웃음). [A1]

이태민은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꿈이 없었

던 것은 아니다. 이태민도 초등학생 때에는 다른 초등학생처럼 ‘대통령’

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 고등학생 때

까지 본인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태민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의 개인 성향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부모님과 할머니는 공

부하기를 바라셨고 학원도 보내기도 했지만 이태민 본인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특정한 것에 흥미를 가지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이태민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셨고,

할머니는 상대적으로 강제적인 힘이 부족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이태민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특성과

이태민의 개인적 특성이 맞물려 학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다.

R: 어릴 때 뭐 하고 싶은 거 없었어? 꿈 같은 거.
P: 어릴 때는 친구들과 놀고 그런 게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고...흥미 있는 과목도 없었
고...(중략)...사실 좋아하는 놀이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냥 
몰려다니고 PC방이나 좀 가고. 그냥 생각 없이 산 게 아닌가... 
R: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큰 꿈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나? 대통
령이나 판사 같은 거? 
P: 아, 저도 그랬어요..대통령이 꿈이었어요(웃음).
R: 놀랍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P: 당연히 그래야하는 건 아는데....저는 뭐를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책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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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는 건 정말 못하겠고..싫기도 하고, 학원도 그렇고. 뭔가에 빠져든 적
도 없는 것 같고...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공부로는 좀.. [A2]

이태민은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나 게임을 너무 하

고 싶다거나 미래에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본

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하나의 대안이

자 일상의 탈출구일 뿐이다.

R: 게임에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로게이머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P: 게임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사실 다른 거 할 거 있으면, 제가 재
밌다고 하는 거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집
에 있는 것도 그렇고 게임이나 하는거죠. 친구들도 PC방에서 주로 모이고. 
그리고 게임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이것도 뭐 집중력 있고, 그것만 
해야 하는거지...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그렇지만 게임도 그냥, 뭐, 그
래요. [A5]

이태민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아버지와 할머니는 학업에 대해서 본격

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태민의 아버지는 토목

공사 현장 일을 쉬시면서 이태민에게 공부하기를 강요하셨다. 이태민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일로 바쁘셨다가 시간이 생기자 이태민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태민이 공부할 때 옆에서 자리

를 지켜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업에 대한 압박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

결과 학업 성취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투입하

는 것만으로는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없었고, 아무

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되자 이태민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급

격하게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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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목에서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부

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학업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개인적 특성과 체계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지 않은

환경적 요인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R: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했었나?
P: 아뇨.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일 안하시고 집에서, 엄청 공부시켰어
요. 학원도 다니고, 새벽 3시까지 막, 몽둥이 들고 옆에 서서 지키시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이 꽤 나오고 그랬어요. 
R: 와,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공부했으면 잘 했을텐데?
P: 예. 사회 과목 같은 건 막, 1개 틀리기도 하고, 성적이 꽤 나오고 그랬
는데...
R: 그런데 왜...
P: 아니, 수학 이건 진짜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서...거기
서 무너지니까 그냥....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부터였나... 완전, 포기.  [A4]

이태민은 2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낮아지면서 공부를 더욱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후 친구들과 어

울리거나 PC방에서 게임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았고 성적은 더욱

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다시 일이 바빠지면서 사

실 상 학업에 대해서는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할머니의 공부하라는 말은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었다.

P: 내신이 엄청 낮았어요. 거의 뭐... 반에서.... 방과 후에는 친구들이랑 놀
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도 없어서 사실 
뭐, 공부를 안했어요. 할머니가 난리쳐서 학원도 끊고 그랬는데 학원 다니
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도망 다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고 그랬
어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완전 바닥을 쳤죠..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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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하기 싫어지면서 학교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도 재미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거나 다른 짓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실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 되었다. 이태민의 성격 상 반항을 하거

나 일탈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었다.

P: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PC방에 친
구들이랑... 꼭 1명씩은 같이 갔었어요. 그 때 한 창 롤(게임)에 빠져가지
고...(중략)...학교에서는 그냥 존재감 없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냥 학교에서 멍 때리거나 자다가...선생님이 시킨 거 있으면 하고, 집에 가
고.  [A3]

중학교 때 배운 과목들 중 사회 과목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무

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태민에게 사회 시간은 외울 것이

많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상대적으로 국어 과목을 괜찮았던 과목으로 기

억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소설이나, 영상, 조별 활동이 있어서였다고 한

다. 이를 통해 개별 수업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과목들을 묶어서 하나의 수업으로 바라본다면 이태민은

수업 자체를 포기한 것이 된다. 하지만 개별 수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

본다면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진다. 이태민은 본인의 삶과 관련이 적고

암기할 것이 많으며,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하는 과목들을 기피하

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부는 ‘흥미와 상관없이 외우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수업 전체와 학교로 확장되었다.

P: 경제를 안 배운 것 같은데...경제라는 과목이 있었나...기억이 잘...하여튼 
중학교 때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수업시간에 거의 잤던 것 같아요. 
사회 같은 거는 배웠었는데 맨날 자고..뭐 외울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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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좀...(없었다.) 그래서 시험되면 찍고 자고..그랬어요. [A1]

P: 중학교 때 학교생활 중에서..는.. 과목은, 국어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
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국어책에 소설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가 수학 
같은 과목들보다 덜 지루하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조별 활동 같은 것도 자주해서 관심이 좀 갔어요. 그러니까 잠도 좀 덜 자
고...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막 하기도 하고 그랬죠. [A1]

이태민은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던 때를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학교생활은 이태민에게 거의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이 더 많은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면

서도 이태민은 어떤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었다. 친구

들과 노는 동안에 걱정이 없었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학업과 관련된 고민

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잠만 자고 성적이 바닥

이어서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

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 그냥...친구들이랑 노는게 제일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방과 후에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는 걱정 같은 게 
없으니까...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R: 그 시기에 어떤 걱정이 있었나?
P: 뭐 딱히 심각한.. 그런 건 아니고...그대로 맨날 잠만 자고 성적도 바닥
이고 하니까....할머니도 자꾸 뭐라고 하시고. 나름 신경이 쓰였죠.  [A1]

나. 고등학교에서의 생활

이태민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이후 공부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고 생각하고 학업을 포기했었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진지하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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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태민이 공부를 시도한

것은 중학교 시절에 막연하게 느꼈던 걱정 및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 ‘미

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

부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려고 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고에 진학하면서 ‘공부를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부하는 곳, 공부

가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성화 고등학교

로 진학하기 위해 ‘요리’라는 진로를 설정했었으나, 특성화고 입시에서

탈락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이태민의 진로는 ‘공부’가 되었

다. 이 과정에서는 이태민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는 자연스럽게 중요

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R: 여기(고등학교) 오고 나서도 공부는 거의 안했었니?
P: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1학년 초반까지는 그래도 공부하려고는 했어
요. 롤(게임)도 접고, 게임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책도 좀 보고 자
리에도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었어요. 집에서도 좀 해볼려고 하고.
R: 중학교 때 접었다가 갑자기 왜?
P: 뭐, 할 수 있는거가 없고...거기, 어디냐, 특성화고 떨어지고 나니까. 이
제는 공부해야지...그렇게. [A4]

하지만 이태민은 학기 초에 잠시 학업에 관심을 보이다가 2학기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 이태민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선

수업 진도를 따라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년 초 또

는 학기 초에 공부에서 멀어지게 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공부를 해보

려고 해도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

고,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특히 영어나 수학과 같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 연속성이 강한 과목들의 경우 중학교 때 전혀 공

부를 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가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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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이미 이태민은 중학교 시절에 이러한 과목들로 인해 학업에 대한

좌절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 과목들은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4년

제 대학 입시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태민은 중학교

때 이후로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50

분을 온전히 앉아 있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 내용이 이해

가 되지 않으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만으로는 한 차시 수업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태민이 이야기하듯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

르겠고, 수업 내용은 이해가 안 되고, 잠은 오는’ 상황에서 이태민과 같

은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 현장에서 소외된다.

이태민은 학업과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공부에 대한 인식도 좋

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체계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

태였다.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적, 상장, 활동 등이 이태민에게

의미 없는 것들이 되면서 학교 자체의 의미도 없어졌다. 학교에서의 자

본 획득 실패 또는 자본 획득 경쟁의 외부인인 이태민은 본인의 계급적

위치를 인지하게 된다.

P: 1학년 1학기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를 집에서 조금 한 거 
같은데 ‘첫 학기는 망쳤으니까 다음에..’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할려고 했는
데....나중에는 아예 공부를 놔버려서 또 바닥을 쳤죠...
R: 다음에 잘 해보자고 다짐하고는 그냥 포기한 것인지?
P: 음..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일단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잠이 와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수업 내용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금방 안하게 되더라고요. 
R: 그러다가 또 PC방 가고? 
P: 1학년 초에는 그래도 PC방은 많이 안 가는 편이었거든요. 자리에도 좀 
앉아있고. 책도 펴보고... 그런데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니까 금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잠 자고...그러다 보니 또 PC방으로....(중략)...
어느 날 보니 책도 거의 뭐...없더라고요. 받았었던 같은데 책상에 두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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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하다보니 없어지고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한 번도 안 꺼내고 하니까 
그냥...없어졌더라고요(웃음). 
R: 공부가 안되니까 PC방 가고, 그러니까 또 공부가 안되고...
P: 그렇죠...공부에 손 완전히 놔버리고...PC방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임이 나와서 거기에 빠져서...거의 또 게임만 했죠. [A1]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낮은 등급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학기 초에 공부를 하

려고 했으나 포기하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수업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

간이 된다. 결국 다른 학교 활동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지만, 수업 뿐 아

니라 대부분의 활동들이 대학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민과 같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이태민의

경우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빠져들거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1학기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했던 이태민은

예전과 같이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고, 방과 후에는 PC방을 가는 생활

을 반복하게 된다.

다. 학교 수업과 나의 미래

1학년 정보 시간에 엑셀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직장

생활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였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

등학생이 되면서 부터는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태민은 중학교 때도 국어 시간에 소설을 배우면서 지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어 시간을 좋게 기억하

고 있다. 또한 국어 교사가 담임선생님이어서 과목 자체에 특별한 의미

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 편 그 동안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어 과목

에 흥미를 느꼈었는데 그 이유는 미래를 생각해보니 사용 가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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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서였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결국 영

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정보 시간에 엑셀에 대해서 공

부했던 이유와 유사하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P: 1학년 때 정보시간이랑, 1, 2학년 때 국어시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요.. 정보 시간은, 선생님이 막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컴퓨터를 써서 
쉬는 시간에 게임도 좀 하고, 아,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좀 관련 있을 것 같
은 엑셀도 배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래도 그거 배운
거가 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국어시간은 책에 소설들이 좀 많아서 배우
는데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때, 그 최인영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
는데, 담임 선생님이셨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A5]

P: 영어에 관심이 좀 생겼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약간 미래에 대해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음.. 나중에 영어는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 좀 해볼까? 생각했었죠. 또 아빠도 영어 하나만이라도 
잘해보라고, 나중에 쓸 일이 있을거라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좀 하려고 했
죠.  [A5]

라. 학교에서의 진로 활동

원적교인 ㅇㅇ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활동에 많은 신경을 쓰는 학

교이다. 진로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으며 진로 및 직업 체험의 날, 대학

생들의 학과 설명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업 체험의 날 같은 경우에는 실

제로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습을 하게 된다. 이태

민은 중학교 때부터 요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 체험의

날에 소규모의 호텔에 가서 요리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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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에게 그러한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진행되는 특별할 것 없는 행사

로만 기억되고 있었다.

R: 여기서(ㅇㅇ고등학교) 진로 관련 활동 한 거 기억나니?
P: 음...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냐, 무슨 행사로 호텔에 
갔었어요. 빵 만들러.
R: 직업체험의 날 말이구나? 
P: 아, 예, 뭐 그런 거. 메이 필드 호텔인가, 거기 가가지고 빵 만드는 체험
했어요.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R: 어땠어? 재미가 좀 있었니?
P: 오전에 빵 만들고 마쳐서 너무 좋았어요. 오후에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R: 진로를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P: 그건..제빵 체험하는 거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 만들라고 해서 
빵만 만들다가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됐는지
는 모르겠어요.  [A6]

(3) 노동경험으로서의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태민은 아버지가 위탁 경영하시는 호텔에서 아르

바이트를 하였다. 형이 프런트를 서고 있었는데 형 대신에 잠시 시간제

로 일하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할 때는 여기 저기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였다. 호텔 식당 뷔페에서도 음식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했는

데 여기서의 경험이 이태민에게는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버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였고,

본인이 제공한 노동력과 고생에 비해서 수입도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 또한 노동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

고, 본인이 제공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 74 -

R: 예전에 호텔인가 어디서 일 하지 않았었나?
P: 아, 그거 아빠 호텔에서...
R: 와, 좋네. 뭐하는 알바였어?
P: 아빠가 경영하시는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예약 넣
고...컴플레인 접수도 하고,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식당 뷔페에서 
홀에 음식 서빙해서 넣고 설거지도....그리고 뭐 다른 잡일 다 했어요. 아빠
가 하시니까 진짜 막, 이것 저것 다했죠. 시킨거....
R: 알바이자 아들이니까 엄청 시키셨구나.
P: 장난아니었죠..
R: 뭐 좀 배운 게 있어?
P: 그냥...진짜 힘들다...호텔은 아니다...이런거? 몸으로 해서 돈 버는 거는 
힘들구나 이런 거. 내가 힘들게 한 거에 비해 돈도 잘 안주는 것 같고.... 
[A6]

2) 직업위탁교육 선택 시기

(1) 직업위탁교육의 선택

이태민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우선 ㅇㅇ고등학교에서 1학년 초에 잠깐 공부를

한 것 외에는 공부를 한 적이 없었고, 다른 학교 프로그램에도 거의 참

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답이 없

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태민의 형이 선택했었던 것처럼 직업위탁

교육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ㅇㅇ고등학교

로 오기 전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직업위탁교육을 선

택하는데 있어서 이태민 스스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직업위탁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 아버지와 할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공

부가 안되면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찬성하셨다. 이

태민의 아버지는 이태민이 공부를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이태민에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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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하거나 진로나 직업 등에 대해 강요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배워서 그와 관련된 직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시지 않

았다. 일반적으로 직업위탁교육에 대해서는 학업 성적이 낮거나,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이 간다는 인식(강종훈, 김수원, 2001)이 강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벌 중심

의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위탁학교로 간다는 것에 대

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중학교 초기까지 학업에 집중하길 바라셨던 이태민의 아버지도 처음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나 직업 교육을 권장한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이후 성

적이 도저히 오르지 않자 전문 기술이라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

다. 한 편 이태민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는 직업위탁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다. 할머니는 이태민의 초등학교 시

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학교생활과 성적 등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태민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

고 실업자가 될까봐 걱정을 하셨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이태민에

게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

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태민이 직업위탁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적

극적으로 찬성하셨다.

직업위탁교육의 선택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거나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

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 이태민의 개인의 성격과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주변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무엇인가

를 성취하기 힘든 성향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성향 또는 인식은 결국 공

부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R: 직업위탁은 어떻게 선택한거니?
P: 학교에서 뭐 있어봐야...
R: 공부도 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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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일단, 그렇죠... 성적도 워낙 낮고, 이대로 있어도 답이 없겠다 싶어서 
사실 이것 저것 좀....그러다가 직업위탁학교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
데...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 공부안할꺼면 전문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기술 
배우면 나중에 먹고 살수는 있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뭐, 어차피 
대학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어서. 처음에 좀 (직업위탁학교 가는 것은)아
니지 않나....그러시긴 했는데, 제가 워낙 성적이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R: 할머니는 반대 하시지 않으셨고?
P: 아뇨. 사실 할머니가 직업위탁가는거,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
요. 할머니는 맨날 전한테 공부 안할꺼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그러다가 큰
일난다. 맨날 그러셔갖고....
R: 오, 의외다. 
P: 그냥 뭐, 직업위탁간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사실 할머니 영향이 좀 많이 컸죠.. [A1]

(2) 전공 탐색과 결정 : 하고 싶었던 일

이태민이 직업위탁과정에서 요리를 선택한 것은 우선 본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약간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

업위탁교육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할머니께서

요리 기술을 배워놓으면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조언

을 하셨다. 그리고 조리전공으로 직업위탁교육을 갔었던 이태민의 형이

요리에 대해 괜찮다는 평가를 해서 조리 전공 쪽으로 마음이 더욱 기울

었다. 결과적으로 이태민이 요리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것은 본인의 흥미

와 가족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는 직업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역할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 원래 요리쪽으로 생각있었나?
P: 예, 일단. 요리에 워래 관심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 그냥 뭐 조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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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거라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직업학교를 정할라면 먼저 전공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준 거 가지고 가가지고 할머니랑 
이야기해보니까, 할머니께서 쭉 보시더니 조리는 미래에도 안 사라질거고 
괜찮을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되니까. 그리고 형도 
직업위탁학교 갔었는데 똑같이 요리로 갔었거든요. 
R: 아하, 형한테 이야기 좀 들었겠구나?
P: 그쵸. 그래서 형이 요리를 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나름 재미고 있고, 
기술도 좀 배우고. 해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사실 전혀 모르는 것들이라
서, 뭐랄까 좀 두렵고 그랬는데, 조리는 그렇게 흥미가 없던 게 아니라서,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려고 먼저 종로산업정보학교에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서류는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진짜 갈곳이 없네...망했
다..이러고 있었는데 직업위탁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연락하셔가지고, 다행
히 여기 갔죠. [A1]

3) 직업학교에서의 노동 경험

(1) 직업위탁학교에서의 생활

직업위탁학교는 일반고에서 직업 교육을 위해 위탁을 보내는 형식이긴

하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기존 학교와 닮아 있다.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석 확인을 꼼꼼하게 하며, 담임교사가 있어서 교

육과 상담 등을 담당한다. 또한 생활 지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

업위탁학교는 특정한 전공이나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는 측면에

서 일반 인문계 학교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중 본 연

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실습과 관련된 것이다. 이태민에 의

하면 학기 초에 몇 주를 제외하고는 항상 실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

되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입실하면 그날 배울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한다. 만든 음식을 본인이 먹어보고, 친구들과 나

눠 먹어 보기도 하고 서로 평가하기도 한다. 오후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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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반복되고 일과가 끝나게 된다. 결국 앉아서 설명을 듣는 시간

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인 것이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을 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실제 직업 생활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P: 일단 9시까지 학교를 가요. 가서 친구들 기다리다가...오면 좀 놀고. 수
업은 학교처럼 걍,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시
작되는 그런 거. 보통 10시쯤 들어오셔 가지고 자격증하고 관련된 책 펴고 
설명 쫌 하고.. 30분 쯤 그렇게 하시다가 선생님이 잠시 보여주세요. 음식 
만들고 하는 거. 그리고 대충 11시쯤? 그 때부터 우리끼리 음식을 만들
고....오후에도 비슷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설명 좀 하시다가 우리가 직
접 만들어보고, 가끔 만든 거 먹어보기도 하고.... [A2]

조리사가 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종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야 한다. 직업위탁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을 시키는 것이다. 이태민도 매일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을

돌아가면서 실습하였다.

P: 메뉴들은 우선 자격증 중심으로, 자격증과 관련된 메뉴들을 먼저 배웠
어요. 한식에서는 생체나 밥, 찌개, 탕 같은 거 실습하고, 양식에서는 스프, 
샐러드, 스테이크 같은 거....이것저것, 걍 그런 거 만드는 자격증 배웠어요. 
다른 것도 다 그런 거, 탕수육, 깐풍기나 일식은 초밥...아 그리고 당근 오
이로 모양내는 방법? 같은 거 배웠어요.  [A2]

직업위탁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은 요리나 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 보다 많은 상호작

용을 할 수 있었다. 이태민은 이 과정에서 직업위탁학교 학생들과 친

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직업위탁학교는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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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쓰는 편이다.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

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직업위탁학교에서는 여

러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태민도

선생님들과 더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R: 거기(직업학교) 선생님들이나 애들과는 관계가 괜찮았어?
P: 그냥..ㅇㅇ고등학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친했다고 해야하나? 뭐 그랬어
요. 아무래도 학생들도 적고, 취업 그런 거 때문인지..
R: 선생님들도?
P: 예, 아마, 좀 관심이나 신경 좀 더 써줬던 것 같아요. 이야기도 많이 하
고. 상담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도 하
고. [A3]

(2) 노동 경험 : 조리사라는 직업 알아가기

이태민은 요리를 만드는 실습을 하면서 노동 경험을 하였다. 이태민은

요리를 만드는 일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중학교 때

부터 흥미가 있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도 조리 전공으로 가려고 했

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생각해왔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

문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수업에 대한 흥미도 없고, 내용 이

해도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잠을 자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

간을 보냈지만, 직업학교에서는 실습에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는 느낌도 받았다.

R: 요리하는 거 재밌어?
P:...좀 재미있었어요. 요리 만드는 거 재미있기도 하고 원래 좀 흥미도 있
기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하면서...이쪽이 내 길인 거 같다 생각도 
하고.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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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약간 뭐랄까, 자유로운 편이라서...음식 만들면서 이야기해도 되고. 여
기(ㅇㅇ고등학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닌거죠. 
R: 자유가 좀 많구나?
P: 예.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들고 그러니까 재밌더라
고요. 시간도 잘 가고. 요리 좀 만들고 이야기 하고 하다보면 금방 점심시
간 되고. 또 오후에도 금방 금방 지나가고. 
R: 재미있나 보다. 시간이 잘 가는 건 좋은건데.
P: 그런 거 같아요. 요리 만들고, 좀 놀고, 이것저것...하다보면 시간 후딱 
가죠. [A2]

P: 오늘도 할 만 했나?
R: 똑같죠 뭐. 요리하고. 
R: 이제 좀, 슬, 지루할 때가 됐나? 
P: 아뇨, 아직 할 만해요. 나름 요리 만들고, 먹는 재미도 있고(웃음). [A5]

P: 계속 뭘 하니까 학교(ㅇㅇ고등학교) 있을 때처럼(ㅇㅇ고등학교 있을 때
와는 달리) 잠도 잘 안오더라고요. 여기(ㅇㅇ고등학교) 있을 때는 거의 앉
아서 듣기만 하니까..내용도 모르고..진짜 그거 자체가 힘들었는데, 여기서
는 내가 직접 해보고 하니까 좀, 내가 좀 하는 것 같고, 잠도 안 오고. 
[A2]

이태민은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에 비해 직업위탁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본인이 관심이

없는 교과목들이 아니라 요리 실습을 하면서 잠을 자는 일도 없어졌

고,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요리를 만드는 반복적

인 실습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태민은 열심히 참여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리에 대한 자신감도 많아졌다.

P: 일단 ㅇㅇ고등학교 있을 때는 수업에 관심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
까. 거의 잠만 자고....잠 안자도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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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는데. 여기서는 뭘 자꾸 하니까, 음식도 만들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
서 뭐 할 수 있고...실습할 때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고 쉬기도 하고 그랬어
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뭘 좀 많이 배운 느낌이 있죠. 솔직히 책 보고 
할 때는(직업학교에서의 이론 수업을 의미) 좀 졸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
는데, 조리 할 때는 그런 적이 없어요. 
R: 요리는 좀 많이 배웠겠구나.
P: 그렇죠. 일단 요리 관련해서는 많이...
R: 요리 만들어서 팔아도 될 만큼?
P: 그럼요. 제가 (요리) 좀 합니다(웃음) [A3]

P: (분식점에서) 이런 거는 금방 만들 수 있죠.
R: 쉬운건가? 
P: 에, 그냥, 재료랑 이런 거만 있으면 금방이에요. [A5]

R: 요리전문가로서 빨리, 평을 해봐. 너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나?
P: 아이, 이런 건 많이 만들었죠.  [A6]

실습 공간과 재료 등의 한계로 인해 요리 실습은 몇 명이 모여서

함께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태민은 친구들과 진로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소위 하위

권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

이 없었다. 수업 시간에 거의 자거나 학교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

기도 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

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직업위탁학교 학생들은 항상 모여

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고 학업 성적

이나 학교에서의 생활 측면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친해지는 편이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자격증 취

득, 전문대 진학, 취업 등과 같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의 인문계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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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비해 진로 발달과 관련하여 또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의 영향

력이 상당히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 같은 거 하는 애들이랑 있다 보면 앞으로 뭐할까, 이런 것도 좀 이야기
하고 그러지 않나?
P: 가끔...뭐랄까, 앞으로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무래도 여기 모인 애들이, 그, 자격증이나 취업 이런거. 대학 안가고 그런 
애들이 모인거니까 당장 이거 졸업하면 뭐하고 살지? 이런 이야기 했거든
요. 
R: 자주 하는 편인가? 
P: 자주는 아니고...음식 만들면서 막 이야기할 때. 그러다보면 뭐 먹고 살
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R: 같이 장사해도 되겠다. 
P: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같이 쪼그맣게 가게해도 좋겠다... 
[A6]

(3) 진로 선택 : 새로운 직업 탐색의 시작

직업위탁학교 입학 후 초기에는 요리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데 많

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생

각할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학교에 익숙해지고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태민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

게 생각하게 되었다.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것은 학교 공부가 맞지

않고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지 직업위탁교육 후의 진로까지 구체적으

로 고려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진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태민은 스스로 요리와 관

련된 직업들의 정보를 알아보기도 하고, 직업위탁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졸업 후에 4년제 대학을 나

오지 않으면 안정된 곳에서 돈을 벌면서 일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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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현재 상태로는 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

었다.

P: 이게 그냥 평범한 식당은 안 그러는데. 근데 그런 데는 거의 알바 쓰잖
아요. 정직원이 아니라. 정직원은 거의 호텔 뷔페나 아니면 진짜 레스토랑 
같은 곳 가야 되는, 그런 데는…
R: 힘들어?
P: 네. 안 돼도 4년제는 나와야 해요.
R: 아, 그래? 요리도 4년제가 있어?
P: 네. 뭐 ㅇㅇ대 호조과(호텔조리과) 있죠. [A8] 

R: 요리로 먹고 살 방법이 없네?
P: 그쵸. 약간 빠른 포기가 답일 수도 있죠. (웃음)
R: (웃음) 아니면 직업위탁학교 졸업한 애들은 뭐해?
P: 지금요? 지금은 뭐, 알바 구하거나 아니면.....  [A8] 

P: 진로가 걱정이에요.
R: 진로가 걱정이야?
P: 네.
R: 이대로 있으면 호텔이다. 형 따라가는 거네?
P: 네.
R: 직업학교는 그러면 음식 만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P: 뭐, 어떤거.
R: 뭐랄까, 너희들이 앞으로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뭘 하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 
P: 있었죠.
R: 있었어? 뭐 있었는데?
P: 그, 뭐라 해야 하지? 막 취업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 모집공고 같은 
거 보여주면서 막 그냥 다 힘들다고 들었어요.
R: 모집 공고를 보여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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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네. 카톡에. 캡쳐해서 올려가지고 보여줬어요.
R: 음, 힘들다고?
P: 네. [A6]

여름방학을 전후로 해서 직업위탁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일자리

를 찾는 것이 사실 상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직업학교 생활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었다. 또한 2학기가 되어서도 반복되는 실습은 이

태민을 점점 힘들게 하였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요리 관련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흥미를

잃게 되었고, 오히려 직업위탁교육을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요리 쪽 전공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태민은 자발적으로 요리 전공을 선택하여 직업위탁학교에 입학했

지만 결과적으로 요리 전공을 포기하게 되었다. 요리를 포기하게 된

것은 직업학교와 조리사에 대한 정보 부족, 대안의 존재(호텔에서 일

하기), 그리고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총체적 상호작용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리를 포기한 것을 ‘실패’라

고 볼 수는 없다. 요리 실습을 통해 노동은 힘든 것임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요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였다.

이처럼 직접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리사가 되는 것을 포

기했지만, 다시 새로운 진로를 찾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진로 결정의 순환적 과정을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 요리는 힘들다. 내 길이 아니구나. 그냥 아빠 말 대로 호텔에서 일할까. 
이런 생각도 엄청 했어요. [A5]

P: 이제, 계속 반복되고 서서 흥미가 좀 떨어지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음식 만드는 것도 계속하니까 힘들고.  [A7]

P: 일단 요리는 내 길이 아니구나...이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먹고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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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좋다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요리하는거 엄
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버티기 힘들꺼라고요. 
R: 처음에는 몰랐었나?
P: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갔는데, 해보니까 진짜....계속하다보니 힘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하기 싫고, 더 힘들고.....나중
에는 진짜 거의 뭐...힘들다는 생각밖에는 안들더라고요. 그냥 ㅇㅇ고등학교
로 돌아가고 싶다....이런 생각만.
R: 완전 싫어진거네. 그럼 요리는 접었다고 보면 되는건가?
P: 뭐, 일단 요리는 내 길이 아니다 이 일은 안해야지. 이건 확실한 것 같
아요.  [A7]

(4) 졸업 후의 진로

이태민은 직업위탁학교를 졸업 한 후 서울 소재의 ㅇㅇ대학의 외국

어 전공으로 입학하였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나 진로를 결

정한 것은 아니고 요리를 포기하고 나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

버지의 조언과 형의 진로를 보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

면서 아버지 호텔에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면

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예정이다.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태민의 진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 일단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 봐야죠.
R: 그래? 다른 일 하는 것보단 아빠 호텔에서 크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P: 걍, 확실히 진짜 평범한 월급쟁이가 나을 것 같아요. [A8]

P: 재수 생각도 좀 해봤는데...
P: 일단 지금 다니는데(전문대학) 다니다가...군대 가야죠. 그 다음에 뭐..아
빠는 편입하라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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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편입? 어디?
P: 간호학과 쪽으로..
R: 갑자기 왜? 
P: 아, 페이가 쎄다고.  [A8]

P: 일단 호텔에서 틈틈이 일하면서... 생각 좀 해보려고요.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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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지훈의 이야기

1) 진로 관련 성향의 형성

(1) 가족과의 상호작용 양상

가. 부모님 :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형성

김지훈의 부모님은 의류제조업체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다. 가게가 비

교적 잘 되는 편이어서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며, 경제적으로 비

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김지훈은 부모님이 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생활과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어렴풋이 개념을 잡아가고 있

다. 부모님이 관료제 체제를 가진 회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품 생

산에 필요한 원료의 수요자와 중간재의 공급자로서의 위치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는 부탁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모님의 이러한 직장 생활을 간접적으로 본 김지훈은 사회생활은 사람

들 사이에서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항상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사회생활을 하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지훈은 부모님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봐 왔지만,

그 일이 상당히 어렵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고 있다. 부모님들은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셨으며,

이 때문에 방학 때는 하루 종일 혼자 있거나 누나들과 식사를 함께 했

다. 이 과정에서 김지훈은 가게 운영과 같은 사업은 너무 많은 능력이

필요하며 본인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지훈은 어

린 시절부터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평범하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회

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회사원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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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로 희망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한 것은 김지훈의 내성적이고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

과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 온 부모님들의 일하시는 모습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P: 부모님은 같이 일하세요. 정확하게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의류 제
조업?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옷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고 그런 거....
R: 장사는 잘 되는 편인지?
P: 아마도...거의, 아침에 엄청 일찍 나가셔 갖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그래
요.
R: 와 일이 많은가보다.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네.
P: (고개를 끄덕임) 그런 것 같아요. [B1]

P: 방학 때 거의 안 계셨어요. 일 하시고..
R: 그럼 밥은 어떻게?
P: 그냥 혼자 먹거나...누나랑 같이. [B4]

P: 일 하시는 거 저희에게는 말씀 잘 안하시고..저도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가끔 전화 받고 하시는 거 보면, 음...뭐랄까...사회생활
은 직장에서의 위치? 같은 거랑 돈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그거에 따라 사
람들의 태도 같은 것도 막 달라지고. 
R: 어떤 태도?
P: 그, 왜, 어떤 사람들은 막 부탁하는 전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언제까
지 옷을 해달라, 그런 거. 어떤 때는 아빠가 약간 그러기도 하고....부탁 같은 
거. 시간 좀 늦춰 달라 그런거였나.....아, 예전에 가게에서 돈 문제로 무슨 큰 
일이 있으셨다고...물건은 줬는데 돈이 안 왔는지...싸웠나?...그런 비슷한...하여
튼 일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좀...
R: 중요한 것 같아?
P: (고개를 끄덕임) 제 생각에는요.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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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부모님과 같이 가게하거나 그 일 물려받을 생각은 안 해봤니?
P: 아유, 저는 안 되죠....그럴 능력도 없고...하고 싶지도 않고..그냥 저 평범한 
회사원...그런 거 해서 조용히 그냥..월급 받고 그런 게 좋아요.
R: 대기업 같은 데?
P: 음... 그냥 조금만 회사 같은 데...월급이 작아도 그냥, 좀, 다닐 수 있는.. 
[B2]

P: 그냥, (부모님은) 대학 괜찮은 데 가서 먹고 살 수 있게 직장 구하면 된다
고... [B4]

부모님 두 분은 각자 대학과 관련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대

학을 졸업하신 김지훈의 어머니는 일단 김지훈이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

하고 있다. 반 면 대학 입학을 하지 않고 곧 바로 농업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는 꼭 대학에 진학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비교적 자

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두 부모님의 삶의 경험 차이에서 오

는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을 김지훈은 부모님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이야

기하고 있다. 부모님의 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김지훈은 ‘대학은

반드시 가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과정에서 본인

의 적성이나 흥미가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대학을 가야되며, 대학에서

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던 것

은 아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학은 가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학 진학에 대한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누

나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김지훈의 대학 입학에 대한 집안의 요

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아버지를 제외한 모두가 대학을 가야한다

고 하였고, 이로 인해 김지훈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기’가 중요하고도 당연한 목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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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네. 누나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저만‥ 이제 저한테 부담이 오는거죠.
R: 부담이 와? 그니까 너희 누나들이 먼저 취업을 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은 
너한테 이제‥
P: 올인을 하는 거죠.
R: 올인을 해? 누나들이 다 갔으니까?
P: 네.
R: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압박이 많았을 거 아니야.
P: 그렇죠... 공부하라고, 막...
R: 원하시는 게 있었나?
P: 아뇨아뇨. 
R: 공부해서 대학가라고 하셨나?
P: 네...일단 누나들이 다 대학을 갔으니까....엄마는 공부해서 대학‥ 일단 대학
부터 가라는데, 아빠는 취업해도 나쁘지 않다. 아빠는 자유로우시고‥ 엄마는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편이었고 아버지는 그냥‥ 그래서 두 분 고정관념이 달
라요. 어머니는 좀 괜찮은 대학 가셨고, 아버지는 대학 안 가시고 농업 쪽에서 
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대학 가라, 가라 하시고, 아버지는 꼭 대학 
안가도 된다.... [B1]

R: 어머니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학 나오셨나, 지금?
P: 네. 그래서. 좀 잘 다니는 대학 가셔서‥
R: 오‥ 그 시대에 대학이면, 어머니는 공부를 잘 하셨네.
P: 네. 
R: 아버지는? 대학은 안 나오시고‥
P: 네, 그냥 농업 쪽‥ [B1]

P: 네. 근데 누나들이 다 대학을 가서‥ 누나들이 다 공부를 하라고 저한테 압
박을 하니까‥
R: 아, 누나들이...
P: 예. 아버지가 그래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R: 아, 그렇네‥ 네 명 중에 세 명이 너한테, 가라고 하니까‥
P: 네‥ (웃음)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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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나들 : 학업과 진로의 길잡이

김지훈은 누나가 세 명 있다. 그 중 나이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세

번 째 누나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챙겨주었다고 한다. 셋째 누나

는 김지훈이 다니고 있는 ㅇㅇ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었으며, 대학이나 직업과 같은 진로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지훈이 공부를 하던 시기에는 셋째

누나도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그녀 역시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훈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지는 못했다. 대학 입시

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고등학생이었던 누나 역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 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누나는 ‘학교에서 착하게 행동하기, 공부 열심히 하기, 선생

님들에게 잘 보이기.’ 등과 같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성적을 얻기 위한

모범적인 행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였다.

P: 누나들 중에서 저한테 관심 많이 가진 건 셋째 누나예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R: 다른 누나들은? 

P: 다른 누나들은 나이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아무래도 좀 어려웠죠. 사실 
지금도..(웃음) 

R: 아하.. 셋째 누나는 학교생활 이야기 같은 거 좀 해줬어? 

P: 음, 약간, 셋째 누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생활이나 공부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챙겨줬어요. 

R: 공부하라고? 
P: 주로 공부 열심히 해라..그거.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라...눈에 나면 
안 된다...그렇게.  [B2]

R: 뭐 하고 살지, 진로 그런 건 이야기 안 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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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음..별로.. 그런 이야기는 거의... 누나도 공부하고 바빠서. 공부하라는 이야
기를 주로...  [B2]

P: (누나들이) 앞으로 대학, 취업 이런 거 많이 관심 가지고 알려줘요. [B6]

누나들은 김지훈보다 일찍 고등학교 수험생 생활을 하였고, 2명은 이

미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누나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

정에서 공부를 해서 소위 말하는 ‘괜찮은’ 대학에 입학하는 일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훈이 공부하는데 많은

관여를 하였다.

‘나처럼 되지 말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

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했거나, 회사에서 불

이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좋은 대학은 좋은 직

장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본인의 사회생활로부터 알게

되었으므로, 김지훈에게 일단 학업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P: 누나들이 학원이랑 과외 시키라고...적극적으로... [B4]

P: 네. 누나들이 맨날 공부하라고 했어요.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면서‥게임도 
반대해서 집에서는 못하고. 몰래 PC방 가고.. [B4]

누나들의 학업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김지훈에게

꽤 괜찮은 성적을 기대하였으며, 당연히 대학도 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P: 아뇨 일단 고정관념이 좀 이상해요 누나들이 다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필
수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 못했다 못했다 했는데..다 보면 4등
급, 3등급이에요...공부를 못했다는데..원래 공부를 못하면 6등급, 7등급이 나와
야 하는데....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할지..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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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첫째누나는 그래도 4년제 대학교....둘째, 셋째 누나는 전문대 갔어요. [B2]

김지훈이 초등학생일 때 김지훈의 누나들은 이미 학업에 한 창 열중할

시기였다. 누나들이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김지훈도 공부를 해야한다

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누나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김지훈이 중, 고

등학생이 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다. 누나들이 김

지훈의 성적을 관리하고 과외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도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P: 여섯 살, 일곱 살, 여덟 살 차이나요‥
R: 여섯, 일곱, 여덟? 와‥ 누나들이 도움을 많이 줬겠네.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게 한 것도 누나들인가?
P: 네. 성적을 딱....관리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누나들이 고등학생이니까.. 그
래서 초등학교 때도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쭉 그
냥..중학교 때 과외 많이 하고. 고등학교 와서는 학원. 그런데 사실 뭐 성적이 
잘 안나오더라고요..공부해도..(웃음).. 공부해도 딱히.. [B2]

(2) 학교생활과 진로

가. 유년기~초등학교

김지훈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꿈이 없었는데, 진로 희망을 말해야 하는

때가 있으면 억지로 아무 직업을 말하고는 했다. 김지훈은 어린 시절부

터 고등학교 때까지 꿈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 본인이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누나들이 아침 일찍 등교하고 힘든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진로나 직업을 가지는 것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

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명의 누나들이 연속으로 수험 생활

을 하면서 집 안에 ‘공부해서 대학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김지훈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해야 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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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인 김지훈도 고등학생인 누나들 사이에서 마치 수험생인 것과 같

은 존재로 취급되었고, 이 때문에 김지훈의 적성이나 취미, 꿈 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공부가 중요시 되었다.

R: ....초등학교 때는 나름‥ 꿈이 있었어? 몇 년 뒤에 나는‥
P: 아니 없었어요! 
R: 아, 없었어? 막 대통령 되고 싶다 이런 얘긴 안 했어? 판검사 되고 싶다 
이런 거?
P: 어, 저 초등학교 때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한 적이 많아서요.
R: 아, 초등학교 때부터?
P: 네... 그래서 제가 꿈이 없었어요.
R: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
P: 네.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선생님 될래요.’ 거짓말도 치고‥
R: 아, 그래?
P: (웃음)
R: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네.. 
누가 가르쳐줬어, 아버님이 가르쳐 줬어?
P: 아뇨, 누나들‥ 보니까 고달파서‥ 아침 7시 반 등굔데 7시 20분에 일어나서 
등교하고 바로 가는 거 보니까‥
R: ‘꿈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구나.
P: 예.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하고 사니까...  [B1]

김지훈이 초등학교 시절에 고등학생이었던 누나들이 매일 공부만 했기

때문에 김지훈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다녔다. 수험생이

두 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놀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

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P: 어...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면 누나들이 고1, 고3? 그래서 맨날 공부만 하
고...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태권도 학원 이런 데 다녔죠. 공부하고 그런 
분위기니까 저도 뭐 안하면 되게 좀....놀기가 어려웠죠. 누나들이 옆에 있고 



- 95 -

하니까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B2]

P: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B7]

초등학교 시절 김지훈은 또래 아이들에게 비해 조용하고 비교적 내성

적인 성격이어서 혼자서 게임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였

다. 친구들과 뛰어 놀기도 했지만, 자주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으며 운동

을 즐겨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내성적인 김지훈의 성격과 집 안의 수

험생 분위기가 합쳐지면서 본인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

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P: 어릴 때부터 뭐 큰 꿈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제 성격이 그런 건 아니라서. 
친구들과 놀거나 딱치 치고..그냥 조용히 게임하거나 텔레비전 보는 거 제일 
좋아했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그런거 생각하면서 학교생활도 하고.. [B1]

P: 제가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서...중학교 가서도 몇 몇 친구들하고만 친하게 
지냈어요. 눈에 띄고 그런거 되게 싫어해서..조용하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
으면 좋겠다...그런 생각하면서. [B3]

P: 선생님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가지도 않고. 뭐 
상담 같은 거 해야할 때는..그래도 선생님들이 조용하고 친절하다...그런 이야
기해주셨던 기억이.. 제가 그런 성격이고 하니까. 아, 자신감도 가지라는 말씀
도 하셨던 것 같아요.  [B3]

나. 중학교

가) 학교생활

김지훈은 중학교 시절을 상당히 괴로웠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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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바로 학업 때문이다. 김지훈은 중학교 때 학원과 과외를 하면서

항상 공부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를 마치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

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삶이 반복되었다. 이것은 앞

서 김지훈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고3 수험생 수준의 압력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지훈은 투자한 시간과 고통에 비해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좌절

을 겪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중위권까지 유지되던 성적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지훈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P: 아‥ 괴로웠어요.
R: 괴로웠어? (웃음)
P: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만 하다 보니까‥ 거의 공부만 했죠. 학
원이랑 과외해가지고..
R: 공부만 했다고?
P: 네. [B5]

P: 성적은 처음에는 그럭저럭....언제부턴가...내려가서 그냥 낮은 상태로 쭉...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엄청 뭐 많이 했는데....누나들하고 시기도 안 맞
고....억지로 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B5]

R: 그럼 어릴 때 공부를 했구나? 그럼 중학교 1,2학년 때는 거의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과외 아니면 학원가고‥ 계속 반복?
P: 네. 갔다 오면 일곱 시, 여덟 시.
R: 학원 갔다 오면?
P: 네. 이제 공부 하러‥
R: 또 저녁에도?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P: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학원은 똑바로 안 다녔어요.
R: 그래도 중학교 때는 열심히 했으면 중간 이상은 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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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네. 중간까지는 했어요. 
R: 아, 그래?
P: 중간까지는 하다가 이제 떨어졌죠‥
R: 아, 그래? 중3 때는 이제 과외 했겠네?
P: 네. 과외‥ 중3 때 처음으로 과외 했는데, 그 때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아 
이게 안 맞으면 그만 둬도 된다는 소리를‥ 못 했어요. 네, 아예 오늘만 뻐기
자‥ 하고 다음에 또 오면 뻐기자,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B5]

김지훈은 스스로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이었다고 말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했지만, 특별히 무엇을

하고 싶었다거나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본 것은 아니다. 이 때문

에 김지훈은 중학교 시절은 무의미하게 보낸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P: ...제가 접긴 접었는데 공부해도 하하하‥ 공부해도 딱히‥
R: 안 돼?
P: 네‥
R: 뭐 때문에 안 돼? 수학 이런 거 때문에?
P: 아, 수학은 오히려 재미있어 했어요.
R: 아, 진짜?
P: 네. 고1때 까지는 재미있어 했어요.
R: 성적도 좋았고?
P: 어‥ 거기까진 아니고‥ 그나마 성적은 수학이 제일 좋았어요.
R: 아, 그래? 그럼 뭐가 안 되지‥ 나머지는 암기과목이잖아.
P: 암기과목 진짜 안 됐어요. 제일 안 됐어요..오히려 수학은 재미있어 했고 
성적도 제일 잘 나왔는데...암기과목들은 진짜..
R: 아, 안 외워져?
P: 네.
R: 하기 싫은 거야, 안 외워진 거야?
P: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안 외워진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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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그러면 암기 때문에 접었네?
P: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냥 공부 자체를 싫어했어요. (웃음)
P: ...공부만 하다가 무의미하게 그냥‥
R: 뭘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공부 한다니까 공부하는 걸로?
P: 그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공부는 하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거죠. 공부는 진짜 안 맞는데.. 
[B2]

부모님들은 김지훈에게 어떤 구체적인 기대를 하기 보다는 누나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를 바라셨다. 누나 세 명이 수험생 생활을 연속으로 하

면서 항상 누나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김지훈에게는 누나들과 같이

공부하기만을 기대하셨다. 하지만 김지훈은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성적표를 숨기기도 하고 PC방에 가기도 하는 등 학업 스트레스로부

터 벗어나기 위한 작은 일탈들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R: 부모님은 너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야. 
P: 기대는‥ 모르겠어요. 거의 반반? 누나들이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계속 있
다 보니까 저한테 크게 그러지 않고, 기대는 누나들쪽으로 갔고. [B1]

R: 네. 이제 중3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더라도, 이미 셋째 누난 고3이죠. 그
니까 이제 그 때 그 누나 수험생이니까 이제 성적표 아싸하면서 안 알려줬죠. 
[B1]

P: 처음에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R: 아, 게임을 소개시켜줬어? 
P: 아이, 어디 가냐 했더니. ‘좋은 데 데려다준다’고 해서, 근데 그게 PC방이
었어요.
R: 그게 PC방 (웃음)
P: 중2때부터 데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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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어, 그 때 잘못된 길로 갔구나?
P: 그것도 있고, 어차피 공부를 진짜 싫어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하려다가 
그냥 게임 하는 게 나아서 [B4]

 

나) 진로 수업

7차 교육과정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교육을 강화

해왔기 때문에 김지훈도 중학교 시절에 진로와 관련된 수업과 활동이 있

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흥미를 유발하는데 집중하

여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전문적인 것은 아니었다

고 한다. 김지훈이 기억하는 진로 수업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

시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학생이었기 때문

에 직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다.

김지훈의 이야기를 통해 중학교에서 실시했던 진로 교육은 학생들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한 활동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로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이는데, 김지훈은 이것을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

로를 찾도록 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내성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김지훈에게 자신을 찾아가고 그것을 밝혀야 하는 진로

활동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

R: 중학교 때 진로 수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 같은 거 한 기억이 있니?

P: 음...별로 기억이....중3 때인가...하고 싶은 일 같은 거 관련된 수업도 했던 
것 같고..체험도 갔었던 것 같아요..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뭐 전문적으로 
뭘 했다, 이런 건 아니고..그냥.. 그런 거 할 때마다 흥미 생기도록 해주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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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진로와 관련된 도움을 준 건 아니지 않나...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P: 흥미가 생기도록 해줬다고? 

R: 그랬던 것 같아요..뭐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뭐 자료 같은 거 주고...직업 
같은 거 뭐 있는지 알려주고. 당시에 딱히 관심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B1]

다. 고등학교 시절

가) 학업 성적

김지훈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성적이 떨어지고 학원이나

과외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서는 더욱 공부

와 멀어지게 되었다. 공부가 싫어지기도 했지만 어려운 내용들까지 등장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거의 포기했다고 말한다. 또한 공부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 자

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졌으며, 학교에서도 집에 갈 시간만 기다렸다.

P: 중학교 때랑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고등학교 와서는 공부가 더 안 되고...
어렵고 너무, 진짜 너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공부는 거의 포기했죠..
R: 공부 말고 따로 관심 있었던 것은 있었니?
P: 음....제 성격이 뭐 그러다보니, 그냥 조용히 있기만 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
나면 집에 가고...집에 갈 시간만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B4]

P: 이제 누나 대학생 되니까 이제 (고등학생인)저한테‥
R: 갑자기 관심이 너한테로?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가서도 과외 했나?
P: 네. 고등학교 때에도 과외 했어요.
R: 과외를 했어? 와, 과외 왕이네. 그래 가지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과
외하고, 2학년 때도 과외 하고?
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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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허, 그럼 되게 공부 많이 했네?
P: 아, 근데‥
R: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은 나쁘지 않았나?
P: 떨어지고 있었죠. 공부는 워낙 잘 안 맞고..고등학생 되니까 진짜 하기 싫
어지더라고요. 이걸로 뭐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B2]

나) 고등학교에서의 생활

김지훈은 고등학교까지 지속된 학업 스트레스와 학원과 과외 때문에 2

학년 때 학교생활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았

고 그러다보니 공부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다.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

지면서 김지훈에게 학교 수업은 재미도 없고 힘든 시간으로 여겨졌다.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짓을 하는 등 수업에 집중하

지 않게 되었다. 또한 김지훈은 활동적이거나 나서는 성격이 아니기 때

문에 수업 외 다른 활동이나 교우 관계에서 큰 재미를 찾지 못했다.

R: ㅇㅇ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괜찮았니? 공부도 안 맞고 그런데..
P: 음...2학년이 좀 그랬어요. 
R: 음. 공부 때문에? 하기 싫어서?
P: 네. 학원이나 과외도 너무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
도 하기 싫고 막 그런 시기...학교생활 자체는 그냥 그랬는데 수업 시간이 너
무 재미없고 힘들고 그랬어요. 막 잠만 자고. 딴 짓하고. [B1]

P: 그 땐 워낙에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시간이)빨리 지나갔으
면 하는. 되게 귀찮은 거 싫어했어요.
R: 음. 뭘 그러면 좋아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성격이 보
니까 누구한테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눈에 띄는 것도 싫어하고‥ 뭔
가,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부터 할 것도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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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앞으로도 그냥‥
P: 워낙에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제 성
격이 좀 조용하고 나서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눈에 띄는 거 그런 거 
싫어해요. 공부해서 성공하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그런 거 전 좀 별로라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B5]

다)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김지훈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자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지훈은 몇 몇 수업들을 기억하고 있

는데, 그 수업들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암기를 해야 되는 수업이 아니라

대화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수업들이었다.

P: 국어 과목 최ㅇㅇ선생님 수업이 좋았어요. 담임선생님이기도 했고....초등학
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엄청 세세하게...포기하는 학생 안 생기게 쉽게 하시려
고 하셨어요. 학생들 말 약간, 공감해주시면서 꼼꼼하게...엄청 친절한 수업? 
그런 느낌.... 수업 시간에 거의 많이 잤는데 최ㅇㅇ선생님 수업 시간은 많이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윤ㅇㅇ선생님도. 체육 시간에 무섭게 하시면서 되
게 착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 못하는데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음...이
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 철학해주신 선생님, 비속어도 쓰시고 쿨하게 수업하
시고 하셔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어요.  [B1]

P: 수학은 그래도 좀 흥미가 있긴 했는데....아, 이ㅇㅇ선생님이 하신 수업이, 
그 뭐랄까, 수업 패턴이 재미있었어요. 약간 학생들이 뭐 하게 하고...친절하게 
정리해주시고...나름 좀 열심히 해서 반 정도? 따라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재
미도 좀 있었고..

R: 그럼 수학 성적은 좀 괜찮았니? 

P: 아니요...(웃음), 뭐, 재미는 있었는데...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그냥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니까...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멍 때리고...잠자고 



- 103 -

그랬던 것 같아요.. [B1]

김지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경제 수업을 들었다. 그는

경제 수업을 어렵고, 어른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룬 과목으로 기억

하고 있다. 경제에서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들이 생소하고, 본인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김지훈의 일상적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경제적 사건들이 아닌 경제학 내용 중심으로 경제 수업이 진행된

것과 관련이 깊다.

R: 1학년 때 경제수업이 있었는데, 기억나거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니?
P: 경제 수업은....사실 어려워서 뭐 했는지 거의 기억이 안나요.. 소비자, 판매
자? 뭐 그런것들...생각해보면 약간, 어른들이 알아야 할 것 같은 내용들이라서 
지루했던 것 같고...모르는 것들이 엄청... [B1]

라)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수업, 활동

초등학교 시절부터 꿈과 진로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김지훈

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도 별 다른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R: 학교에 있을 때는 원래 고등학교 우리 학교 들어왔을 때는 뭐 하고 싶었
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가?
P: 아뇨, 없었어요. 
R: (웃음) 그냥 들어왔어?
P: 네, 그냥, 고등학생 됐으니까 고등학교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B6]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와 다름없이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

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무엇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이 중심이 된

진로 교육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김지훈이 진로를 선택하

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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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학교 있으면서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수업이나 활동들 중 기억나는 거 있
니? 
P: 1학년 때랑 2학년 때 뭐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나,,누가 와서 자기 
과 설명 같은 거 하고...아, 회사원 같은 사람들 와서 일 하는 거 이야기했어
요. 하는 일이랑, 돈 얼마 벌 수 있다....좋다, 뭐 그런 거. 
R: 네가 진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니?
P: 도움은....음...사실, 제가 뭐 하고 싶었던 게 없어가지고...아무거나 그냥 선
택한 거 거든요..그래서 저런 일이 있구나...그렇게. 그냥 앉아 있다가 온 것 같
아요. 전문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설명하고 그래서. 그래도 막 전혀 모르던 
그런 거 이야기해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 좀 배운 것 같기도 하네요.....여러 명
한테 그냥 수업처럼 설명한거라서...제 진로에는 뭐 큰 도움은 안됐던 것 같아
요. [B1]

2) 직업위탁교육 선택 시기

(1) 직업위탁교육의 선택

김지훈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학교에서 직업위탁교육 설명회를 듣고

3학년 때 직업교육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다는 것은 남은 1년 동안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나 활동을 하는

아니라, 기술 교육을 배워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생인 김지훈의 진로를 크게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훈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학교 성적

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 성적을

관리하였지만, 이미 학업에 대한 관심이 중학교 때 없어졌기 때문에 성

적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학급에서도 상당히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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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김지훈은 남은 1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

었다.

R: 직업위탁학교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니? 
P: 음..딱 봐도 공부는 해도 안 될 것 같고...그냥 기술배워서 빨리 취업하는게 
낫겠다...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R: 대학은 안가도 되고?
P: 학교에 있어봐야 대학이...안 되죠. [B1]

R: 직업반 안 가고 학교 있었으면 뭐하고 있을까? 
P: 아마..저기 먼 데 어디 대학 갔거나...그냥 아무것도 안됐을지도. [B7]

가. 부모님의 영향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위탁을 선택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이러한 선택은 대학 진학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의미이다21). 아직까

지도 대학 졸업장이 가지는 힘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22)에서 부모님들

은 직업위탁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지훈의 부모님, 특히 대학을 졸업하신 어머니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식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과 과외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김지훈이 대학에 입학하기를 기대한 바 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

업을 준비하는 기관인 직업위탁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21)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도 대부분 전문대학이나 전문학교로 진학을

한다. 하지만 직업위탁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울특별시교

육청, 2016). 직업위탁학교에서 설명회를 할 때 이점을 강조하므로 학생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는 시점에는 대학 진학

을 포기한다고 볼 수 있다.

22) 고용노동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대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고졸 근로자보다 37% 많다. (한국경제,

2016.08.29. 한국, 대졸-고졸 근로자 임금 격차 'OECD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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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대학 졸업장을 따야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하지만 김지훈의 어머니는 공부는 많이 시키려고 하셨지만, 김지훈

의 진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업

위탁교육을 선택했을 때 아쉬워하셨지만 막아서지는 않으셨고, 직업학교

입학 이후에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잘 하라고 말씀하셨다.

김지훈의 아버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 바로

생업에 종사했고, 지금까지도 가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

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기술은

배워놓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훈이 직업위탁학교를 선택

할 때에 지지하는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R: 직업학교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되게 섭섭해 하시지 않았어?
P 되게 반대하긴 했어요.
R: 대학 보내고 싶어 하셨을 것 아니야.
P: 네.
R: 전문대라도.
P: 아니, 1학년 때 일반고에서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직업학교 이런 데 가가
지고‥거기서 가서 뭐 할거냐고. 대학을 가야 좋은데 취업할 수 있다고. 직업학
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좋으셔가지고....
R: 어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를 많이 하셨겠네? 직업학교 가는 거?
P: 아뇨, 지금은 뭐 하는 대로 하라고‥ [B1]

P: 아빠는 뭐, 어느 길을 가도 갈 수 있으면 가라고...아빠는 기술직을 배워가
지고 기술이라고 하나 배워놓으면 좋으니까, 직업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가라
고 하셨어요. 
R: 아버지께서는 찬성하신거네?
P: 그런거죠..사실 아빠는 제 공부나 대학 이런데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그냥 
한다고 하면 하라고. 초등학교 때만 잠시 관심 가지시다가.. 축구를 좋아하셔
서 거의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쓰셨죠.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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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엔 포기하시긴 했어요.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뭐 하는 대로 잘 하라고 하시고. 제가 그냥 한다고 하
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엄마가 대학 나오셔서 대학가라고 항상 그러시긴 했
지만, 학원도 엄마가 거의 보내시고 하셨고. 그런데 그냥 보통은 알아서 해라, 
이런 스타일이셔서. 막 강제로 뭘 그러지는 않죠. [B6]

(2) 전공 탐색과 결정 : 할 수 있는 일

직업위탁교육 학생들은 요리, 바리스타, 항공 전자, 제과, 제빵,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김지훈은 그 중에서도 항공

전자를 선택하였다. 김지훈이 항공 전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

선 누나들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직업위탁교육을 선택

한 학생들이 그렇듯, 김지훈도 직업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낮은 학업 성취도’ 때문에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므로, 수많은 전공들

중 어떤 전공을 미리 정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많은 학생들은 ‘취업 가능성’을 가장 중시한다. 김지훈 역시 항공 전자에

서의 취업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김지

훈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더 많이 운행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

로 공부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와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

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하여 비행기 한 대 당

필요한 정비공의 수도 알고 있다. 김지훈이 직업위탁교육에서 본인이 하

고 싶은 전공을 찾는 과정은 진로 찾기의 과정으로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R: 직업교육은 전공이 상당히 다양한데..그 중에 항공 전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니? 
P: 그냥‥ 관심 좀 있긴 했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학교에서는 시간 때우다가 
가고 그러다보니 이것저것 그냥.. 그러다가 항공기 같은거...좀 관심이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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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누나들이 일하는거 보니까 항공사 같은 데 취업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R: 누나들이 어디서 일하는데?
P: 어‥ 한 분은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한 분은 마케팅‥ 여행 마케팅? 
그러니까 둘째 누나가 여행 마케팅인데 여행 막 홍보를 하면 첫째 누나가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만드는?
R: 아...여행이니까 항공 쪽하고 좀 연결되었구나..
P: 네...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앞으로 비행기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면 일자리도 좀 많이 늘지 않을까. 비행기 한 대에 정비하는데 50명인
가..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앞으로 괜찮죠. [B2]

3) 직업학교에서의 노동 경험

(1) 직업위탁학교에서의 생활

김지훈이 다니는 ㅇㅇ정보학교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에 있다. 김지훈

은 원적교인 ㅇㅇ고등학교와 5분 거리인 종암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매일 왕

복하고 있다. 보통 학교는 8시 40분에 시작되지만 김지훈은 학기 초부터

드론 방과 후를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

시간을 드론에 대해 배우고 날리는 연습을 한다. 따라서 아침 7시까지

학교를 가야되므로 보통 6시 전후에 집을 나서고, 7시에 방과 후가 끝나

면 하교를 하여 8시쯤이면 귀가를 하게 된다.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직업위탁학교에서 가서는 누가 시

키지 않아도 스스로 드론 방과 후를 신청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

다. 김지훈이 거리가 먼 학교에 통학하고, 드론 방과 후까지 신청하여 열

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배워서 취업을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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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직업위탁학교에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니?
P: 보통은 8시 40분부터 수업이 시작돼요. 집에서 한 시간 전 쯤에 나가면 되
는데...저는 드론도 해가지고...아침 7시까지 학교를 가야돼요. 7시에 가서 드론 
연습 한 시간 정도하고....8시 40분 되면 이제, 교실로 가 가지고....계속 항공 
정비 관련 연습 하고...4시20분 정도되면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그런데 또, 저는 
드론 방과 후가 있어가지고, 5시부터 7시까지 드론 날리기...
R: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 보다 엄청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네? 
P: 네...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열심히 해야죠. [B1]

P: ㅇㅇ고등학교에서는 공부가.....공부가 중심이고, 그래도 축제도 있고 무슨 
활동 같은 것도 많아서 나름 재미도 있고...여기(직업학교)는 아무래도 자격
증...취업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계속 항공 쪽 실습하고, 그거 관련된 것만 
계속하고 다른 건 안 하죠.
R: 다른 거라는 건, 축제나, 소풍, 봉사, 진로 활동 그런 것들?
P: 네....그런 건 거의 없고...일 하고 쉬고, 일 하고 쉬고...반복이죠...그런데 자
유롭게 휴식하는 시간들이 많고 해서 나름 괜찮았어요. [B4]

학교 초에는 항공기 기체나 구조, 원리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상대평가로 성취도를 평가하거나 등수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필기시험을 통과만 하면 되므로, 경쟁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교사가 이론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고, 학생들이

책이나 문제집을 보고 알아서 공부하면 된다.

R: 지난주에는 뭐 배웠어?
P: 이론 조금 보고 있어요..비행기 구조 같은 거, 어떻게 나는지. 정비 방법도 
있고. 
R: 선생님이 강의 해주셔? 
P: 제일 처음에 약간 하시고...거의 책 보고 알아서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각자 
알아서 책 보고 필기 보면 되는.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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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은 인문계 고등학교인 ㅇㅇ고등학교에서의 교우 관계는 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 자체가 공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은 공부를 하지 않는 편에 있

었고 성격도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좁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위탁학교는 성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 무엇

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

에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보다 교우 관계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

다. 또한 ㅇㅇ고등학교 있을 때에 비해 직업위탁학교 선생님과는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관계였다

고 보고 있다.

R: ㅇㅇ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는 좀 어때?
P: 여기서(ㅇㅇ고등학교)는 공부가 중심이니까, 그냥 그거 중심으로 친하고 그
랬던 것 같아요. 
R: 공부하는 친구끼리?
P: 예. 그래서 저는 친구가 별로...제가 성격이 또 그러다보니 친구가 몇 없기
도 했지만.
R: 그럼 직업학교에서는? 
P: 직업학교에서는 같은 거 배우고 그걸로 뭐 먹고 살지...그런 거 관심 있는 
애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친구관계가 좀 더 자유
로운 그런 거.. 
R: 자유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P: 음... 그냥, 공부 잘 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이...다 편하게 이야기하고 친
해질 수 있고 그런 거. [B4]

R: 선생님들은 어떤지?
P: (ㅇㅇ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진로희망이나 공부, 성적 그런 것 대해서 
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상담한 기억이 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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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거기는 좀 다른가? 
P: 아무래도 여기는 취업이 중요하니까..여기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도 있고 
그래서, 학과나 진로 같은 거, 취업이나. 조금 더 관심 높은 이야기 한 것 아
닌가... [B4]

(2) 노동 경험 : 항공 정비사 되어 가기

김지훈이 속한 직업위탁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항공 정비

또는 드론 조작과 같은 실습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실 책상 위에 엔진과

같은 항공기 기체의 일부를 가져다 놓고 실제로 그것들을 분해, 조립해

보거나 회로도 읽기, 납땜하기 등을 한다. 이러한 교육은 현장에 곧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정비사들을 육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기술 중심의 노동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실제 기체를 정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김지

훈에게는 의미 있는 노동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R: 실습실이 따로 있어?
P: 교실에서 책상 싹 사라지고 엔진 이런 것들로만. 따로 실습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똑같은 곳에서 위치만 좀 해서(바꾸어서), 엔진 같은 것들로 채
워놓죠. [B1]

R: 요즘에는 뭐 배우고 있니?  
P: 학교에서요?... 학교에서는 이제 항공기 기체, 부분들 몇 개 가져다 놓고 실
제로 해봐요. 저희는 정비해야 하니까...철판 같은 거 뚫어가지고 리벳 넣고. 
긴 튜브 같은 거 작업해서 밴딩하는 거. 튜브밴딩 하고. 그거 하면 이제 끝이
죠. [B2]

P: 오전에 이론 좀 하고....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 납땜 작업하고...회로도 같
은 거 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납땜해야 하는지...패턴 같은 거도 보고.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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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정비잖아요. 정비 분야에서는 한 분 빼고는 조립
하는‥ 엔지니어라서 실제로 거의 조립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B3]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항공 정비 실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낯설

고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지훈도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어

렵다고 느꼈지만 곧 적응하고 익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힘들지는 않니?  
P: 괜찮아요. 그냥...해보면 되게 쉬운 것들이라서...
R: 이야, 대단하네. 이쪽 분야에 재능이 있나봐.
P: (웃음) 아, 그건 아니고...그냥 쉬워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이게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막 시간도 남고...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면서 설렁설렁 해도.... 다 할 수 있죠. [B4]

직업위탁학교의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진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비중도 작지만 김지훈에게 이론 수업은 ㅇㅇ고등학교에

서와 다를 바 없이 지루한 시간이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꼼짝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유롭게 이론 공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점수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다. 김지훈이 다니는 직업위탁학교는 학생들이 항공 정비와 관련된 자격

증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필기에서

일정 점수를 넘어야 한다. 필기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되므

로 같은 반 또는 학교의 학생들과 시험 점수를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

다. 따라서 김지훈은 시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경쟁에 대한 압력은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여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

다.

R: 학교에서는 앉아서 공부를 주로 했는데...실습 같은 거, 실제로 몸으로 하면 
어때? 재미있다거나, 힘들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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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여기도 이론은 하니까..사실 이론 공부는 똑같아요..여기랑, 재미없는 건. 그
래도 뭐, 자유로우니까...수업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ㅇㅇ고등학교에서)공
부하는 것 보다는 낫죠. 
R: 여유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
P: 음...일단 수업 시간이라도 화장실 가고 돌아다니고 그런 건 좀...허락되는 
편이고요..
R: 아, 진짜? 이론공부 하는데?
P: 네. 들을 애들은 다 들으니까‥
P: 그리고 막, 공부해야 되고, 시험 잘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그냥 필
기 통과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면....해서 필기 따면 끝.  
[B2]

김지훈은 이론 수업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실습은 재미있다고

한다. 원적교에서는 본인이 관심 없고 선택하지도 않은 국어나 사회 같

은 과목들을 강제적으로 들어야했다. 하지만 직업학교에서의 전공, 항공

전자는 김지훈 본인이 직접 선택한 전공이었기 때문에 재미를 느꼈다.

또한 책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들을 실제로 해 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그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느꼈다. 방과 후

수업을 통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 드론의 경우 자격증도 획득하며 전문성

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P: 실습은 재미있어요. 
R: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
P: 그렇기도 하고...국어나 사회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막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선택)한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직접 해보고 하니까 잠
도 안 오고 재미있죠.  [B3]

P: 작업 같은 거 하고 나면 뭐가 완성이 되어있어서...뿌듯하고 뭔가 했다라는, 
기분이 있죠....드론도 처음에는 전혀 못했는데, 이제 막 잘 날리고 이러고 하
면 결과가 있는 거 같고.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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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드론은 이제 좀 잘 하는 편이죠..그냥 일반인보다야..(웃음) [B4]

P: 드론은 이제 자유자재로 날릴 수 있어?
A: 네. 작은 드론은 어렵지 않게 날릴 수 있어요. 많이 했으니까. 월요일마다 
방과 후 시간에 남아서 저기,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주말에 나가기도 하고. 엄
청 시간 많이 썼어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갔죠.  [B5]

R: 아..열심히 했구나. 거기서 우등생이구나?
P: (웃음) 우등생은 아니고...열심히 나가긴 했죠. 지각도 한 번도 안했어요. 
[B5]

R: 음‥ 너 드론 내부 이런 거는 다, 분해 한 번 해봤어?
P: 아뇨. 아, 그 만드는 거는‥ 큰 드론인데, 그걸 만들려면 돈이 좀 드는데, 만
들 때는 같이 만들어요. 큰 드론은 이 정도(팔 넓이)...그래서 그거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다 같이 해서, 내부 구조랑 그런 것들은 대충...익숙한 편이죠. 
R: 아, 큰 드론은 얼마나 하는데? 드론이 이만하잖아.
P: 보통 드론은 이정도만 한데, 큰 드론은 이정도(손을 크게 벌리는 제스처)‥
R: 엄청 크네?
P: 네. 
R: 그걸 조립하는 것을 같이 했다고?
P: 같이 해요.
R: 내부 구조하고, 다 알겠네?
P: 네, 대충 만들면‥ 상당히 익숙하지 않을까....이제 좀 잘 아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R: 대단하네?
P: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부끄러운 듯 웃음) [B6]

R: 드론은 아직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단계였나..? 
P: 네,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죠.
R: 뭐 앞서있진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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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앞서 있는 건 중국‥
R: 아 중국이 제일 앞서있어?
P: 네 중국이 제일 앞서있죠. [B6]

가. 드론 가르치기: 타인에게 도움주기

김지훈은 직업위탁학교에서 방과 후로 수강한 드론 수업을 열심히 참

여하였고, 여름 방학 때는 드론을 가르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러시아를 가기 위해 일과가 끝난 후, 그리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까지

드론 날리기 연습을 하였다.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러시아에

서 드론을 가르치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

가 자신에게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높아졌고, 가르치는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R: 방학 때는 뭐 좀 했니? 
P: 저요? 러시아 갔어요.
R: 어? 러시아 갔다고?
P: 아, 예.
R: 왜?
P: 어… 드론 가르치러.
R: 배우러?
P: 아뇨, 가르치러.
R: 와, 네가 가르치러? 네가 가르쳤어?
P: 네.
R: 그렇게 실력자가 됐어? 안 본 사이에? 러시아 애들한테?
P: 실력자가 된 건 아니고.... 그냥.. 드론 조종할 줄 아는 애들 좀 모아서 데리
고 갔어요. 저 말고도 여러 명 갔어요. 저희 팀에서는 일곱 명 데려 갔고, 다
른 데에서도 몇 명 데려가서 열아홉 명 총 왔어요.
R: 가르치고 왔어, 그래서?
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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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아… 학교 가서 애들한테 설명할 정도의 실력이 돼?
P: 통역도 없어서,, 사실 복잡한 그런 거는 가르치는 거가 안 되는 상황이었
죠....저도 구조나 그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가르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것 가르쳤어요. 드론 날리는 거, 조정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로 안 해도 되는 거. 말도 안통하고 그렇긴 했는데, 나름 재미있
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도 사실 처음이잖아요..제가. 제가 날리는 
거 보고 따라하고 하는 거 보니 뭔가 된 느낌.....잘 하고 싶기도 하고..힘들기
는 했는데 나름 보람이 있었어요.
R: 선생님이 된 것 같았겠구나.
P: (웃음)...제 성격엔 좀 안 맞기는 하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B4]

김지훈이 선택한 항공정비 과정에서 드론 수업은 필수가 아니라 일종

의 방과 후 수업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지훈은 학기 초부터 드론 방과

후를 신청하여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였

다. 러시아를 가게 되었을 때는 방과 후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주말까지 연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김지훈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은 이번 방학이 처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에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방학 이

후에 면담할 때에는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하

였다.

P: 드론은...원래는 방과 후만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애들은 러시아를 가기 위
해서 학교 끝나고 사무실이랑 또 따로 가서 연습을 하고, 주말에도 연습을 하
고 그래서‥
R: 그래? 그럼 방과 후 끝나고 다시 또 연습하고 주말에도 또‥
P: 아, 방과 후는 방과 후 때는 7시 8시에 끝나니까 못 가는 거고요. 학교 끝
나면 5시, 6시 되니까 그 때에‥ 
R: 주말에도 갔었어? 
P: 네.
R: 그 먼 데까지? 엄청 열심히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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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네.
R: 많이 힘들었겠다. 
P: 완전 힘들었어요...방학 때 그것만.. 
R: 방학을 그렇게 열심히 보낸 적이 있었나? 
P: 아마..없는 거 같아요.
R: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겠네. 
P: 진짜 죽을 뻔 했는데..하고 나니까, 또 잘 한 것 같고. 괜찮아요   [B4]

(3) 진로 선택 : 항공 정비로 먹고 살기

가. 공부가 아닌 다른 길

김지훈은 직업위탁학교에서 항공 전자와 관련된 노동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꼭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김지훈은 부모님과 누나들의 조언에 따라 초등학교 시

절부터 지속적으로 학원과 과외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해왔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주위의 환경 덕분에 공부를 해야 원하는 직업을 가

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직업위탁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 항공정비도 하고 드론도 하고 하다 보니 먹고 사는 데는 꼭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다른 길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이거 열심히 해서 하면 
취업도 하고 제가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거.. [B4]

P: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한데...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전문학
원 나와서 취업해서 잘 살고 있는 선배들 많대요. 돈도 괜찮게 벌고.....[B5]

P: 드론 선생님이, 드론 쪽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 괜찮다고....본인 제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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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 좀 있고 그렇다고....
R: 지난번에 ㅇㅇ이랑 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P: 예. ㅇㅇ이는 아예 항공 전자는 안 하고 드론만 파고 있어요. 드론 선생님
하고 연결해 가지고 대학이나 취업 쪽 알아본다고....[B5]

R: 지난번에 보니까 상 탔던데..그게 뭐지?
P: 지도사 자격증이요.
R: 아 그게 지도사 자격증이야?
P: 네. (지금가지고 있는 것은)3급. 3급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데리
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뭐 3급은 특별한 건 아니고...2, 3급은 특별한 것 없어
요. 1급 따면 민간 자격증이 나와요. 민간 자격증이 나오면 제가 가르칠 수 있
는 능력이 돼서, 가르쳐도 된다고 인정받는 거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드
론 학원 같은 거 열어서 가르칠 수 있죠. 1급을 가지고 있어야 취업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렇죠. 
R: 그걸 가지고 있어서 갈 수 있었겠구나. 그 위엔 2급, 1급?
P: 1급까지 따면 민간자격증 나와요.
R: 민간자격증은 네가 이제 뭐…
P: 그걸로 이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가르칠 수 있어요...나중에 
그거까지 가야죠. [B4]

김지훈은 직업위탁학교를 졸업 한 후의 진로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

으로 생각해보았다.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 몇 개 필요하며, 졸업 후에 학

업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래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속적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삶의 변화를 바탕으로 또 다시 미래를 구상

하기도 한다.

P: 저희는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기는 해요.
R: 음‥ 그럼 목적이 이제 자격증 따기 해가지고, 자격증 따서 취업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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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목적이네?
P: 네. 근데 그거 가지곤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자격증은 보니까 총 세 개 
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따도 기사자격증이나 뭔가 이것저것 더 따야 해
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업학교를 대학교는, 직업학교를 더 가야 하는 것 
같던데.
R: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직업학교들?
P: 네. 아세아나 항공 있거든요, 그런 데를 또 가야 할 것 같아요.
R: 그런 데는 기사자격증 같은 것 준비하나?
P: 네. 거기에서 또 이제 2년, 4년 선택해서 기사자격증이나 이것저것 따가지
고‥ 제가 뭐 항공사를 가거나 농업 그 쪽으로 가든‥ 다양하게.
R: 결국은 바로 취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P: 네, 생각해보면 솔직히 자격증 세 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R: 아, 요즘에는 기본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가?
P: 네. 요즘은 세 개 필수에요.
R: 아, 기본이고?
P: 네. 필수고 이제 기사자격증이랑 누가‥ 군대 안 갔는데 누가 뽑아주겠어요.
R: 군대 갔다 와야겠네?
P: 네.
R: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군대를 갔다 와서 자격증 따고 갔다와야하나? 
P: 자격증, 필수적인 건 다 따고‥ 군대 가면 거기에서 경력이 쌓이는 게 있어
요.
R: 아 그래? 어떤 경력이 된다는 거야? 항공 정비 관련해서?
P: 네. 정비 관련해서‥ 2년 하면 같이 경력이 쌓여요. 그것도 자격증으로 포함
돼서 스펙으로 되고 군대 갔다오고나서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딴 
다음에.
R: 그러면, 공군 이쪽으로 가야하는 건가? 그래야 스펙이 된다는 건가?
P: 네.  [B7]

직업위탁학교는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지훈도 이러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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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현재의 재미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안타

까워하며 본인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한다.

P: 아, 드론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날리는 거예요.
R: 아, 아무생각 없이‥ (웃음)
P: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R: 아무 생각 없이, 다?
P: 그래서 전 더 답답하죠.
R: 넌 날리는 건 재미는 있는데?
P: 네.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안 보고‥ 당장 일을 보니까‥ [B3]

P: 상담은..아직 안 해봤어요...
R: 아직도?
P: 네.
R: 그럼 뭐, 어떻게, 앞으로 자격증 따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P: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 자격증 따기 전에‥ 자격증을 먼저 따래요. 자격증
을 먼저 따고 도대체 무엇을 할 건지‥ [B4]

R: 너랑 같이 하는 애들 중에 바로 취업하는 애들 있어?
P: 아니요 대부분 대학 가죠‥ 
R: 대학 가?
P: 대부분 대학.
R: 그럼 마치고 바로 취업하는 거는 불가능 한 거네?
P: 어렵죠. 직업학교 끝나고 바로 취업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
죠. 굳이 자격증 하나로는...확실히 자격증 하나로는..하나 가지고 면접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6]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그들이 정한 전공과 관련된

곳으로 취업하거나 전문대나 전문학교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업

학교에서 전공과 관련된 노동 경험이 전공을 포기하게 하거나,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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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른 꿈을 꾸게 하는 경우도 많다(이태민의 경우). 김지훈의 경우에

도 항공 전자를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과 방황을 하게 된다.

처음에 드론과 관련된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면서 김지훈은 드론을 전문적

으로 공부할 생각을 한다. 드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드론과 관련하여

잘 알려져 있고 인맥이 넓은 교수여서, 수업 중에 교수가 드론과 관련된

직업의 미래, 비전, 그리고 취업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드론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직은 우리나라

에서 드론으로 어떤 자리를 잡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시 항공 정비 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다. 항공 정비 쪽으로 준비하던

김지훈은 당장 취업이 쉽지 않고, 갈만한 전문대학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민 끝에 9월 대학 수시 지원 시기에 항공 전자와

관련이 별로 없는 전문대학의 입시까지도 알아보게 된다. 그러나 다시

고민한 끝에 항공 전자 쪽으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취업하기에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ㅇㅇ항공전문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이처럼 김지훈

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직업위탁학교에 있으면서 진로

고민과 선택, 그리고 다시 고민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그리고 진로

고민이 반복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고,

진로 선택 범위도 조금씩 좁혀지면서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P: 예, 근데 제가 지금 진로를 항공 정비말고 드론 쪽으로 갈까‥ 또 생각을 ‥
R: 그, 네 학과에 드론과가 있어? 지금 너는 항공 정비잖아.
P: 네. 지금 하는 건 정빈데, 그 방과 후가 심화해서 그 뭐냐‥ 특별교사라고 
했나? 그 선생님께서 뭔가 인맥이 좀 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드론 가르치는 애들 뭐‥ 교육원이라던가, 대학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취업도 
좀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그 쪽으로는 좀 잘 하시는 분이시라고..
R: 아 그래? 졸업하고 나서?
P: 네. 그래서 ㅇㅇ이가 지금 다 포기하고 아, 포기하기보다는 드론 쪽으로 올
인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저랑 같은 항공 정비로 들어왔는데 방과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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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리다가 그 선생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것만 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도 살짝, 드론 쪽이 괜찮나..이런 생각을.. [B3]

P: 드론은 이론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잘 날리는 학생이 없다고 그
러더라고요.
R: 아직까지?
P: 네. 그래서 지금 특별교사 쌤이 인맥이 많다보니 대학에서 드론을 잘 날리
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R: 오, 그 정도야?
P: 네. 그래서 그 쪽으로 이제 저도 찾아보고 있죠. [B3]

R:  드론도 근데 군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던데, 괜찮을 것 같아.
P: 군사, 아, 근데 아직 군인 쪽으로는 아직 많이 발달 못했어요. 부사관 쪽으
로는 아직 드론이 있긴 한데, 아직 그 군인, 군사라 해야 하나? 그 쪽에서는‥ 
앞으로는 더 괜찮을 지도.. [B4]

P: 여기 졸업하면 전문대나, 가능하면 전문대 쪽으로 하고, 안되면 그냥 직업
학교 쪽으로라도 가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취업하려고요. 항공 쪽으로 계
속 할 것 같기는 해요.  [B6]

P: 아세아랑 한국항공이 제일‥
R: 제일 유명해?
P: 네. 
R: 그럼 좋은 데 된거네?
P: 좋은 데 보다는 그냥, 좋다고 하기에는 대학이 더 좋죠.
R: 대학이 더 좋고?
P: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데는 아세아가 맞는데, 취업 쪽으로는‥ 대학이 
좀 낫죠.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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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 후의 진로

직업위탁학교를 졸업하고 ㅇㅇ항공전문학교에 진학한 김지훈은 입학

후의 학업 계획, 군대 선택, 그리고 제대 후의 취업까지도 매우 구체적으

로 계획하고 있다.

R: 이제 (ㅇㅇ고등학교)졸업하면 앞으로는 뭐하는지?
P: 일단 ㅇㅇㅇ(항공전문학교)에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B7]

P: 항공 전자쪽으로 쭉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특사관으로 가서 경력 좀 쌓
고....영어공부도 해가지고 저가 항공기 쪽으로 취업하려고요. 
R: 저가 항공기?
P: 저는 월급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아요. 작은 데서 일해도…
R: 적당히? 먹고 살만큼만 있을 정도로?
P: 네. 그렇게 원친 않아요.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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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정호의 이야기

1) 진로 관련 성향의 형성

(1) 가족과의 상호작용 양상

가. 어머니 :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정호의 어머니는 ㅇㅇ고등학교에서 조금 먼 곳에서 사업을 하느라

박정호와 떨어져서 살고 있다. 현재 박정호는 20대 초반인 누나와 둘이

서만 살고 있다. 의류 사업을 하는 어머니 일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마 유지라도 하려면 백방으로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박정호와 같이

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 박정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사

업을 완전히 접게 되었고, 빚도 지게 되었다. 박정호는 평소에 어머니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몇 번 어머니를 도

와주러 갔다가 실제로 회사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를 통해 사업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고,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박정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다른

무엇보다 일단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일을 찾기 보다는 일단 취업을 해야겠

다고 생각했다.

P: 엄마는 의류 관련 일 하시다가 현재는 그만 두고..그냥 계세요. 
R: 아이고...일이 잘 안 되셨나보네..
P: 뭐, 계속 그러긴 했는데...하다하다 이제 접은거죠.
R: 어머니 일 하시는거 보고 뭐 좀 느낀게 있니?
P: 음..엄마 일 하시는 거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사업은 하면 안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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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일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많이 봤
고, 무슨 일도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돈 흘러가는 거랑 직원들 챙기고...신
경 쓸 게 한 두 개가 아니라서. 
R: 가까이서 봤나보네?
P: 그건 아니고..그냥 몇 번 일 좀 도와드리러 갔다가...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고요. 엄마가 항상 하시던 말이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사업하지 말라고.... 
[C2]

박정호의 어머니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박정

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를 바라셨다. 그러나 박정호

에게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논의를 하지는 않았

다. 어머니는 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박정호가 어떠한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 가기 위

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대학과 학과를 가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저 박정호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

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만을 기대했을 뿐이

다.

R: 어머니는 너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니? 예를 들어 대학을 갔으면 좋
겠다..
P: 어릴 때는 공부해서 대학가라고 하셨는데...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라고...그런데 공부가 안되니까, 그냥, 약간 포기하시더라고요..
R: 그럼 취업은? 사업은 반대하셨고..
P: 엄마는 음..일단,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해라, 항상 그러셨어요. 사
업하시면서 돈과 관련 돼 가지고 어렵고, 막, 더러운 일 많이 겪으셔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공부 잘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그런 거.
R: 그냥 아무 일이나 돈 많이 버는 일? 
P: 그쵸. 아, 어릴 때 의사 이야기 한 번 한 것 같은데...공부가 안되니까..제가 
공부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억지로 하기도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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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그럼 돈은 좀 적어도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는 걸로?
P: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엄마 일이 완전히 어려워
져 갖고, 생각이 좀 바뀌었죠.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C2]

나. 누나

박정호의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ㅇㅇ전문대학에 입학을 하였

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교를 잠시 중지하

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누나는 본인이 스스로 명

확한 진로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박

정호에게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는 한다. 전문대학에 입학했으

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업을 중단했다는 것은 누나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본인의 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현재 다른 대학을 알아보기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업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

럼 박정호의 누나는 현재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정호는 이러한 누나를 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P: 참, 저희 누나도 여기 나온 거 아세요?
R: 그래? 몇 살인데? 
P: 저랑 네 살 차이나요. 
R: 아, 네 살 차이나? 내가 오기 전에 졸업했구나… 여기 나와서 뭐했는데? 공
부 잘했대?
P: 네, 나쁘지 않게 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R: 누나는 대학 갔어? 
P: 누나 그, 호텔리어가 꿈이어서 한국관광대였나, 거기를 갔는데 누나가 또,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사람 하는 걸 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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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대하는 거?
P: 아, 대하는 건 잘 하는데… 표정을 그렇게 막…
R: 아, 인위적으로 웃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야?
P: 네. 상처를 좀 잘 받아요, 누나가.
R: 아, 그럼 서비스를 못 하겠구나.
P: 하다가, 누나가 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러고… 그냥 스물 한 살인
가? 두 살에 휴학을 하고. 지금 휴학을 낸 건지 아예 나간건지 잘 모르겠는
데... 지금도 다른 대학교인가? 그거 준비하고 있다던데...
R: 아, 누나가 다른 꿈을 찾고 있는 거네? 그래서 너한테 자꾸 물어보는 건
가?
P: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누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R: 아, 누나도 모르겠대?
P: 네.
P: (저도)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맨날 물어봐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냐고… [C1]

P: 뭐 누나는 요즘 맨날,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고… 한국사 자격증, 그런 
거?
R: 아, 한국사? 한국사 그 평가… 취업할 때 필요하지. 취업준비하나보네.  
[C1]

어머니가 사업을 접은 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정

호의 누나는 학업을 중지하고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박정호

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박정호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취업하

기 외의 다른 선택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나는 돈을 같이 벌면서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기도 하는 삶의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 누나는 이제, 거기 ㅇㅇ경찰서 근처 커피숍에서 알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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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알바비로 둘이 살 수 있나?
P: 거의 하루 종일하니까 그래도 돈이 좀 되죠.
R: 아, 힘들겠구나. 그럼 이제 대학은 완전히 그만 둔건가?
P: 잘 모르겠는데...거의 못 다니고 있죠. 지금 엄마 그렇게 되고 나서 돈이 없
으니까..일단 돈 벌어야해서..
R: 누나가 힘들겠다. 
P: 그쵸. 제가 빨리 취업을 해야죠. [C3]

(2) 학교생활과 진로

가. 유년기 ~ 초등학교

박정호는 어린 시절에 큰 꿈을 가지고 있었거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다. 그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운동만 하면서 하루를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공부나 다른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없다고 한다. 박정호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태권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으로, 집과 학교, 태권도 학원 이 세 가지 장소를 초

등학교 시절에 가장 의미 있었던 장소로 기억하고 있다.

R: 초등학교 때는 하고 싶은 거 없었어? 꿈 같은 거. 
P: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뭐 관심 있는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R: 그럼 그냥 학교만.
P: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R: 그냥 학교 다니고, 집에 가고, 이런 생활 반복?
P: 거의... 애들이랑 운동하고 그런 거 말고는 다 그렇죠.
R: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했구나. 그 때도 유도했니?
P: 유도는 중학교 때....아, 초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거는 태권도...어릴 때부터 
태권도 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거의 학교, 집, 태권도, 집....이것만 반복했
던 것 같아요.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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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교

박정호의 중학교 생활은 유도가 전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도에

빠져있었다. 당시 유도로 꽤 유명했었던 ㅇㅇ중학교에서 유도 선수로 활

약하면서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는 거의 유도 연습에만 매진했다. 이 때

문에 박정호의 학교생활은 곧 유도 선수 생활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

며 본인의 진로도 자연스럽게 유도와 관련된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박정호는 당시 유도 코치 선생님을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키워주고, 소심했던 본인의 성

격도 바꿔준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R: 중학교 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있니? 수업이나 활동 같은 거.
P: 음..중학교 때는, 유도만 했어요. 거의 뭐.. 유도만 했었고, 코치님도 좋고 
해서 그때는 유도 생각만 했죠. 
R: 초등학교 때는 태권도 좋아했었다면서.
P: 아, 그게, 중2때인가? 그 때 김재범 선수가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김재범 
같은 운동선수가 되자...그런 마음으로.  [C2]

P: 저 ㅇㅇ중... ㅇㅇ중이 유도 유명했었어요. 선수는 별로 없는데 금메달 막 
세 개씩 따오고, 전국대회에서..
R: 그 중학교에서 선수였어? 
P: 네. 
R: 우리 학교 운동하는 애들 보니까 엄청 힘들어보이던데...
P: 그죠. 저도 중학교 때 그랬죠. 유도장이 미삼에 있었거든요. 뭐, 운동 끝나
면 버스타고 집 와서 씻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5시 30분까지 저
기 가고...7시까지 운동하고...
R: 어휴,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운동선수촌을 다녔구나. 
P: 그죠. 거의 뭐 그랬다고 봐야죠. [C2]
  
P: 운동시작하면서, 그 때 코치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성격도 좀 활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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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막 자신감?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랬어요. 자기 운동할 때 힘든 이야기도 하
시고, 어릴 때 어땠다..이러시면서. [C5]

중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박정호는 공부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깨어있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

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는데, 박정호는 그 이유를 관심이 없었

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흥미가 있는 유도에 집중하여 모든 힘을 쏟

은 상태에서 관심이 없는 학교 수업 시간에 깨어있고, 수업을 열심히 듣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자연스럽게 박정호는 학교 공부와는 거

리가 먼 학생이 되었다.

P: 방학에는 새벽 오후 야간 다 하고‥ 야간 끝나면 개인운동 하고‥
R: 그럼 공부가 안 되잖아, 잠이 와가지고‥
P: 네,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했죠. 
R: 그럼 학교에서 다 잤겠구나?
P: 네.
R: 다 자다가 운동하고. 
P: 네.
R: 그럼 공부는 그 때부터 접었네?
P: 그쵸. 뭐, 그 이전에도 안 하긴 했죠.
R: 공부 할 시간이 없었겠구나, 아예?
P: 그쵸.
R: 그럼 성적은 볼 것도 없었겠구나.
P: 그쵸. 중학교 때 학업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죠. 일단 공부하는 거 너무 
싫었어요. 관심도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공부를 하려고 해도 잠이 오
고,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거의 뭐 뒤에 있었죠.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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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는 유도를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각종 부상과 허리 쪽에 발생

한 문제로 인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새벽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스럽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하지만 곧 이러한 기쁨도 잠시, 중학교 생활의 전부였던 운동을

그만 두게 되자 갑자기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유도를 그만두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에 일종의 단절이 발

생하게 되었다. 유도를 그만두었으나 긴 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 수업 시간은 잠을 자거나 다른 짓

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여전히 학교에서 성적은 최하위에 머

물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R: 유도는 왜 계속 안했니?
P: 그게, 아파가지고,...중학교 때부터 아팠어요. 그래서 그만 둔 거예요, 유도
를. 
R: 아, 유도 하면서 아팠어, 이미? 중학교 때 대회 나가다 다쳤구나?
P: 그쵸, 선수를 하면 과격하게 운동하잖아요.
P: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죠, 당연히 근데 유도 하면 허리가 아
파요. 원래 선수들이 허리 디스크나‥ 다 허리 그게 있어요.
R: 건강해보이던데...골병 들어 있는 거구나.
P: 그쵸. 병원가보니까, 척추 분리증이라고‥ 이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
요. 근데 그, 운동, 유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 때
는 저 뚱뚱했어요, 완전... 돼지였어요. 이만한 게 아니라. 포동포동한 돼지?
R: 야, 운동 잘 했네! 살도 다 빠지고.
P: 네. 근데 뭐였지? 유도를 하다가 맨날 허리를 쓰고 이러다보니까 심해진 
거죠.
R: 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P: 네. 심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고‥ 더 심해지면 허리 못 쓴다고‥ 



- 132 -

R: 그럼 당연히 안 해야지.
P: 네. 그래서 그만 뒀죠. [C3]

P: 처음에는 운동 안 해서 막, 좋았어요. 
R: 운동하는 거 힘들었구나? 
P: 그죠.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 
R: 완전 좋았겠네.
P: 근데... 이제, 뭐랄까, 막막하더라고요.. 뭐 한 것도 없고.. 운동도 안 되고. 
R: 아...운동과 공부 둘 다..
P: 그죠...뭐 한 게 없는거죠. [C3]

다. 고등학교

유도를 그만 두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박정호는 진로에 대해 고

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

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기 보다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운동을 그만 둔 상태에서 남은 대안은 학교 공부를 해보는 것이

었지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

이 싫을 뿐 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 후

회를 하면서도 공부는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운동과 공부, 어떤 것도 하

지 않는 박정호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압력을 주었다. 고등학교 2학

년이 되어서야 공부를 시도해보았지만, 흥미도 없고 내용도 생소하며, 공

부하는 습관도 없는 박정호에게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

다.

P: 이젠 고2 때 그냥‥ 고1, 중3 때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고1 때 뭔가 후회
되는 거 있잖아요‥
R: 어떤 후회, 허리가 아파서 못한 거?
P: 네. 그냥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할 걸‥ 공부도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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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그니까 뭐, 공부라도 시작하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P: 아뇨, 그게 너무 하기 싫었어요‥ 집에서도 맨날 뭐라고 했어요. 공부하라
고.
R: 운동을 안 하니까 공부라도 해라?
P: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죠.
R: 근데 공부는 이제, 중학교 때 안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때 하기 싫었겠다, 
그치?
P: 네. 고등학교 때 고 1,2 그렇게 지내다가. 
R: 고1,2‥ 2년을 그렇게 보냈어?
P: 그냥 거의 고1은 완전 그렇게...스트레스 받으면서 놀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도 공부라는 걸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근데‥
R: 공부는 살짝 하긴 했어? 2학년 때? 살짝?
P: 네. 시험기간 같은 때에 그냥 책 보고‥ 끄적끄적 하고‥
R: 열심히는 안 했구나?
P: 그쵸. 뭐, 하려고 해도 진짜 이해가 1도(하나도) 안 되고, 재미가 없더라고
요. 중학교 때처럼 막 운동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앉아있으면 졸리고, 집
중 안 되고... [C4]

박정호는 고등학교 진학 후에 공부 외의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

을 기울였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이 필요해서 포기했고, ㅇㅇ고등학교의 럭비부에

입부할 생각도 하였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체대입시도 생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3학

년이 되었고 직업위탁교육을 가면서 포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박정호는

본인 스스로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노력

했다. 이러한 노력은 적극적이고 무엇이든 해보려는 박정호 개인의 성격

과 가정의 경제적 환경, 그리고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누나 등 다

양한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박정호의 성향에 의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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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 하면서 물리치료사도 
괜찮겠다..치료해주는거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성적이 높아야해서 포
기.. [C2]

P: 솔직히 럭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을 워낙 좋
아하기도 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엄마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근데 
너무 반대하셔가지고...그래서 못했죠. [C2]

P: 체대입시도 생각 좀 했었는데...1학년 들어와서 체대입시 계속 생각하긴 했
었거든요. 3학년 때 한 번 준비해볼까 했는데, 직업반 오면서 접었죠. [C2]

박정호는 학교에서 실시했던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관이 학교로 와서 하는 일을 소개하고, 소

방관이 하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흥미를 가

지기도 하였다.

P: 학교에서 진로관련 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운동 말고는 딱히 하고 싶
은 게 없어가지고..직업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냥 소방관 체험?같은거 선택했거
든요. 근데 진짜 소방서 가서 소방관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 알려주고...진짜 체
험도 해보고.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전혀 생각 없었는데 소방관에  대해서 관
심도 생기고..많이 도움 됐던 것 같아요. [C1]

박정호는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서도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체육 시간은 재미

도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수업의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수업 시간은 잠을 자지 않고 참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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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업은 비교적 쉽고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어려워서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으로 기

억하고 있다.

P: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체육 시간이 제일 재밌었죠. 사실 운동 막 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한데, 체육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체육 딱 빡세게 하
고 다음 시간에 꿀잠 자면.. 거의 천국이죠(웃음). [C2]

P: ㅇㅇ고등학교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수업은 철학인가, 그 수업이었어요, 허
윤회? 선생님이었나...여튼 철학 같은 거 약간 재미있게, 웃기게 가르쳐주시
고....수업도 프리하게 하셨어요. 애들이랑 농담식으로도 많이 하고..수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잠 안잔 것 같아요. [C2]

P: 경제수업은..했었던 건 기억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다이아몬드
랑 희소성? 아, 그런 거랑 주위에서 희소성 있는 물건 써보라고 했던거... 사실 
좀 어려워서..처음에 좀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잔 것 같아요.. [C2]

(3) 노동경험으로서의 아르바이트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행동을 경

험하는지에 따라서 성인기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받는다(권병덕,

2002). 또한 진로와 직업선택에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

고 직업과 관련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준다(Mortimer &

Finch, 1996). 박정호는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 노동과 직업에 대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처음 어머니의 의류

회사에서 옷을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치킨집에서 일을 하면서는 일은 직접 하면서 배우고 늘

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깃집 알바를 하면서는 재미있게 일하면

서 돈을 벌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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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박정호는 노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이

해하게 되었으며, 노동이 항상 힘들고 재미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R: 아르바이트는 좀 했니?
P: 알바 좀 했는데, 처음에 엄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R: 의류 회사 아니었나? 니가 할 일이 있던가?
P: 뭐, 별건 아니고...물건 나가기 전에 옷을 봉지에 싸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포장하는 일 했어요, 그런, 그냥 간단한 거.  
R: 재미있었니?
P: 재미는.... 진짜, 정말.. 괴로웠어요. 
R: 일 하는 건 힘든거지. 뭐 좀 느낀 바가 있어?
P: 다른 건 모르겠고..일 하면서 진짜, 돈 버는 거 진짜 어렵구나...힘들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침에 6시? 쯤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서 바로 옷 접고, 
몇 천 장인가..접어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박스에 넣고...진짜 옷만 봐도 토할 
것 같았어요...처음 했던 알바인데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C4]

P: 비비큐에서 서빙 했었는데, 서빙하고 손님 받는 거 배우고. 처음에는 적응
도 안 되고 되게 어리버리 했는데 한 3개월 하니까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진
짜...처음에는 손님들한테 말도 잘 못 걸고 주문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계속
하다보니 주문하는 기술도 늘고, 사람들 대하는 법도 알게 되고...어떤 손님은 
이렇게 저렇게. 보면 그런 거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C4]

P: 가장 최근에는 고기집에서 알바했어요. 비비큐에서 알바 해서 그런지 빨리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불 켜고 고기 굽고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해서 고생하긴 
했구나...
R: 애들이 고기집에서 일하는 거 엄청 힘들다던데?
P: 그쵸. 근데 그 고기집에서는 일할 때 약간 신나는 분위기? 그런 거가 있어
서 좀 할만했어요. 술마시는 사람들이 많고..알바들도 좀 친하고 그래서 시끌
하고 밝은 분위기. 참, 술마시고 기분좋으면 팁 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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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동안 일하며서 팁으로 한 2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도 이렇
게 많이 받는 애는 처음봤다고(웃음). 고기집에서 일하면서 재미있게 일하면서
도 돈 벌 수 있구나 그런 생각 좀 했어요. [C4]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의 고용주는 교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함으

로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D’Amico,

1984). 박정호가 일했던 고깃집 사장은 박정호에게 어린 나이에 돈을 벌

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쏟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고깃집 알바는

박정호에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노동 경험을 제공했고 사장을 포함한 아

르바이트생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게 사장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박정호가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

었으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P: 고기집 사장님이 너무 돈에 그러지 말라고.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라고...그
래서 좀, 돈 보다는 내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걸 느꼈죠. 
R: 내 생각?
P: 제가 좀, 막 돈이 필요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앞으로 
뭐 할지 생각해보라고
R: 와, 멋진 사장님이네. 니 미래에 대해 걱정해주셨네.
P: 그죠.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할 거, 그런 거 준비? 같은 거 하라고 하시더
라고요.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 뭐 하고 살지....해보고 그랬죠.  
[C4]

2. 직업위탁교육 선택 시기

(1) 직업위탁교육 선택

박정호는 고등학교 입학 하면서부터 직업위탁교육을 생각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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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중학교 때까지 운동으로 하느라 학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

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서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은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유지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

적으로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박정호

가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것은 낮은 학업 성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은 대학이 아닌 취업으로의 진로 선택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 편, 이러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어머니가 운영

하던 회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박

정호가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R: 직업학교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
P: 딱히.. 그냥, 공부가 안되니까...사실 공부 잘 하면 안 갔을텐데. 공부 자체
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직업 공부? 그
런 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R: 공부로 안 될꺼면 취업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구나.
P: 그죠. 학교에서는 맨날 자고 집에 갈 것만 생각하고.. 직업학교 가서 취업 
준비라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R: 여기서는 미래가 안 보였구나?
P: 예..ㅇㅇ고등학교 있으면서 앞으로 뭐하고 살지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맨날 
자고 놀고...
R: 그럼 거의 3학년 되어서 결정했겠네.
P: 거의...고2 말? 되니까 이러다가 큰 일 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직업학교 신청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그 때쯤에 엄
마 회사가 망해서, 빨리 취업해야겠다, 생각했죠. [C1]

매년 12월쯤에 정부에서 인가받은 직업위탁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

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를 방문한다. 박정호는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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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듣고 설명회를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 직업학교의 교육과정과 취업

전망 등에 대해 듣고 박정호는 ㅇㅇ고등학교에 있는 것 보다 직업학교를

가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였다.

P: 아, 선생님이...경제적으로 약간 어렵고 공부도 안 되니까, 직업학교 가서 
기술배우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면 집에 좀 더 나을꺼라고...그래서 설명회 가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학교 있는 거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C1]

박정호는 어머니가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2학

년 말에 설명회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위탁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3학년이 되자 어머니는 박정호에

게 직업학교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박정호는 어머니께서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직업학교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

여서 놀라기도 하였다.

R: 전 처음에 직업학교 엄마가 절대 반대할 줄 알았어요. 1차 모집할 때 있잖
아요‥ 그 때 안 했잖아요‥
R: 안 했잖아. 너 그 때, 2학년 말 때 안 했지?
P: 네. 엄마가 직업반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했는데? 했는데 
엄마가 왜 안 했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R: 아, 그 전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P: 네. 
R: 당연히 반대할 줄 알고?
P: 네. 그냥 며칠은 당연히 반대하겠지‥ 하고 그냥 그것도 안 봤어요, 버렸어
요 바로.
R: 아, 그냥 자료 바로 버렸구나‥ 근데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셔?
P: 말로는 했죠, 직업반 들어가도 되냐고‥ 그 때 그렇게 막 엄마가 표정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막 직업반 하라고 하는데 처음엔 어이가 없었죠. 
R: 3학년 1학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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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네.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직업반 모집이.
R: 자주해.
P: 2차 모집이 있더라고요.
R: 아, 그래서 갑자기 갔구나?
P: 네. [C1]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누나의 이야기는 박정호가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직업위탁교육을 가서 열심히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

는 실제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고, 박정호는 취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직업학교를 선택하였다.

P: ..(중략)..누나 친구가 직업학교 다녔나봐요. 그래서 직업학교 이야기 해주더
라고요. 누구는 직업학교를 가서 취업하고 그랬는데, 다른 친구는 놀아가지고 
후회했다고...너가 열심히 하면 가면 좋은데, 안 할꺼면 가지 말라고. 누나 이
야기 듣고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그렇게 생각하고 직업학교 갔어요. [C2]

(2) 전공 탐색과 결정 : 나에게 맞는 일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박정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도 운동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허리 부상으로 운동을 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활 운동과 근력 운동을 지속하여 허리 부상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장

기적으로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P: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니까 되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해야겠
다. 그러고 처음에는 그냥 헬스장 말고, 복싱하고 그랬어요.
R: 아, 그거 했어? 운동을 또 엄청 많이 했네, 운동을?
P: 네. 운동을 많이 했어요. 한 일곱, 여덟 개? 했을 걸요?
R: 그럼 운동 쪽으로 가긴 가겠다, 그치?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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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허리는 안 아프냐?
P: 아픈데, 아 요즘 제가 허리 강화운동 하고 있어요.
R: 허리 근육 강화훈련?
P: 헬스장에서
R: 허리 강화 훈련 뭐 하는데?
P: 그냥, 데드리프트 하고‥
R: 계속 운동하려고?
P: 예. 계속 운동 쪽으로 갈 거니까, 관리 해야죠.  [C2]

박정호가 골프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 성향과 가정의 경제적

환경 때문이다. 우선 박정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공인 골프 서비스가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하

였다. 한 편 어머니는 직업위탁학교를 가라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전공

에 대한 정보는 없으셨기 때문에 박정호에게 취업이 잘 되는 곳을 선택

해서 알아서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가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욱 취업 가능성이 높은 곳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박정호 개인의 흥미와 가족, 그리고 경

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골프 서비스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R: 어머니께서는 골프 보낸다는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은데...?
P: 일단, 그냥 가라고. 아무 곳이나 취업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R: 아무 데나?
P: 네.
R: 그럼 골프는 네가 선택한거네? 
P: 네. 엄마는 그냥 취업만 보셨으니까. 전공은 제가 그냥 보고...일자리도 괜
찮고 앞으로 좀, 돈 벌수 있겠다 싶은 걸로 골랐죠. 
R: 아, 그냥 보고 골프가 너한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P: 네...제가 운동 좋아하고 하니까 이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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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보니까 운동하는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보니까 운동이고 해서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캐디나 골프강사 같은거는, 사람들한테 방향이나 그
린 높이 공을 치면 공이 얼마나 갔는지, 그런거 알려주는건데...뭐가 나랑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C1]

P: 알아보니까 캐디가 많이 벌면 몇 백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중요하고 하니까 골프서비스 쪽으로 갔죠....(중략)...캐디는 오래 하기 힘들어
서, 솔직히 캐디로 돈 벌면서 다른 하고 싶은 일 생기면 그쪽으로.... [C2]

3) 직업학교에서의 노동 경험

(1) 직업학교에서의 생활

박정호의 직업학교에서의 일과 시간은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와 비슷

하지만, 과정 자체는 대부분 실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시간

은 실내 골프장이나 야외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 캐디 역할 맡아보기 등

과 같이 실제 노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골프 서비스는

캐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런트를 보거나 사무실에서 골프장 관리를 하

는 일도 하므로, 중간 중간에 컴퓨터를 배우기도 한다.

R: 직업학교 일과는 여기랑 비슷해?
P: 거의 비슷해요. 아침에 8시20분까지 등교해야 돼요. 40분에 수업 시작하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바로 공 치죠. 오전에는 계속 골프만 했어요.  
[C1]

R: 수업은, 뭐… 필기가 없냐? 골프는?
P: 네, 없는데 제가 월화는 4교시가 골프고, 5,6,7이 그 뭐냐, 컴퓨터.
R: 컴퓨터는 뭐야?
P: 뭐 워드, 자격증 따라고… 캐디 할라면 그거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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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아 캐디 하려면? 그거 있어야 한다고?
P: 네. 
R: 와, 빡세네 그거… 골프는 오전에 하고?
P: 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아니 월화수가 그렇게 하고, 목금은 1교시가, 수
요일날은 1,2,3교시가 골프, 4,5,6,7교시가 그거… [C1]

P: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오전에 골프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에 컴퓨터실 
가서 수업해요. 오후에는 바꿔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스크린골프 치면서 자
세 같은 거 바로잡고 하면서....내가 캐디가 되어가지고 짝? 파트너? 한테 문
제점 말해주고....이번 홀은 이렇게 쳐라, 그린이 왼쪽으로 휘었으니 뭐, 이렇
게..쳐라. 그거 실습하고 야외골프장 가 가지고 공을 가운데로 보내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오후에는 교실 가서 또 컴퓨터 수업 받고. 엑셀, 피피티 같은 거. 
골프 캐디 말고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컴퓨터 해야되거든요.  
[C2]

직업위탁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들의 출결을 매우 중요시하는

데, 입학 후에 학교생활을 할 때에도 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

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한 적이 없거나, 학

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2학기 말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 학교에서 너 공부 안 하다가, 공부 하니까 돼?
P: 거기서 저 진짜, 못 자요.
R: 못 자?
P: 네.
R: 근데 네 시간 어떻게 안 자고 버티냐?
P: 진짜 못 자요. 자면 바로 깎여요, 점수.
R: 아, 점수로 깎아버려? 그 점수는 뭐… 어디에 필요한데, 졸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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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죠. 태도점수 A,B,C,D 이렇게 나와요.
R: 자자마자 바로? 
P: 네. [C2]

R: 몇 명씩 수업 듣냐? 몇 명 안 돼야 되겠네?
P: 스물네 명인데요, 아니 스물여섯 명이었다가 세 명이 복귀했어요. 
R: 복귀해버렸어? 
P: 네, 스물 세 명인데… 솔직히 수업 듣는 애들은 한 열 명?
R: 나머지 애들은, 그럼…
P: 양아치들.
R: 안 듣는 애들도 있어?
P: 네.
R: 그럼 뭐 해?
P: 그냥 놀아요, 자고…
R: 안 들어도 돼?
P: 근데 걔네들은 다 F죠. [C3]

박정호는 직업위탁학교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취업이나 진로 이

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직업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P: ㅇㅇ고등학교 있을 때보다 여기 애들이랑 더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R: 애들이 더 착한가? 
P: 여기(ㅇㅇ고등학교) 애들도 착하죠. 근데, 아무래도 취업 같은 거 좀 이야기
하고 그러다보니까....그리고 직업 애들이 잘 놀고 웃기는 애들도 많거든요. 다 
같이 공부도 안하고(웃음). 그러다보니 금방 친해지고....
R: 다닐 맛이 났겠다.
P: 그쵸. 학교가 재미있었어요. 여기(ㅇㅇ고등학교)도 나쁘지는 않았는데...직업
학교 애들이 더 친근한 느낌.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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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열심히 골프 연습에 참여하고 출결 상황

도 좋았기 때문에 직업학교에서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ㅇㅇ고등학교에

서 학업 성적이 매우 낮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으로 인식되고 있

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박정호가

이야기하듯이 ㅇㅇ고등학교에서는 공부만 해서 답답했는데, 직업학교에

서는 공부가 아닌 몸으로 하는 수업들이 많아 만족도가 높아졌다.

P: 저는 바른생활어린이에요. 학교도 나름 잘 나가고. 아파서 병원가고 이럴 
때 말고는 거의 뭐, 성실하게 다녔어요. 다른 애들은 맨날 지각하고, 늦게 오
고. 담배 피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들하고 싸워서 나가는 애들도 
많고...저희도 스물여섯이었는데 세 명이 복교했어요. 우리 학교에도 한 명인가 
복귀했을껄요. [C3]

P: 직업학교에서는 나름 모범생이어서, 모범생 중 한 명이었거든요(웃음). 그래
서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골프도 그렇고, 취
업이나 그런 것도...그러니까 저도 잘 하게 되고..그래서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C5]

P: ㅇㅇ고등학교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 다르죠. 여기는 공부해야 되니까, 답답
하기도 하고 저랑은 쫌...안 맞았죠. 직업학교는 공부는 아니고, 제가 하는 거 
잘하면 되니까...골프만 잘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하고 할만하죠. 분위기도 되게, 
약간 밝고 살짝 튀는 분위기? 같은 거가 있어서 힘도 좀 나고. 
P: 골프과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수업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움직이고 막 그
러다 보니까 잠도 안자고, 재미도 있고...ㅇㅇ고등학교보다 직업학교 수업이 더 
좋았죠.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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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 경험 : 골프 서비스 전문성의 형성

박정호는 운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골프를 배우면서도 흥미를 느

꼈다. 짧은 시간 동안 골프 용어나 규칙을 다 암기하고 이해했으며, 실력

도 빠르게 늘었다. 본인은 항상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했지만, 거의 한 번

도 빠짐없이 수업에 참여했으며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

였다.

R: 홀 인 원?
P: 한 번에, 한 번에 넣는 거요…
R: 한 번에 넣는 거는 그냥 홀 인 원 아니야?
P: 그니까, 홀인원이랑 알바트로스랑 똑같아요.
R: 아, 똑같은 말이야? 아… 그 다음이 알바트로스가 아니고?
P: 그니까, 파(pPr)만 달라요. 파쓰리 파포 파파이브가 있잖아요. 그것만 달라
요.
R: 아, 이름이…
P: 네. 그니까, 파쓰리에서 그냥 한 번에 넣으면, 알바트로스라고 하고, 홀인원
이라고도 해요. 그냥 거의 다 홀인원이라고 하죠. 
R: 와, 전문가네.
P: 이런 건 뭐 금방 배우죠. 해야 할 일이니까... [C2]

R: 골프는 좀 치고 있어?
P: 네. 뒤질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공 치니까...학교 온건지 운동하러 온건지..
학교 갈 때마다, 학교 가면 항상 땀나요. 
R: 그대로 할만은 해?
P: 운동 원래 좋아하니까, 힘들 긴해도 재미는 있어요. 가끔 좀 많이 그럴 때 
빼고.. [C3]

R: 골프는 언제 하냐, 밖에 나가서?
P: 야외도 있고, 스크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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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스크린도 있고? 번갈아서?
P: 네. 스크린에서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야외에서 하면 죽어요. 진짜 치고 
걷고 반복하고. 
R: 그래도 많이 배웠겠다. 
P: 그쵸. 골프 해 본적도 없었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공도 보고.. [C3]

박정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앞으로도 운동과 관련된 직

업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를 배우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교육을 받으면서 박정호의

골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초보자에게 골프를 가르

쳐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으며, 골프 캐디로서의 전문적인 능

력도 일정 수준 가지고 있다.

R: (직업교육)잘 간 거 같아?
P: 그죠. 
R: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학교와 비교하면..
P: 여기서는 뭐...맨날 잠만 자다가, 이제, 힘들게 하니까... 나은 거 같아요. 보
람도 있고. 막, 땀나고 하면 그런거 있죠.. 열심히 했다.. 그런 거. [C4]

R: 지난주에는 뭐 좀 배웠어? 
P: 그냥 공 치고, 그러죠. 드라이브 하는데 좀, 그거 되면 이상하게 아이언이 
안 먹고. 
R: 쉽지가 않네. 허리도 안 좋은데..힘들지는 않고?
P: 그래도 운동이니까... 좀, 재미나죠. 공 때리는 재미가 있어요. 허리는 뭐 헬
스도 좀 하고. [C3]

R: 이제 골프 좀 치니?
P: 그죠. 거의 매일 했으니까..
R: 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P: 샘 어느 정도 하시는데요?



- 148 -

R: 거의 못하지...
R: 저도 아직 배우고 있어서...완전 초보면 제가 봐드릴 수 있죠(웃음). [C3]

P: 캐디를 하려면 일단 이건 해야 해요. 이 거리에 맞게 몇 번 아이언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250m가 나왔는데, 바람이 별로 안 불고 그 다음에 바람
이 이 쪽으로 불면 다 계산한 다음에 아, 250m 남았으니까 해저드 지역이 없
다, 우드 준 다음에 우드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 아, 캐디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네?
P: 네. 다 옆에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거리도 계산하는 거고. 거리를 모르
니까‥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러고. 
R: 그 사람들은 모르나, 치는 사람들은?
P: 네?
R: 모르나, 치는 사람들은?
P: 모르죠. 
R: 전문가라도?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P: 그죠. 모르죠. 
R: 아‥ 재미로 치는 거니까‥
P: 네.
R: 치고 나서 인제, 가만히 있으면, 옆에 캐디가 바람이 이렇게 불고‥
P: 네. 어디로 슬라이스 주세요‥ 이런 거.
R: 아, 캐디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
P: 네, 그렇다면 18홀이 있잖아요, 27홀도 있고? 그런 걸 다 외워야 해요. 
R: 아, 홀을 다 외워야 돼?
P: 네. 그래서 캐디는 일반 회원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야 돼요. 다 봐야 되니
까‥
R: 아. 따라가는 길 다 외우고, 뭐 따라가면서 다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네?
P: 그쵸. 
R: 잘 할 수 있어? 
P: 웬만한 (골프)치는 사람만큼은 보죠.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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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배우면서 대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도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직업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듣고 졸업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형성되었다. 박정호는 원래 직업은 단순히 돈벌기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삶을 함께 하

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R: 골프 쪽은 대학은 안 가도 괜찮나?
P: 여기(직업학교) 있어보니까 공부해서 대학 간다고 취직이 좋은 것은 아니라
는 거..더 좋은데 가는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좀 했어요. 
R: 그래? 왜?
P: 그게 보이더라고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경력 쌓고 하면 먼저 위로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나오면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겠구나..그런 생
각도 하게 되고. [C5]

R: 취업 준비 해보니까, 직업에 대해서 생각이 좀 생겼어?
P: 생각..까지는 아니고, 그냥 직업은 그냥 돈 벌기?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
데...직업학교 다니고 취업도 하고 하니까...가족이나 애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R: 경제적으로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
P: 그쵸. 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재미있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찾고 그거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지
금은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 하고..나중에도 재미있으면 계속 하겠지만, 
다른 거 찾아보고 그럴려고요..  [C5]

(3) 진로 선택 : 한 걸음씩 나아가기

박정호는 골프 캐디는 남자는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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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위 친구들도 캐디를 하고 싶어서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

니라, 학교로부터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다. 박정호는 성실하게 직업학

교 생활에 임했기 때문에 캐디를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워낙

에 적은 수의 남학생들만이 캐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P: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애들이 캐디할려고 (직업)학교다니고 있는 거는 아
닌 것 같아요.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냥 공부하는 게 싫어서 다닌다고...아
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애들이 거의 다라고 봐도 되죠. 저희 반에서도 5
명?4명? 그 정도만 학교 제대로 나오고 있고.. 캐디 쪽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그 정도라고 봐야죠....(중략)...캐디는 거의 여자들만 쓸려고 해서., 남자는 300
명 중 1명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더 안할려고, 앞으로 해도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죠. [C5]

R: 공부하는… 넌 뭐하려고, 앞으로? 골프 그 쪽으로 쭉 일할거야? 
P: 일단 해보구… 그 처음에, 나갈 때 취업 찔러주잖아요…
R: 뭐해준다고?
P: 꽂아주잖아요, 거기서…
R: 꽂아줘? 어떻게 꽂아줘?
P: 거기서 와요. 
R: 어디서 온다고?
P: 골프장, 골프 관련된 사람들이 와요.
R: 아, 골프 관련된 사람들…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P: 네, 사무관리실 사람들이 와요…
R: 어, 그래?
P: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애들이 이런 데에서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두 분?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여기 어떤 데고, 이런 데고, 어
떤 사람을 뽑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하시는 분이 첫인상을 보
고… 뭔가, 얘는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자기 직원으로 해라, 그러면 면접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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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그럼 잘 되면 바로 취업이네? 골프장에?
P: 네. 골프장 아니어도… 컴퓨터 하는 데로 갈 수 있고. 사무관리실이나…
R: 컴퓨터… 아니면 골프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 시원한 데서 일할 수 있겠
네?
P: 네. 
R: 괜찮네? 괜찮대? 거기 전망이 괜찮대?
P: 솔직히 거기 골프, 캐디를 하려면… 그… 나이? 나이가 좀 적긴 하거든요.
R: 나이가 좀 있어야 돼?
P: 아니요, 낮아야 돼요.
R: 아, 낮아야 돼?
P: 네. 한 서른다섯, 서른다섯 살 때 까지… 서른다섯이면 안 쓴대요, 거의…
R: 아, 그래? 힘들어서 그런가?
P: 젊은 사람이 필요, 젊은 사람이 좋은가봐요.
R: 뭐, 그런 데 돌아다니고 그래야 해서 그런가…
P: 그러니까, 캐디마스터 아니면 젊은 사람들만 쓴대요. 스물넷에서 스물여섯
이 제일 좋대요.
R: 너무 짧다, 기간이.
P: 네. 근데, 그만큼 나쁘지 않게 벌어요.
R: 아,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어? 캐디가?
P: 네. 연봉 삼천?
R: 그래? 
P: 삼천 오백?
R: 그 나이에? 아, 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스물 두세 살인데… 몇 년 하지
도 못하겠네.
P: 근데 캐디는 거의 대부분, 여자캐디를 뽑는대요.
R: 그래 요즘은 TV보면, 여자캐디던데?
P: 근데 요즘은 남자캐디가 하도 없어가지고… 뽑는 데도 많이 생겼대요.
R: 그래, 좀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 다 여자면… 아 남자캐디는 원래 별로 
없었던가?
P: 네,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그… 골프 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그런 게 있지 않나…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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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웃음) 그리고 이제 캐디가, 네 명 당 한 명이거든요?
R: 사람 네 명이 치러 오면, 한명 이제, 붙여 주는 건가?
P: 한 명이 캐디에요. 네. 골프장을 이렇게 들어간다면‥ 좀 좋은 골프장 가면 
뭐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만나면 캐디비라는 걸 받아요, 무
조건. 
R: 팁 같은 건가?
P: 그쵸. 내가 알려줬으니까.
R: 월급을 따로 있고?
P: 그쵸. 아니 그니까 그 캐디비가 월급이예요.
R: 아, 그래? 월급 없어?
P: 그니까, 네 그니까 많이 뛰면 좋은 거예요. 한 번 해줄 때마다 12만원을 벌
어요. 한 게임에. 게다가 거기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따로 주는 팁 같은 게 
있거든요, 또? 팁을 주면 더 좋고‥
R: 음 그래. 그럼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벌면 수입이 꽤 괜찮겠네?
P: 네, 그래서 하루에 못 벌어도 12만원이거든요?
R: 한 번 하면 12만원이니까?
P: 네. 그래서 한 달 하면‥ 
R: 한 250- 300정도 되겠네. 
P: 네, 연봉이 3000에서‥ [C5]

(4) 졸업 후의 진로

박정호는 12월에 골프장에 취업 하게 되었지만, 골프장에서 일하는 것

이 본인의 최종 목적지인 것은 아니다. 일단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을 벌고, 장기적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것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인지

를 고민하려고 한다. 박정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에 가져왔고, 지금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53 -

P: 일단 지금 취업했으니까 여기서 경력 좀 쌓고, 집안 사정이 좀 나아질때까
지 계속 해야될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면 이거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일 할
지...좀 고민하고.. [C6]

P: 저희 학교 축제 때 유도부에서 무슨 이벤트 같은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도 가르쳐주는거였는지...여튼 애들 자세가 좀 이상해서 제가 잠시 자세 교
정해주고 알려줬더니 애들이 막 좋아하고 칭찬해주더라고요. 유도부선배들보다 
좋다고..그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도 코치 같은 거도 괜찮겠다, 
생각해봤죠. 지금 골프장에 취업하긴 했는데...그래도 (유도 코치 하는 것을)생
각은 하고 있어요. [C6]

P: 그런데 저는, 아직 하고 싶은걸 정확히 못 정해서… 일단 그걸로 돈을 좀 
벌어 놓은 다음에, 할 수 있으면, 
R: 몇 년 벌면 꽤 모을텐데?
P: 네. 돈을 벌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찾아야죠.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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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내러티브의 이해 : 직업교육 위탁 학생들의

노동과 직업세계에 대한 아비투스의 형성과 변화

1. 진로 관련 성향의 형성 과정 이해

1) 가족 : ‘내’가 아닌 ‘누군가’의 진로 이야기

학생들은 학교 외의 장소에서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여

러 사회 현상들에 대해 학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형성해 나간다. 경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생산이나

소비, 희소성과 기회비용 등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은 경제활동에 효

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동이나 생산, 소비와 같은 개념을 스스로

습득하고 형성해나간다고 보고 있다(Peter & Furnham, 1997; 조영달,

1991; 김경모, 1993; 김세순, 1998; 박형준, 1999). 사회화 또는 경제 사회

화를 다루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한 가지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다(Scott Ward, 1974;

Morris, 1975; Gilbert A. & George P., 1979; Gustave Jahoda, 1983;

Moschis, 1987).

특히 학생들의 진로 발달과 부모 요인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

져 있다(Kotrlik & Harrison 1989; Sebald, 1989; Spokane, 1991). 또한

선행연구들은 직업에 대한 관념 형성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Brown & Lent, 1996). 본 연구의 참여 학생

들에게도 가장 긴 시간 동안 가까이에서 학생들의 경제 개념 형성에 영

향을 미친 사람들은 부모님이다. 부모님들은 경제활동, 특히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은 무엇이며,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가

지는가, 그리고 노동과 직업에 대해 형성된 관점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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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진로, 미래의 직업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들을 제외한 가족들 역시 연구 참

여자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연구 참여자들이 곧 맞이하게 될 미래를 먼저 경험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

다. 또한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형이나 누

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

다.

[표 7]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가족 요인

이태민

아버지
-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음

- 호텔 관리를 하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형
-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였음(조리 전공)

-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로를 탐색 중

김지훈

부모님
- 거의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 함

-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이야기 함

누나들
- 공부해서 대학(4년제)가야 한다고 이야기함

- 대학과 직장에 대해 이야기해 줌.

박정호

어머니
-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주 이야기 함

누나
- 다니던 전문대학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로를 탐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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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과 직업 :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태민은 아버지가 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을 형성해나갔다.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태민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인부에서 시작하여 현장 관

리직까지 승진하였는데, 현장 관리직을 맡으면서부터 훨씬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집에도 많이 소홀해졌다. 이태민이 눈 뜨기 전에 출근

하시고 밤에도 늦게 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또한 가끔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혼자 하시거나 할머니께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

였다. 특히 호텔 관리직을 맡게 되면서 일이 많아졌을 뿐 만 아니라, 책

임져야 할 것까지 많아서 일과가 일찍 끝나도 집에는 매우 늦게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태민은 아버지가 현장 인부에서 현장 소장, 호

텔 관리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집안 경제 사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호텔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전에 비해 확실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이태

민은 더 힘들게 일하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책임질 일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

다.

이태민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태민은 이러한 아버지의

상황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호텔을 경영하게 되었을 때, 이

태민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처

럼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을 보았으며, 스트레스도 더 많아졌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일은 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태민은 면담 과정에서 돈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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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고 싶지만, 아버지처럼 힘들게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열심

히 공부해서 호텔 경영과 관련된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호

텔에 취업하여, 괜찮은 수준의 소득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민은 그러한 길을 거부한다. 이를 통해 이태민은 강도 높은 노동을 하

고 그에 걸 맞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기보다는 본인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노동과 그만한 보상을 얻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이태민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김지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소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가게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두 분이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신다. 김지훈은 유

년기부터 부모님이 가게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봐왔기 때

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

다. 가끔 부모님이 거래하는 사람들과 전화를 하면서 억지로 웃음 지으

며 부탁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은

혼자서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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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거의 하루 종일 가게에 나가 있기 때문에 김지훈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저녁 식사도 혼자 하거나 누나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경우는 드물다. 부모님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늦은 밤이 되어서야 볼 수 있다. 김지훈이 고등학생이 되

었을 때 누나들은 대학생,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방학 때는 거의 집에 혼

자 있으면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김지훈은 부모님처럼 밤낮 없이 일 하면서 살기

보다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쉬면서 책을 읽거나 취미생

활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득이 많거나 사회적 지

위가 높은 직업은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들

을 원하지 않으며, 작은 규모의 회사에 입사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의 돈만 벌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김지훈의 개인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김지훈은 스스로 매우 소심하고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

는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

게와 같이 관계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지기 싫어하며, 관료제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나 공장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하면 되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그림 4] 김지훈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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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의 어머니는 의류제조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 하셨다23). 작은

규모의 업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박정호의 어머니께서 맡아서 하

셨고 이 때문에 박정호의 어머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 하는데 할

애하였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였고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이를 지켜

본 박정호는 사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고통

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돈의 중요성

과 힘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박정호의 어머니는 ‘돈이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서 박정호의 경제적

사정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박정호와 누나를 힘들게

하였다. 당장 누나와 둘이 살던 방을 옮겨야 했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정호는 돈의 중요

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박정호는 어머니로부터 ‘돈의 중요성’과 ‘사업

은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직・간접적으로 경험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호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돈 버는 것

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고 싶은 일과 돈을 버는 일은 분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정환경을 통해 형성된 가치 체계는 직업관으로 이어져

직업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Ben-Sham & Avi-Itzhak, 1991;

Huang, 1995), 박정호의 경우 어려운 경제적 환경이 노동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3) ㅇㅇ고등학교가 있는 성북구는 동대문 시장과 인접해 있어서 의류 관련 등

록 업체수와 종사 근로자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시민일보, 2018.04.28.). 연

구 참여 학생 3명 중 2명의 부모님이 의류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부모님 외에도 의류 제조, 유통, 판매와 관련하여 일 하고 있는 부

모님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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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박정호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기존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 결정 수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고(Lucas, 1993; Luzzo, 1993; 김

환식, 류창열, 1993; 차재권, 1998), 반대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도 있다(Goodale and Hall, 1976; 김관용, 1996; 이승국, 1999). 이러한 상

반되는 연구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일수록 직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김관용, 1996), 오히려 직업이나 진로에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부모들은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학생

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행

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태민은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 그

리고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때로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을 지켜봐왔다. 호텔 관리직을 맡은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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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냈으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직

접적으로 봐왔다. 김지훈도 함께 일하시는 부모님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지켜봐왔고, 일하

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장면도 목격하기도 하였다. 박정호의 어머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박정호와 떨어져 살 정도로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를 쏟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노동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인식

하게 되었다.

둘째, 노동과 여가, 그리고 소득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단순히

일을 하면 돈을 번다는 차원을 넘어서 육체적, 정신적 힘과 시간, 그리고

여가(leisure)를 포기한 대가로서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

다. 이태민은 아버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만큼 더 많은 돈을 버

는 것을 체감하였다. 하지만 이태민은 아버지처럼 관리직이 되어서 힘들

게 일 하면서까지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김지훈

또한 부모님이 많은 시간을 노동에 쏟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만큼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태민과 김지훈은 모두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

다. 박정호는 어머니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의 장면을

모두 지켜봐왔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직장 생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노동과 여가의 대체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노동의 수준과 누리고자 하는 여가의 수준을 비교하게 되었다.

셋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소득 획득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서의 노동

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곧 노동을 본인의 미래와 연결 짓거나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거나, 노동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인식은 하

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부모님들

은 노동의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거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거나,

또는 일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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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들은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들

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하여 돈이나 명예, 안정성과 같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것들을 직업 선택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배

기연, 2013). 따라서 학생들이 직업을 통해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노동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힘들다. 학생들은 동일한

노동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또는 동일한 수입을 얻지만 노동 투

입을 더 적게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인식하게 된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기 전까지 본인이 어떤 직

업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 부모님과 깊이 있게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

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의 진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은 설정

하게 되었다.

나. 진로 찾기 : 무조건 공부하기

가족들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연구 참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

터 열심히 공부할 것을 강조하였고,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기도 하

였다. 이태민의 경우 아버지와 할머니가 학교 성적에 많은 관심을 가졌

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학원을 다녔다. 김지훈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을 다녔으며, 박정호는 운동을 그만두고 고

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집중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업과

대학을 강조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부와 대학, 그리고 취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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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태민과 김지

훈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까지 본인들이 무엇을 하

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운동을 좋아

하는 박정호는 중학교 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 둔 이후 인문계 고등학

교로 진학하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부모님

들은 주로 ‘공부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성적 받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

녀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를 나

누는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관심해

서가 아니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태민의 아버지는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

태민과 진로에 대해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할머니는 공부 잘하기

만을 기대하셨고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었다. 김지훈의

부모님은 대화를 나눌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했고, 누나 세 명이 줄

이어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김지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박정호

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어머니가 사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힘

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가족적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어머니의 자녀 교

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고(심영희, 1996; 윤택림; 1996), 부

모가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손승영, 2009)에서 연구 참여 학생

들의 학업 성취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학업을 포

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계 고등학

교에 입학했고,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새롭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내신 성적과 학교에서의 활동 등이 중심이

되는 수시 제도로 대학 정원의 70%를 넘게 선발하고 있는 현재 대입 제

도 하에서는 입시 정보와 전략이 중요하다. 본인의 적성과 특기를 바탕

으로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를 지원할 것이며, 합격을 위해서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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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장기적 안

목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러한 부분들

에 대해 알아가고 정보를 모을 여유가 없었고,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진학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일

정 부분 상관이 있다. 노동자 계층의 부모들은 학력과 학벌이 가지는 힘

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기대와 그

에 대한 조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김천기, 2008: 11). 연구 참여

학생들의 부모들은 완전히 노동자 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력과

학벌이 그들의 직업적 위치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로에 대

한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시 제도를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진로 찾기 노력이 중요하지만(신희경, 김우

영, 2005; 김정숙, 황여정, 2007), 연구 참여 학생들의 부모들은 그러한

노력을 할 시간과 정보가 부족했다.

다.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진로

형제자매들의 학교생활 및 진로 경험은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

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태민의 형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조리 전공으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입학했으며, 이후에 다시 전문대학을 그만두고 아

르바이트를 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였다. 현재는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제대 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김지

훈의 경우 세 명 중 두 명의 누나가 전문대학을 갔으며 한 명은 취업 준

비 중이고 한 명은 취업한 상태에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

고 있는 중이다. 박정호의 누나는 박정호와 같은 ㅇㅇ고등학교를 졸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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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문대학에 입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 현재 아르바이

트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등 다른 진로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연구 참여 학생들의 형과 누나들은 잘 알려진 4년

제 대학에 입학한 것은 아니며, 고등학교 때 정한 진로를 따라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진로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이러한 장면을 가까

이에서 지켜보면서 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위탁학교를 졸

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4

년제 대학이나 잘 알려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해서 돈을 벌 길

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까운 가족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

고,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4년제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에 대

한 심리적 저항, 또는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다.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

는 길이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낮아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하여도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고,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많다. 김지훈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

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직업학교를 간다는 것[2017.03.27.면담]’ 자체가

일종의 실패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위탁학교를 졸

업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현실적으로 명예나 사회적 지위, 또는 많

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 본인

의 일종의 심리적 저항감이 크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 중에서 직업교육

이나 전문대학 등을 선택한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저항감이 줄어들 가능

성이 높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형제자매들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길을 갔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 학생들은 본

인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선택 가능한 영역에 있음을 인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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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급 구조의 배열 (김동일, 2016 수정)

연구 참여 학생들은 [그림 6]에서 음영이 있는 부분인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낮고 수입이 적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저항감이 덜 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부모 요인과 형제자매들의 진로 요인,

그리고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낸

성향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 : 학업포기과정과 진로 무관심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화 기관이다. 학업과 진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초등학교 시절부

터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기 전까지의 학교생활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 초등학교 : 기대에 따라 행동하기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영향력도 많이

미치는 시기이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Nurmi, 2005). 연구 참여 학생들은 초등학생 시절을 부모님이 정한 규



- 167 -

율에 따라 살았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이태민은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이

시킨 대로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

다. 학교생활과 성적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공부를

하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등 학교생활에도 적당히 만족하고 있었

다. 김지훈이 초등학생이던 시기에는 누나들이 이미 고등학생이었기 때

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자녀 셋을 고등학교까

지 공부시킨 김지훈의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야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김지훈을 학원에 보내고 누나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했다. 김지훈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데 많

은 시간을 썼다. 박정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도 태권도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공부를 열심히 한 기

억은 없지만 집과 학교,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

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경우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세 명의 학생도 일반

적인 다른 학생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학교생활을 했었고, 부모님을 포

함한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어진 규칙을 잘 지키며 생활했다.

나. 중학교 : 학교로부터의 단절 시작

중학교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성향을 형성하는데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태민과 김지훈은

학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며, 박정호는 운동부 활동을 하면서 학업과는

거리가 먼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이태민은 이전보

다 더 많은 공부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때마침 아버지께서 잠시 일

을 그만두고 쉬는 시기였기 때문에 집에서 이태민이 공부하는데 집중적

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원도 다니고 아버지

가 공부할 때 직접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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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태민 본인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으며, 몇 몇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는 등 결과도 좋았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공부한 시간과 노력에 비

해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되고,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 노력과 무관하게 낮

은 성적을 얻게 되면서 이태민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 과

정에서 학원을 몰래 빠지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자거나 집중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고, 결국 당시 유행하던 게임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서 학

교 공부는 포기하게 된다. 김지훈 역시 이태민과 유사한 형태로 중학교

시절에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

히 해 왔던 김지훈은, 초등학교 시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 과외에

쏟게 된다. 하지만 암기 과목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차츰 잃게 되고, 학원과 과외에도 지쳐가기 시작했다. 김지훈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학원을

무단으로 빠지고 수업 시간에도 잠을 자기 시작했다. 부모님들의 관심이

입시를 앞 둔 고등학생인 누나에 쏠리는 틈을 타서 공부에서 완전히 멀

어졌다.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박정호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유도부에

입부하게 되었고,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학교 대표 유도 선수로 활약

하게 되었다. 박정호가 다니던 중학교의 유도부는 꽤 이름이 있었기 때

문에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철저했다. 박정호는 새벽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방과 후와 대회가 있는 기간에는 주말까지 운동을 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운동으로 인해 항

상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깨어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학업과는 완전히 단절된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시절에 비해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압력이 심해지는 상황에

서 투입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또는 운동이라

는 공부와 거리가 먼 진로를 선택하면서 학생들은 공부가 싫어지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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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공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면서, 학교와의 분

리 및 단절이 시작되었다.

진로 관련 연구에서 중학교는 진로 탐색 단계로서 주요 직업 분야를

탐색하고 장래직업과 진로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요소를 인식하는 시기

이다(김충기, 1996). 그러나 연구 참여 학생들은 학업 성적을 높이는 것

이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진로 탐

색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다. 고등학교 : 학업 포기와 학교로부터의 소외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비해 대학 진학을 앞 둔 고등학생들에게 학

업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정철상, 2011; 김동일 외, 2013).

부모와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업에 매진

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연구 참여 학생들도 ㅇㅇ고등학

교에 진학하면서 공부를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습을 위한 기초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앉

아있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이태민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전히 공부의 방향이나 진로

희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공부를 하자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중

학교 때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

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잠을 잤

기 때문에 50분 동안 깨어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김지훈의 경우에

는 1학년 때까지 학원과 과외를 병행했지만, 이미 중학교 때 학업에 대

한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학업 성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부모님도 현실을 인정하면서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

었다. 허리 부상으로 인해 중학교 3학년 때 유도를 그만 둔 박정호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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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상 초등학교 이후에 공부를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

을 듣고 다른 학생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

다.

결국 세 명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한 후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게 되고, 완전히 학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게임에 다시 빠지거나(이태민), 집에 갈 시간만 기다리면서

(김지훈) 수업에서 스스로 이탈하고, 배제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림 7] 이태민의 학교생활

[그림 8] 김지훈의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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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박정호의 학교생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업 포기, 재

시도, 완전 포기를 단계적으로 경험하였다. 학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자신

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게 ‘공부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고, 학업

성적이 낮아지면서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

었다. 결국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은 진로를 이분

법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정한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

주는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한 편,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

며, 자연스럽게 진로와 취업에 대한 논의도 어렵게 된다. 학교 성적이 좋

은 학생부터 그렇지 않은 학생까지, 또는 국영수를 잘 하는 학생부터 몇

개의 과목만 잘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적과

진로가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 진학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되면서 진로 교육도 불연속적으로 끊

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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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바이트 : 현실의 노동과 직업세계 이해

청소년들의 노동 시장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습득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과정이 될 수

도 있고, 자신의 장래 직업이나 직업 가치 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Mortimer & Finch, 1986). 또한 청소년들에게 자기 효능감

이나 미래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Markus et al., 1990). 박정호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상당

히 많이 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과 직업,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박정호는 세 번의 아

르바이트 경험에서 느낀 바가 각각 다르다.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돕는 일

을 했을 때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만 했고, 돈을 버는 일은 어렵다고만

느꼈다. 두 번째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힘

들었지만 일을 하는 기술도 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배웠다고 한다.

세 번 째 고기 집에서는 재미있게 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박정호에게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인간관

계를 맺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며, 노동은 반드시 힘들고 재미없

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주었다.

이태민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위

탁교육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

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호텔이었기 때문에 이태민은 아르바이트생면서

도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이 생길 때마다 계약과 상관없이 투입되는 등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요리 전공을 선택한 이태민은 호텔에

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노동 경험

이 그에게는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태민은 형이 요리 전공을

하는 것을 보고 요리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직업학교에 가서도 요리를

배우면서 조리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조식당 뷔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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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부터 서빙, 청소까지 식당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요

리에 대한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결국 노동 경험은 이태민에게 힘

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기억을 남겨주었고, 이로 인해 진로를 바꾸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박정호와 이태민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이 살아 온 삶의 맥락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 특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Hansen & Javis(2000)는 청소년

들의 노동 시장 참여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는 분위기

는 어떠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환경이라는 측면

에서 바라보면 이태민과 박정호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의미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다. 이태민은 부모님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본

인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고, 호텔 식당에서 일할

때에도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또한 일을 해야 하는 뚜렷한 동기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

었다. 반 면, 박정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일종

의 의무감이라는 동기에서 시작했고, 치킨 가게와 고기 집에서 아르바이

트를 하면서 직접 기술을 배우고 가게 주인 및 손님들과 상호작용을 하

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3) 종합 : 한정되고 한정하기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성향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

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외적 요소에 의해 ‘한정되기’

와 능동적으로 ‘한정하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정되기’는 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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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업,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은 사회화의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사회화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체계,

규범, 행동양식 등을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Engle

& Blackwell, 1982), 주어진 사회나 사회적 집단의 관행을 학습하면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Elkin, 1980), 기존의 규범과 문화를 터득하

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나가는 학습과정(Bandura, 1973)이다. 학

생들은 이와 같은 사회화를 통해 그들의 성향 또는 판단 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사회화 이론을 경제와 교육에 접목시킨 경제사회화 연구에 따르

면 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환경적 영향에 의해 경제와 관련

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습득해나간다고 보고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시간적, 공간적 내러티브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러한 경제 사회화가 일

정 부분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부모님을 통

해 노동의 개념, 노동과 여가의 대체 관계, 소득, 기회비용 등에 대한 개

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화의 측면에서 보면 학

생들이 가진 성향 체계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틀 지워지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 ‘노

동은 힘든 것,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가족들과 학교로부터 ‘공부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노동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부와

나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진로의

범위를 한정 짓게 되었다.

‘한정하기’는 학생들이 가진 개별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살

아가면서 주위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데, 유사

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해도 각자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학생 개개인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

지훈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

다. 취미 생활도 책읽기나 글씨 쓰기와 같이 혼자서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며, 학교 동아리도 본인의 흥미와 상관없이 학생 수가 적은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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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했다. 이태민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게임하는 것을 즐기며, 쉽

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돈을 많이 벌기위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을 싫어하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아실현을 하거나 무엇인

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적은 편이다. 평범한 직장에서 적당히 돈 벌

면서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것은 김지훈과 이태민의 개인적인 성격적

인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호는 김지훈이나 이

태민에 비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과 관련한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표 8]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과 한정하기

한정되고 한정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학생들의 성향 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이태민

P: 돈 적당히 벌고, 게임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좋죠.

R: 평범한,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네?

P: 예,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탈이 아니라서.. [A1]

김지훈

R: 어‥ 집돌이 스타일이구나. 막 축구하고 운동하고 그러지 않

고?

P: 싫어했어요. [B1]

P: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성격 보고 왔어요. 굉장히

눈에 띄는 걸 싫어해가지고. 인원이 적은 걸. 사진부가 인원이

제일 적더라고요. [B1]

박정호

P: 제가 어릴 때 되게 소심하고 약간..친구도 없고 그랬거든요.

R: 와, 너무 다른데?

P: 그죠(웃음). 그런데 중학교 때 운동시작하면서, 그 때 코치님

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성격도 좀 활발해지고 막 자신감? 그

런 것도 생기고..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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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태민의 진로 관련 성향 형성 과정

[그림 11] 김지훈의 진로 관련 성향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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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박정호의 진로 관련 성향 형성 과정

가족과 학교,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타 요인에 의해 형성된 학

생들의 성향 체계의 유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부를 잘 해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 학업 성취도가 낮아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 공부를 못했으니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기는 어렵다.

-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없다.

- 사회적 지위나 성공, 높은 소득은 나와 거리가 멀다.

- 직업과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유사한 성향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보여주는 차이는 그들을 틀 짓는 경계로부터 완

전히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

념은 학생들의 성향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비투스는 객관적인 면(구조)과 주관적인 면(지각, 분류, 평가)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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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합침으로써 외면적인 것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면적인

것을 외면화한다고 할 수 있다(Pinto, 1998). 따라서 가족이나 학교, 아르

바이트와 같은 외적 요인과 개인의 특성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노동

이나 직업, 그리고 본인의 진로를 내면화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게 되는지는 내면적인 것이 외면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 학생들은 일정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사한 판단과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교와 관련된 아비투스와 계

급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친구들과 노는데 많은 시

간과 힘을 쏟고, 게임과 그와 유사한 놀이에 집중하면서 학교가 제공하

는 수업과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학생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습관, 버

릇이며 이것은 그들 집단의 계급적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학생들은

주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속하는 계급의 습관에 따라 행동하

게 되며, 그들의 사고와 행위는 동일한 계급이나 집단의 아비투스의 한

계 안에 분포하는 편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동일, 2012: 10).

2. 직업위탁과정 선택의 이해

1) 학생들의 성향과 학교 공간의 괴리

학생들이 직업위탁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존에 몸담고 있던 인문계

고등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학교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

택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학교를 떠났는지를 물어야 하는데, 이

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은 어떠했는가? 학교생활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등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ㅇㅇ고등학교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를 알아야 하므로, 학생과 학교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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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선 논의에서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유사한 인식 체계로서의 아

비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술했으므로 여기서는 학교의 특성을 알

아보도록 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진로가 명확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들도 있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곧 바로 취업하거나 특성화 고등학교

에 입학하지 못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온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학업

에 대한 관심은 없으나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

학한 학생들도 있다. 이에 비해 대학 입학이 중요한 목표인 인문계 고등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성적과 각종 교내 대회,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바

탕으로 줄을 세우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들의 적성, 흥미, 진로

희망과 무관하게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하위

권 학생으로 구분된다24).

[그림 13] 학교에서 특정한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적 위치

24)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보면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으로 전체

대학 정원의 65% 정도를 선발한다. 이 때 종합 전형에는 교과 성적과 더불

어 봉사, 동아리, 자율 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가 전형 요소가 된다. 따라서

비교과는 진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비교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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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과 다양한 활동들은 학생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면

서 동시에 대학 진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순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

위권으로 갈수록 진학 지도의 의미가 커지며, 진로 상담을 할 때 학교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풍부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25). 하지만 하위권

에 속한 학생들, [그림]에서 C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진학 지도 자체

가 거의 의미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도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하위권 학생들은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 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무엇

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진

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26). 이처럼 진로와 대학

진학, 그리고 성적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이 낮

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사실 상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도 학업과 관련된 능력을 기준

으로 판단하면 하위 집단에 속한다.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그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성적이나 대학과는 거리가

25)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들이 쏟아져 나

오며, 인터넷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와

각 교육청,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들은 대학 진학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지난해에 어떤 성적으로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입학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26) 대학 진학이 보편화 된 한국사회에서 대학 비진학자들은 소수집단으로 간

주되고 있다(김지경, 정윤미, 2015). 청소년들의 비진학 사유는 사회계층화 관

점(Social Stratification)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의 관점으로 구분된다. 사회계층화 관점에서는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탈락자들로 분류하는 기능론(신세호 외, 1992; 김지경, 이광호, 2013),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갈등론이 있다

(김지경, 이광호, 2013).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청소년 개개인이 가진 인적자본에 따라 노동시장으로 이행한다는 관

점, 노동 수요측면에서 형성된 차별적인 구조에 집중하는 관점이 있다(이경

은, 2006; 조민수, 2009). 학업 성적은 진로 결정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만,

학업 성적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강민정, 2008; 김영철, 2014). 따라서 하위권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

에 진학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계급적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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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사회화를 경험해왔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그

들은 이미 하위 집단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계급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르디외의 아비

투스와 장(field) 개념을 활용하면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계급은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유

사한 조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사한 유형의 상황 속에 종속되어 있어서

유사한 성향과 이해 관심을 가지고, 유사한 실천을 생산하며 유사한 자

세를 취하는 온갖 기회를 갖는, 행위자들의 집합이다(Bourdieu, 2001:

289). 여기서 모든 것의 유사성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 살아오

면서 형성한 성향 체계인 아비투스이다.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성향

체계라고 정의했던 개념은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의 계급 체계 속에

서 연구 참여 학생들이 가지는 아비투스였다고 보면 된다.

한 편, 장(field)은 자본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구조 속에서 사회적 정

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행위자들 간에 벌어지는 경함과 대립의 공간을

의미한다(현택수, 1996, 94). 부르디외에 따르면 장에서는 위치를 유지하

고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는데, 이를 일종의 게임

이라고 본다. 장에서의 경쟁이 게임과 다른 점은 초기에 가지고 있는 자

본27)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M. Grenfell, 2014). 이를 교육장

(educational field)의 하위 공간 또는 구체적인 영역인 학교에 대입해보

면, 학교라는 공간은 좋은 성적과 상장, 활동을 얻을 수 있는 위치를 두

고 학생들이 경쟁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27) 부르디외의 이론에서 자본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부르디외는 자본을 ‘행

위자가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

단’(Bourdieu, 1986)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본을 경제자본(경제적 재화의 총

체), 문화자본(가정환경, 교육, 학력 등), 사회자본(사회적 관계 망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상징자본(사회적 관계 구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예, 위

신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생들이 가진 초기 자본은 가정환경이나 가정교육

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화자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

을 깊이 다루지 않지만 체화된 문화자본은 결국 아비투스의 일종이라는 측면

(김동일, 2016: 51)에서 자본 개념을 일정 부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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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기타 요인들이 초기 자본으로 기능하여

불평등한 경쟁이 시작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들이 경제적, 환경적 조

건으로 인해 그들의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나, 대

학 입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은 학교에서 경

쟁하기에 불리한 초기 조건들로 기능한다.

학생들의 아비투스와 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위치가 차지하는 의미,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삶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

다28). 아비투스는 행위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허락해 주

는 전략의 발생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아비투스는 특정한 장

(field)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현

택수, 1996: 92). 연구 참여 학생들이 가진 아비투스는 인문계 고등학교

에서 하층 계급이 공유하는 성향 체계였으며, 이러한 아비투스는 학생들

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사회적 장에서 중요한 가치인 성적, 상장 등을 두

고 경쟁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학교에서 가치 있는 자원들

을 획득하는데 불리하고 부적합한 아비투스를 가진 학생들에게 학교, 특

히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시간이 되었

다. 이로 인해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잠을 자게 되었고, 학교

생활에서도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나마 동아리 활동과 같이 성적과

같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 약하거나 없는 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으로부터 멀어지면

서 학생이 학교에서 소외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학생들과 학교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과

같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사로부터 관심을 덜 받는 학생들이 되었고, 그들

28) 아비투스와 장의 관점에서 학생과 학교에 접근한 경험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김천기(2008)는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아

비투스가 학교라는 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만들어지는지를 문화기술지를 통

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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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는 중요하지만 다루기 힘든 것이 되었다. 대학이라는 명확한 목

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진로 지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능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상담은 교사들에게 더

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교사들의 능력 밖의 문제가 되기도 한

다.

[그림 14] 학생들의 아비투스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관계

2) 진로 선택 과정으로서의 직업위탁교육

가. 진로 선택의 문제와 체화된(embodied) 습관

학교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 중 소수의 학생

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고 있다29).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것에 따른 부담, 대학 진학의 포기, 부모님들의 반대, 직업위탁

29) 2016년 기준으로 12,751명이 일반고 진학 중에 직업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졸업생 중 22,690명은 직업 교육과 대학 진학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사회에 진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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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에 대한 신뢰, 사회적 인식30)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직업위탁교육을 섣불리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학업 성적

과 무관하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남아서 졸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

학교로 갈 것인지는 중대한 진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남아서 졸업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위탁

학교를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일종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태민은 ㅇㅇ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을 보냈다면 ‘매일 잠이나 자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것[2018.01.26.면

담]’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김지훈도 ‘성적이 바닥이었을 것이므로 이름

없는 대학을 갔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곳에 취업했을 것[2018.01.31.면

담]’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면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성적이 매우

낮고 공부를 할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할 때의 기회

비용은 매우 작으므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환원하면 선택의 문제

가 되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를 중심으로 선택의 문제를

이해하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합리적 경제인31)이라면 학생들은 ㅇ

ㅇ고등학교에 남는 것과 직업위탁학교를 가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공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현재

30) 교사들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입학함’이다(한국직업능력개별

원, 2001).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으로 낙인찍히고,

그러한 학생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

을 것이다.

31) 경제학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합리성을 갖춘 인간(homo

economicus)은 선호 체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자신 앞에 놓인 선택 대

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 체계 내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 효용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한진수, 2007: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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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나 앞으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지,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직장의 수준 등과 같은 정보들을 수

합할 것이다. 직업위탁교육을 간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이며, 졸업

후에 곧 바로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모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 학생들은 이처럼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보로부터 얻은 비용과 편익을 비

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판단 과정은 ‘대충 그럴 것으로 추정된

다.’는 측면에서 휴리스틱(heurstics)과 유사하다. 행동경제학자들이 개념

화한 휴리스틱은 현실의 상황을 판단하는 일은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몇 가지의 주먹구구와도 같은 원칙을 사

용한다는 것을 말한다(이준구, 2013, 707). 학생들은 앞 서 언급했던 것처

럼 가용한 모든 정보와 엄밀한 논리, 그리고 정교한 계산 방식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주위의 정보들을 활

용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와 또래 집단, 학교의 직업학교 소개 등으로

부터 얻은 정보들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럴 듯하게 활용할 뿐이다32).

‘공부는 안 되니까 학교는 아니다.’, ‘학교에서는 잠만 잘 것 같다.’, ‘직업

교육가면 기술일도 배우니까.’ 등은 바로 그러한 정보들을 조합하여 내린

결론이다.

[표 9] 체화된 습관과 직업위탁교육의 선택

32) 행태경제이론의 선구주자인 A. Tversky와 D. Kahneman은 이와 같이 자신

이 활용 가능한 주변 정보들만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가용성 편향

(availability bias)라고 하였다.

이태민

R: 직업위탁은 어떻게 선택한거니?
P: 학교에서 뭐 있어봐야...
R: 공부도 안하고 ?
P: 일단, 그렇죠... 성적도 워낙 낮고, 이대로 있어도 답이 
없겠다 싶어서 
P: 할머니는 맨날 전한테 공부 안 할꺼면 기술이라도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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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생들의 일종의 비합리성은 앞 서 살펴보았던 그들의 아비투

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체

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해본 적이 거의 없고, 학교로부터 그들의 진

라...
P: 형도 직업위탁학교 갔었는데 똑같이 요리로 갔었거든
요....
P: 형이 요리를 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나름 재미고 있
고, 기술도 좀 배우고. 해보라고 해서...
P: ...(중략)....조리는 그렇게 흥미가 없던 게 아니라서, 괜찮
겠다 싶어서. [A1]

김지훈

P: 음..딱 봐도 공부는 해도 안 될 것 같고...그냥 기술배워서 빨
리 취업하는게 낫겠다...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 있어봐
야 대학이... 
P: 그냥‥ 관심 좀 있긴 했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학교에서는 
시간 때우다가 가고 그러다보니 이것저것 그냥..
P: 누나들이 일하는거 보니까 항공사 같은 데 취업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P: 네...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앞으로 비행기가 더 많이 들어온
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도 좀 많이 늘지 않을까. [B2]

박정호

P: 딱히.. 그냥, 공부가 안되니까...사실 공부 잘 하면 안 갔을텐
데. 공부 자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직업 공부?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맨
날 자고 집에 갈 것만 생각하고 그게 좀 그래서 직업학교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C1]

P: 설명회 가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학교 있는 거 보다
는 나을 것 같아서.. [C1] 

P: ..(중략)..누나 친구가 직업학교 다녔나봐요. 그래서 직업학교 
이야기 해주더라고요..(중략)...누나 이야기 듣고 가서 열심히 해
야겠다...그렇게 생각하고 직업학교 갔어요.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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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은 기억도 별로 없다. 특히 대학 진학 지

도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낮은 학업 성취

를 보이는 집단에 대한 깊이 있는 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

게 형성된 진로와 관련된 아비투스는 학생들에게 체화된 사회적 습관으

로 남게 되었고,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 능동적 진로 구성 행위

학생들이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것을 아비투스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

적인 과정으로만 볼 수 있을까?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직업위탁교육 선택

행위를 본인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과정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본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을 했다는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했

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진로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오던 바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흥미,

적성, 능력을 발견하여 일의 세계의 요구와 맞춰주는 것 즉, 개인과 환경

을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측정 방식을 통해 학생의

성격이나 심리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것을 진로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진로교

육도 학교에 도입될 당시부터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과 사

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있다는 문제의

식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진로교육 역

시 개인과 환경 사이 매칭을 진로교육의 오래된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고 볼 수 있다(박나실, 2017: 168). 그러나 전통적인 진로교육은 교육 제

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진로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관점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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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진로교육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Patton, 2005). 이에 따라 진로 교육에 대한 최근 연구는 학

생들의 진로 정체성, 진로 내러티브 등 개인의 진로 구성에 중점을 두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avicaks et al., 2009). 이러한 진로

교육에 대한 추세는 진로를 스스로 구성해 나가기 위한 학생들의 주체를

중시하는데(Bloomer, 1997),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직업위탁교육 선택 행

위는 능동적인 진로 구성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진로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진로는 결정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경험하고, 다시 본인의 선택에 대해 반성

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 구성주의(career

construction theory)에서는 진로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구성

(construction)되고, 해체(deconstruction)되며, 재구성(reconstruction)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구성(co-construction)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avickas, 2012). 진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태민과 김지훈은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일반고를 벗어나서 직업위탁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그 상

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이 한식 조리와 항공 정비 전공이다. 긴 시간 동안 고민하

고 원했던 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은 연구 참여자들이 스

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태민과 김지훈의

진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박정호

역시 갑작스럽게 직업위탁학교를 선택했지만, 다른 두 참여자들과 달리

막연하게라도 자신의 진로는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

고 있었다. 이러한 진로 고민과 설계의 연속선상에서 전공 중에서 운동

과 관련된 골프 서비스를 선택했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던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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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진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직업위탁과정 선택 학생들의 노동실습경험 이해

1) 노동실습경험이 주는 의미

청소년기의 노동 경험은 다양한 변수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과정

이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 경험 자체의 특성

과 청소년기의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성,

2004). 청소년의 삶과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져 온 바

있는 개인적 특성과 가정, 학교, 또래집단 등과 함께 노동 경험을 함께

다루는 것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 줄 수 있다

(Mortimer, Finch, Ryu, Shanahan and Call, 1996; Entwisle et al.,

2000). 따라서 직업위탁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노동 경험을 학생들의

아비투스와 함께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노동으로부터 얻은 흥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노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자체의 가치와 그로부터 느낄 수 있는 보람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

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양상을 토대로 노동이란 고된 것, 많은 시간을

써야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업학교에서 실습을 통한 노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노동이 본인에게 어

떤 의미를 주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태민은 요리 실습을

하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시간도 잘 간다고 이야기했다. ㅇㅇ고

등학교에 있을 때에는 수업 시간에 거의 자거나 다른 것을 했지만,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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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리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졸거나 잔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지훈은 직업학교에서도 이론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없지만, 실습

할 때는 재미가 있다고 말한다. 드론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러시아

에 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과정에서 재미

를 느꼈다고 하고 있다. 박정호는 원래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장기적으

로 운동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골프 서비스 전공

에서 골프를 배우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 ㅇㅇ고등학교에서 책상

에 앉아서 책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재미있었다.’, ‘졸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것’, ‘직접 해보기’라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노동은 힘들지만 재

미도 있고, 할 만한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 면담에서 학

교 수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무기력했고, 잠을 잤고, 재미없었다와

같은 짧은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습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에는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곧 학습에 대한 흥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3).

[표 10] 노동으로부터 얻은 흥미

33) 연구물의 검토에 도움을 준 동료 교사는 김지훈의 2학년 때 모습을 말 수

가 거의 없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김지훈이 본인의

전공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 낸 것을 보고 다른 학생

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김지훈은 실습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태민

R: 요리하는 거 재밌어?
P:...좀 재미있었어요. 요리 만드는 거 재미있기도 하고 원래 좀 흥
미도 있기도 했으니까. [A3]
P: 여기는 약간 뭐랄까, 자유로운 편이라서...음식 만들면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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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되고. ㅇㅇ고등학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닌거
죠. 
R: 자유가 좀 많구나?
P: 예.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들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시간도 잘 가고. 요리 좀 만들고 이야기 하고 하다보
면 금방 점심시간 되고. 또 오후에도 금방 금방 지나가고. 
R: 재미있나 보다. 시간이 잘 가는 건 좋은건데
P: 그런 거 같아요. 요리 만들고, 좀 놀고, 이것저것...하다보면 시간 
후딱 가죠. [A2]
P: 솔직히 책 보고 할 때는(직업학교에서의 이론 수업을 의미) 좀 
졸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는데, 조리 할 때는 그런 적이 없어요.
P: 오늘도 할 만 했나?
R: 똑같죠 뭐. 요리하고. 
R: 이제 좀, 슬, 지루할 때가 됐나? 
P: 아뇨, 아직 할 만해요. 나름 요리 만들고, 먹는 재미도 있고(웃
음). [A5]

김지훈

R: 실습하는 건? 
P: 실습은 재미있어요. 국어나 사회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막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선택)한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배우
고 직접 해보고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재미있었죠. [B3]

P: 통역도 없어서,, 사실 복잡한 그런 거는 가르치는 거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저도 구조나 그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가르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것 가르쳤어요. 
드론 날리는 거, 조정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로 안 해도 되는 거. 
말도 안통하고 그렇긴 했는데, 나름 재미있었어요. [B4]

박정호

R: 그래도 할만은 해?
P: 운동 원래 좋아하니까, 힘들 긴해도 재미는 있어요. 가끔 좀 많
이 그럴 때 빼고..
P: 골프과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수업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움직
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안자고, 재미도 있고...ㅇㅇ고등학교보
다 직업학교 수업이 더 좋았죠.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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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감과 성취감

노동 경험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시간과 노

력을 투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는 성취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고등

학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성취감을 어느 정도 느꼈으며, 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감과 자존감도 높아졌다. 이태민은 요리쪽

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요리를 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직

업위탁학교에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요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초기 면담에서는

요리는 재미있다,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2학기 들어서는

본인이 요리를 잘 하는 편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김지훈은 직업위

탁학교에서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열심히 학

교생활에 임하였고, 초기부터 드론 방과 후를 신청하여 주말에도 참여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항공 정비에 대해서 많은 지

식을 얻게 되었고,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보여주었

다. 특히 여름방학 때 방학과 주말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여 드론을 배우

고, 러시아에 가서 가르치는 경험을 한 것은 김지훈에게 상당한 성취감

과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스스로 평가하고 있듯이, 소심하고 조용한 성

격의 김지훈에게 전혀 모르는 외국 학생들 앞에서 드론 날리기 시연을

R: 지난 주에는 뭐 좀 배웠어? 
P: 그냥 공 치고, 그러죠. 드라이브 하는데 좀, 그거 되면 이상하게 
아이언이 안 먹고. 
R: 쉽지가 않네. 허리도 안 좋은데..힘들지는 않고?
P: 그래도 운동이니까... 좀, 재미나죠. 공 때리는 재미가 있어요. 허
리는 뭐, 헬스도 좀 하고.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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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르쳐 준 경험은 김지훈의 내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박정호

는 원래 태권도, 유도, 헬스 등 다양한 운동에 관심이 많고 잘 하는 편이

었기 때문에 골프도 재미있게 배웠으며,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다. 면담

초기에는 처음 하는 운동이고 허리를 많이 쓰는 편이라 힘들어했지만,

익숙해지고 나서는 골프에 빠져 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익숙해졌다. 골

프를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캐디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배우

면서 12월 골프장에서 취업 하는 시기에는 자신감도 상당히 높아졌다.

개인이 진로와 관련한 흥미를 개발하고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지에 관심을 두는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킨다고 보았다(Lent et al, 1996). 학생들의 내러티

브에서 드러났듯이 연구 참여 학생들은 ㅇㅇ고등학교에서는 하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었으며, 학교 수업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활동들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학업 외에 다른 활동들

에서도 무엇인가를 성취해본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학교라는 공

간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러나 직업학교에서는 ‘무엇인가를 학습한 느낌’을 받거나 상을 받기도 하

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했으며,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했다.’는

느낌도 받았다. 학생들이 기존에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성취감과

자신감은 학생들이 가진 아비투스를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

한다.

[표 11] 자신감과 성취감의 획득

이태민

P: ...(생략)....여기(ㅇㅇ고등학교) 있을 때는 거의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내용도 모르고..진짜 그거 자체가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직접 해보고 하니까 좀, 내가 좀 하는 것 같고, 잠도 안 오
고. [A2]

P: 일단 ㅇㅇ고등학교 있을 때는 수업에 관심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잠만 자고....잠 안자도 그냥 멍때리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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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있고 그랬는데...(중략)...아무래도 뭘 좀 많이 배
운 느낌이 있죠. [A3]

R: 지난번에 무슨 상 탔다고 연락 왔던데? 
P: 아, 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은 요리대회 같은 거. 
R: 대회에서 상탄거지.
P: 그 정도야 뭐.. [A4]

P: 친구들하고 가게 차리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A6]

김지훈

R: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힘들지는 않니?  
P: 괜찮아요. 그냥...해보면 되게 쉬운 것들이라서...
R: 이야, 대단하네. 이쪽 분야에 재능이 있나봐
P: (웃음) 아, 그건 아니고...그냥 쉬워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이게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막 시간도 남
고...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설렁설렁 해도,... 다 할 수 있죠. [B4]

P: 작업 같은 거 하고 나면 뭐가 완성이 되어있어서...뿌듯하고 뭔
가 했다라는, 기분이 있죠....드론도 처음에는 전혀 못했는데, 이제 
막 잘 날리고 이러고 하면 결과가 있는 거 같고. [B3]

P: 드론은 이제 좀 잘 하는 편이죠..그냥 일반인보다야..(웃음) [B4]

P: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도 사실 처음이잖아요..제가. 제가 날
리는 거 보고 따라하고 하는 거 보니 뭔가 된 느낌.....잘 하고 싶기
도 하고..힘들기는 했는데 나름 보람이 있었어요.
R: 선생님이 된 것 같았겠구나.
P: (웃음)...제 성격엔 좀 안 맞기는 하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요. [B4]

박정호

P: 스크린에서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야외에서 하면 죽어요. 진짜 
치고 걷고 반복하고. 
R: 그래도 많이 배웠겠다. 
P: 그쵸. 골프 해 본적도 없었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공도 보고..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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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성의 형성

직업위탁학교는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취업을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직업학교에서는 실습을 중심으

로 전문적인 기술을 알려주고 해당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이태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요리를 하는 기술이 늘어서

하반기에는 음식점에서 하는 요리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김지훈은 드론의 구조와 날리

R: (직업교육)잘 간 거 같아?
P: 그죠. 
R: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학교와 비교하면..
P: 여기서는 뭐...맨날 잠만 자다가, 이제, 힘들게 하니까... 나은 거 
같아요. 보람도 있고. 막, 땀나고 하면 그런 거 있죠.. 열심히 했다.. 
그런 거. [C4] 

R: 이제 골프 좀 치니?
P: 그죠. 거의 매일 했으니까..
R: 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P: 샘 어느 정도 하시는데요?
R: 거의 못하지...
R: 저도 아직 배우고 있어서...완전 초보면 제가 봐드릴 수 있죠(웃
음). [C3]

R: 바로 캐디로 나가도 할 수 있어?
P: 그죠. 엄청 잘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거리나 바람 봐주고... [C4]

R: (캐디)잘 할 수 있어? 
P: 웬만한 (골프)치는 사람만큼은 보죠.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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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

지고 있다. 드론이나 항공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말을 많이 하

는 편이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편이다. 박정호는 골프 캐디

로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편이며, 하반기로 갈수

록 해당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학생들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은 해당 분야에서 기초적

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고 진로

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던 시절에는 성적이라

는 기준에 의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평가 정도가 낮았다. 본인에 대

한 낮은 기대감은 진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위치

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Hackett and Betz(1981)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는 개인의 신념을 진로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

는데, 이러한 신념과 기대에는 자기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선택할 수 있는 직

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

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직업위탁학교에서 습득하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

식은 자기의 능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과 관련된 전문성의 형성은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12] 전문성의 형성

이태민
R: 요리는 좀 많이 배웠겠구나.
P: 그렇죠. 일단 요리 관련해서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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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요리 만들어서 팔아도 될 만큼?
P: 그럼요. 제가 (요리) 좀 합니다(웃음) [A3]

P: 저기는 별로예요.
R: 저기 유명한 데 아닌가? 홍대에도 있던데. 
P: 아, 거기는 맛있는데, 여기는 영...별로더라고요.
R: 먹어보니까? 
P: 예. 한 번 가보고 맛이 별로라서..
R: 요리해보니까 더 잘 알겠던가? 
P: 음..그런 거 같아요...재료나 이런 거. 양념이 특히. [A5]

R: (식사 중) 이 자장면 보다 맛있게 만들 수 있겠어?
P: 요건 기본이죠. 하도 많이 만들어서... [A6]

P: ...(중략)...근데 짜장면 부자 많대요. 5000원씩 받잖아요. 그
런데 원가가 450원이래요.
R: 짜장면 한 개가?
P: 네,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번다고. 돈 벌려면 짜장면 해야 돼요.
R: 하면 되겠네. 친구랑. 짜장면 되게 많이 남기네.
P: 네, 근데, 이게 또 금방 망해서...저 중학교 때는 막 중학교 밑에 
1000원씩 파는 데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A7]

김지훈

P: 드론은 이제 자유자재로 날릴 수 있어?
A: 네. 작은 드론은 어렵지 않게 날릴 수 있어요. 많이 했으니까. 
월요일마다 방과 후 시간에 남아서 저기,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주
말에 나가기도 하고. 엄청 시간 많이 썼어요. 거의 한 번도 빠짐없
이 나갔죠.  [B5]

R: 음‥ 너 드론 내부 이런 거는 다, 분해 한 번 해봤어?
P: 아뇨. 아, 그 만드는 거는‥ 큰 드론인데, 그걸 만들려면 돈이 좀 
드는데, 만들 때는 같이 만들어요. 큰 드론은 이 정도(팔 넓이)...그
래서 그거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다 같이 해서, 내부 구조랑 그런 
것들은 대충...익숙한 편이죠.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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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내부 구조하고, 다 알겠네?
P: 네, 대충 만들면‥ 상당히 익숙하지 않을까....이제 좀 잘 아는 편
이라고 할 수 있죠..
R: 대단하네?
P: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부끄러운 듯 웃음) [B6]

R: 드론은 아직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단계
였나..? 
P: 네,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죠.
R: 뭐 앞서있진 않았지.
P: 앞서 있는 건 중국‥ [B6]

박정호

R: 홀 인 원?
P: 한 번에, 한 번에 넣는 거요…
R: 한 번에 넣는 거는 그냥 홀 인 원 아니야?
P: 그니까, 홀인원이랑 알바트로스랑 똑같아요.
R: 아, 똑같은 말이야? 아… 그 다음이 알바트로스가 아니고?
P: 그니까, 파(Par)만 달라요. 파쓰리 파포 파파이브가 있잖아요. 
그것만 달라요.
R: 아, 이름이…
P: 네. 그니까, 파쓰리에서 그냥 한 번에 넣으면, 알바트로스라고 
하고, 홀인원이라고도 해요. 그냥 거의 다 홀인원이라고 하죠. 
R: 와, 전문가네.
P: 이런 건 뭐 금방 배우죠. 해야 할 일이니까...[C2]

P: 캐디를 하려면 일단 이건 해야 해요. 이 거리에 맞게 몇 번 아
이언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250m가 나왔는데, 바람이 별로 안 
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이 쪽으로 불면 다 계산한 다음에 아, 
250m 남았으니까 해저드 지역이 없다, 우드 준 다음에 우드로 치
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5]

R: 치고 나서 인제, 가만히 있으면, 옆에 캐디가 바람이 이렇게 불
고‥
P: 네. 어디로 슬라이스 주세요‥ 이런 거.
R: 아, 캐디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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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도적인 진로 개척

직업위탁교육 학생들은 실습을 중심으로 해당하는 직업과 관련된 지식

과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된다. 직

업위탁교육이 끝나는 시기에는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선택,

예를 들어 대학을 가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태민의 경우 요리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고 성취감도 있는 경험이었지

만,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호텔의 조식당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로 요리사라는 직업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괜찮을 것일까라는 진로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직업위탁교육의 과정에서 요리사로서 괜찮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라

는 진로도 고려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높은 대학 희망률(신희경, 김우영, 2005)을

토대로 판단컨대, 직업위탁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태민의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

은 9월부터 시작되어 직업위탁교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으며,

2월에 전문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되었다. 김지훈은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항공 정비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학

생들에 비해 취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직업학교에서 항공 정비와 드

론을 배우면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적당하게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사

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데 관심이 많아

P: 네, 그렇다면 18홀이 있잖아요, 27홀도 있고? 그런 걸 다 외워
야 해요. 
R: 아, 홀을 다 외워야 돼?
P: 네. 그래서 캐디는 일반 회원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야 돼요. 
다 봐야 되니까‥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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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더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위탁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로에 대해

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정호는 직업위탁교육을 받으

면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경력이 오

히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배우고 있는 골프서비

스 쪽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무엇을 하고 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골프 캐디는 오

래 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박정호는 캐디 일이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중에 있다.

학생들은 노동 경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선택의 상황

에 처하게 된다. 이태민은 요리를 하면서 요리가 나에게 맞는지를 생각

하고 있고, 김지훈도 항공 정비를 할지, 드론과 관련된 일을 할지 고민한

다. 박정호도 골프 관련 일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일을 찾아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학

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

다. 이것은 직업위탁학교에서 배운 기술이나 자격증이 다가 올 미래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지,

나의 적성에 맞을 것인지 등에 대해 성찰해보고 본인의 미래의 이야기를

스스로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중등학교의 진로 교

육은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입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Andrews, 2011; Patton, 2005). 또한 대학 진학이 학생

의 현재와 미래의 직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진로 교육은 대학과

학과 선택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직업위탁학교에서의 교육은 이와

같이 학생의 흥미, 적성 등을 직업에 맞추는 매칭 모델(matching model)

에 근거한 진로 교육과 매우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진로 교육 모

델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34). 그러나 직업위탁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

34) 매칭모델에 근거한 진로 교육은 세계를 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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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에 필요한 노동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학생들이 특정한 직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된 노동 경험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주도적인 진로 개척

날과 같은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Donalson, 2008),

이태민

P: 요리는 힘들다. 내 길이 아니구나. 그냥 아빠 말 대로 호텔
에서 일할까. 이런 생각도 엄청 했어요(웃음). [A5]

P: 이게 그냥 평범한 식당은 안 그러는데. 근데 그런 데는 거
의 알바 쓰잖아요. 정직원이 아니라. 정직원은 거의 호텔 뷔페
나 아니면 진짜 레스토랑 같은 곳 가야 되는, 그런 데는…
R: 힘들어?
P: 네. 안 돼도 4년제는 나와야 해요.
R: 아, 그래? 요리도 4년제가 있어?
P: 네. 뭐 ㅇㅇ대 호조과(호텔조리과) 있죠. [A7]

P: 기승전 4년제에요.
R: 전문대 나오면 안 되나? 전문대 요리 엄청 많잖아.
P: 네, 많죠. 
R: 거기 나오면 또 정해진 데만 취업 되나?
P: 그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고졸보다는 낫죠. 
R: 그럼 고졸로 요리하면 결국은 그냥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파트
타임 하다가?
P: 그렇죠. 아니면 동네 짜장면 팔거나 그런거. [A8]

P: 여기(직업위탁학교) 나와가지고 막, 4년제나 연결되고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없어가지고 또 알아보고 해야죠.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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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진로가 걱정이에요.
R: 진로가 걱정이야?
---(중략)---
P: 확실히 진짜 평범한 월급쟁이가 나을 것 같아요.
R: 그래? 평범한 월급쟁이 되기 쉽지 않잖아.
P: (웃음) 그쵸.
R: 어. 요리도 쉽지 않아. 고민의 시기네?
P: 그쵸. 엄청 머리 아파요...
R: 고등학교 때 고민해야 할 걸 지금?
P: 고등학교 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R: 응.(웃음) 고등학교 때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지?
P: 저는 그 때...아무 생각이... [A6]

김지훈

R: ㅇㅇ고등학교에 있을 때 보다 엄청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네? 
P: 네...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열심히 해야죠. [B1]

P: 예, 근데 제가 지금 진로를 항공 정비말고 드론 쪽으로 갈까‥ 
또 생각을 ‥ [B3]

P: 항공정비도 하고 드론도 하고 하다 보니 먹고 사는 데는 꼭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다른 길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냥 이거 열심히 해서 하면 취업도 하고 제가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거.. [B4]

P: (드론 자격증)1급까지 따면 민간자격증 나와요.
R: 민간자격증은 네가 이제 뭐…
P: 그걸로 이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가르칠 수 있
어요...나중에 그거까지 가야죠. [B4]

P: 여기 졸업하면 전문대나, 가능하면 전문대 쪽으로 하고, 안되
면 그냥 직업학교 쪽으로라도 가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취업
하려고요. 항공 쪽으로 계속 할 것 같기는 해요.  [B6]

P: 네. 근데 그거 가지곤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자격증은 보니
까 총 세 개 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따도 기사자격증이나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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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것저것 더 따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업학교를 대
학교는, 직업학교를 더 가야 하는 것 같던데.
R: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직업학교들?
P: 네. 아세아나 항공 있거든요, 그런 데를 또 가야 할 것 같아요.
R: 그런 데는 기사자격증 같은 것 준비하나?
P: 네. 거기에서 또 이제 2년, 4년 선택해서 기사자격증이나 이것
저것 따가지고‥ 제가 뭐 항공사를 가거나 농업 그 쪽으로 가든‥ 
다양하게. [B7]

P: 네. 필수고 이제 기사자격증이랑 누가‥ 군대 안 갔는데 누가 
뽑아주겠어요.
R: 군대 갔다 와야겠네?
P: 네.
R: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군대를 갔다 와서 자격증 따고 갔다
와야하나? 
P: 자격증, 필수적인 건 다 따고‥ 군대 가면 거기에서 경력이 쌓
이는 게 있어요.
R: 아 그래? 어떤 경력이 된다는 거야? 항공 정비 관련해서?
P: 네. 정비 관련해서‥ 2년 하면 같이 경력이 쌓여요. 그것도 자
격증으로 포함돼서 스펙으로 되고 군대 갔다오고나서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딴 다음에.
R: 그러면, 공군 이쪽으로 가야하는 건가? 그래야 스펙이 된다는 
건가?
P: 네.  [B7]

박정호

R: 골프 쪽은 대학은 안 가도 괜찮나?
P: 여기(직업학교) 있어보니까 공부해서 대학 간다고 취직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더 좋은데 가는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좀 
했어요. 
R: 그래? 왜?
P: 그게 보이더라고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경력 쌓고 하면 
먼저 위로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그런 사람들 보니
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나오면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겠구나..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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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재미있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
고 싶은 일 찾고 그거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 하고..나중에도 재미있으면 계속 하겠지만, 
다른 거 찾아보고 그럴려고요..  [C5]

P: 보니까 12월에 스크린골프장에 실습을 나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약간, 학교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있던 애들 
위주로....지금 보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서..저는 나갈 
것 같기는 해요. 1월에는 실제로 골프장에 가서 실습을 한다고 하
는데. [C5]

P:......캐디는 거의 여자들만 쓸려고 해서., 남자는 300명 중 1명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더 안할려고, 앞으로 해
도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죠. 
[C5]

P: 일단 지금 취업했으니까 여기서 경력 좀 쌓고, 집안 사정이 좀 
나아질때까지 계속 해야될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면 이거 계속할
지, 아니면 다른 일 할지...좀 고민하고.. [C6]

P: ......(캐디 일을) 많이 뛰면 좋은 거예요. 한 번 해줄 때마다 12
만원을 벌어요. 한 게임에. 게다가 거기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따로 주는 팁 같은 게 있거든요, 또? 팁을 주면 더 좋고‥
R: 음 그래. 그럼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벌면 수입이 꽤 괜찮겠네?
P: 네, 그래서 하루에 못 벌어도 12만원이거든요?
R: 한 번 하면 12만원이니까?
P: 네. 그래서 한 달 하면‥ 
R: 한 250- 300정도 되겠네. 
P: 네, 연봉이 3000에서‥ [C5] 

P: 그런데 저는, 아직 하고 싶은걸 정확히 못 정해서… 일단 그걸
로 돈을 좀 벌어 놓은 다음에, 할 수 있으면, 
R: 몇 년 벌면 꽤 모을텐데?
P: 네. 돈을 벌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찾아야죠.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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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계성의 질적인 변화

직업위탁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층 아비투스를 가진 학생

들이 선택하여 모인 장소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라는 목

표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

호작용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의 중심에는 학업 성취도와 대학이 있다.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도 성적과 대학이 중요한 대화 주제이며,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큰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대화가 단절되기 쉽다. 이

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사들과의 관계

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다.

이에 비해 직업위탁학교에서 학생들은 취업 또는 전문대 진학 등과 같

이 곧 다가오게 될 직업위탁학교 졸업 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

누기도 하고, 노동 경험에 대한 대화를 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도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진로 상담을 받지 못했지만, 직

업위탁학교에서는 진로 상담이 곧 취업 상담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상담

을 원하고, 교사들과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피상적이고 단순

하던 관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질적인 변화

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질적인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진로를

매개로 한 관계성의 형성이다. 자신의 진로를 매개로 관계가 형성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대화의 한 가운데 자

신을 위치시킬 수 있게 된다. 대학과 전공이 아닌 나와 나의 미래를 주

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는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한 닫힌 대

화가 아닌,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열린 대화가 이루어진

다.

이태민은 친구들과 요리를 만들면서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전 학교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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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기도 하였다. 김지훈은 드론 선생님으로부터 드론과 관련된 진로에 대

해서 조언을 들으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친구의 진

로 선택 과정을 보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

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

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친구들과의 상호

작용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박정호도 직업위탁학교의 친구들과 취

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선생님들과도

골프나 취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표 14] 관계성의 질적인 변화

이태민

P: 예.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들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시간도 잘 가고. 요리 좀 만들고 이야기 하고 하다
보면 금방 점심시간 되고. [A2]

R: 같은 거 하는 애들이랑 있다 보면 앞으로 뭐할까,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나?
P: 가끔...뭐랄까, 앞으로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
아요. 아무래도 여기 모인 애들이, 그, 자격증이나 취업 이런거. 대
학 안가고 그런 애들이 모인거니까 당장 이거 졸업하면 뭐하고 살
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A6]

김지훈

P: 드론 선생님이, 드론 쪽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 괜찮다고....본
인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 좀 있고 그렇다고.... [B5]

P: ㅇㅇ이가 지금 다 포기하고 아, 포기하기보다는 드론 쪽으로 올
인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저랑 같은 항공 정비로 들어왔는데 
방과 후로 드론 날리다가 그 선생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
것만 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도 살짝, 드론 쪽이 괜찮나..이런 
생각을.. [B3]

P: 아, 드론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날리는 거예요.
R: 아, 아무생각 없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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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직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회화는 소비나 저축과 같은 개

념 형성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화와 차이가 있다. 돈을 쓰는 행위 또는

저축하는 행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희소성을 이해하는 행위는 사회화

P: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R: 아무 생각 없이, 다?
P: 그래서 전 더 답답하죠.
R: 넌 날리는 건 재미는 있는데?
P: 네.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안 보고‥ 당장 일을 보니까‥ [B3]

박정호

P: ㅇㅇ고등학교 있을 때보다 여기 애들이랑 더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R: 애들이 더 착한가? 
P: 여기(ㅇㅇ고등학교) 애들도 착하죠. 근데, 아무래도 취업 같은 
거 좀 이야기하고 그러다보니까....그리고 직업 애들이 잘 놀고 웃
기는 애들도 많거든요. 다 같이 공부도 안하고(웃음). 그러다보니 
금방 친해지고....
R: 다닐 맛이 났겠다.
P: 그쵸. 학교가 재미있었어요. 여기(ㅇㅇ고등학교)도 나쁘지는 않
았는데...직업학교 애들이 더 친근한 느낌. [C5]

P: 직업학교에서는 나름 모범생이어서, 모범생 중 한 명이었거든요
(웃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
어요. 골프도 그렇고, 취업이나 그런 것도...그러니까 저도 잘 하게 
되고..그래서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C5]

P: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애들이 캐디할려고 (직업)학교다니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냥 공부하는 
게 싫어서 다닌다고...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애들이 거의 다
라고 봐도 되죠. 저희 반에서도 5명?4명? 그 정도만 학교 제대로 
나오고 있고.. 캐디 쪽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그 정도라고 봐야
죠....[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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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배우면서 동시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부

모님이 소비하고 저축하는 과정을 보고, 본인도 주어진 용돈을 소비와

저축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과 직업에 대한 것은 간접

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학생과 노동이라는 개념 사이에는 개념

을 매개하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있다. 부모님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노동을 하거나 직업

을 가지기는 사실 상 어렵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들은 노동이나 직업에 대해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교사

인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은 교사의 노동 수준, 소득, 안정성 등에 대해

파악하고 직업으로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

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며, 각종

업무를 맡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이러한 추정만으로 알기 힘들

다. 나의 적성과 흥미에 교직이 적합한 줄 알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전

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

참여자들의 노동 경험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의 노동 경험은 그들을 둘러싼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본인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노동과

직업이 자신의 일로 다가오게 된다. 노동을 직접 해보면서 그러한 노동

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부모님들과 직업 세계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노동 경험

의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고 의미 없어 보이던 일상의 조각들이

재배열되면서 의미 있는 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의미 있게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방

식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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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실습경험과 아비투스의 변화

(1) 아비투스의 변화 과정

아비투스는 지속적인 경험에 의한 관점의 재구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틀로서(Horvat and Davis, 2011) 이를 활용하여 경험에

의한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아비투스 개념을 만든 부르

디외는 아비투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evolve)35)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진화는 새로운 경험이 아비투스로 들어오면서 발생한다고 한 바

있다(Bourdieu, 1977).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직업위탁교육에서의 노동

경험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

를 통해 진로와 노동, 직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형성시키거나 변화시

키는 기제가 된다. 새로운 요인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아비투스와 만

나면서 변화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5] 아비투스의 변화 과정

학생들의 아비투스는 가족, 학교, 아르바이트 외에도 또래, 지역사회,

경제적 상황 등에 의해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천천히 구성되고,

35) 여기서 진화(evolve)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향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

이고 바뀌어간다는 의미이다(Maton, 2014).



- 210 -

학생들이 구성해나가기도 한다.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직업위

탁학교에서 본인이 선택한 진로와 관련된 노동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

한 노동 경험은 기존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준다. 아비투스는 눈에 보이

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다. 아비투스 자체를 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며, 행위에서 드러난 아비투스적 결과를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한 구조들 속에서 행위 기저에 깔린 아비투스가 무엇인지를 파

악하고, 그 아비투스의 구조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김영화, 2012).

Maton(2008)은 아비투스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른 아비투스 구조들이 아닌, 어떤 특정한 아비투스의 구조가 여

기서 작동되고 있는가? 연구자는 언제 아비투스가 다양하게 바뀌

는지, 또는 그대로 유지되는 중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Maton, 2008: 71)

경험적 연구에서 아비투스를 적용할 때에는 아비투스의 변화 또는 유

지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 변화는 단

순한 연속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타협해가는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Lareau and Hovart, 1999: 38). 따라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행위의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비교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노동 경험이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토대로 그들의 아비투스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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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태민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체계의 변화 과정

이태민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아비투스 속에서 노동은 힘든 것이고,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하며, 고통 받는 정도에 비해 대가가 적은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일인 직업은 고통을 감

내하고 시간을 투입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

었다.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하층에 속하게 되

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

었다. 이후 직업위탁학교에서 요리 실습을 통해 노동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 경험은 이태민의 아비투스가 일정한 변화를 맞이하

는 계기가 되었다. 거의 매일 요리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태민은 노동

에서 재미를 찾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과 흥미를 지으면서 이전에 가지

고 있었던 ‘노동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 이태민은 하루 종일 요리를 만드는 일을 하였지만 시간은 빠르

게 간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을 때 주로 잠을 자고

하교할 시간만 기다린 것에 비하면 상당한 인식의 전환이 발생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노동과 직업에 대한 흥미가 없던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고민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리라는 노동 경험을 하

면서 노동과 진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졸업 후

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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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김지훈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체계의 변화 과정

김지훈이 가지고 있었던 아비투스에서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는

것이고, 노동 역시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힘든 행위로 인식되고 있

었다. 또한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적게 버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과 직업으로부터 소득이 아닌 다

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하층의 아비투

스를 가지고 있었던 김지훈은 학교의 수업이나 교육 활동으로부터 기대

하는 바가 없었고,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후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여 항공 정비를 배우면서 김지훈은 노동을 하

는 것은 힘들지만 재미있고 보람찬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드론을 가르친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노동에

서 의미를 찾았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직업

위탁학교에서의 노동 경험으로부터 노동의 재미, 직업의 중요성 등에 대

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김지훈은 항공 쪽으로 본인의 진로를

확정지었다. 직업위탁교육이 상당 부분 끝나가던 10월경에 김지훈은 항

공과 관련된 대학을 가야할지, 학교를 가야할지, 취업을 해야 할 지에 대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본인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213 -

[그림 18] 박정호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체계의 변화 과정

박정호는 노동 및 직업과 관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서 아비투스가 형성되었는데, 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과정에서 더욱 힘들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호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본 적은 없었고, 막연하게 운동과 관련

한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학교 졸업 직전에 운동

을 그만두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업 면에서 아무런 기대를 하

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진지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논의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직업위탁학교에서 골프를

배우면서 노동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재미와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골프 서비스 계열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단순하게 노동을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박정호

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진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골프를 배우면서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을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노동과 직업세계로의 통합, 자존감과 자기 주도성 발달(Inclusion,

Self-esteem and self-direc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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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습경험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노동과 직업세계에

대한 아비투스의 변화를 중심으로 범주화하면 표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표 15] 노동실습경험과 아비투스의 변화 양상

노동실습경험의 의미 아비투스의 변화

노동에서 흥미 찾기 ➜

노동과 직업세계로의

통합

(inclusion)

성취감과 자신감

➜
자존감

(self-esteem)
전문성의 형성

주도적 진로 찾기

➜
자기주도성

(self-directedness)
관계성의 질적인 변화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실습경험을 통해 노동과 직업세계에 통합

(inclusion) 되었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개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

의 일부로서 진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Barnes,

Bassot and Chant, 2011), 학생들이 그 동안 자신들의 삶과 관계가 없다

고 여겼던 노동과 직업의 문제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노동실습을 경험하기 이전에 학생들은 노동과 직업과 관련

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획득하였다. 부모님 또는 학교를 매개로 하여

노동과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

동을 하는 주체가 실제 노동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소득 외

에 노동이 주는 만족 등과 같은 본질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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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노동은 힘든 것이며, 직업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

식을 가지게 되었고, 본인의 흥미, 적성 등과 상관없이 안정성과 편안함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실습의 과

정에서 ‘흥미와 재미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는 것은 노동과 직업의 세계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직업 참여할 수는 없는 관찰의 대상이었던 노동

과 직업의 세계가 실습을 통해 자신의 삶의 세계와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습의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노동과 직업의 세계

속에 통합되어 자아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통합과 진로와 관련

된 자기인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과 직업이 나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노동실습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특정 분야에 대

한 일정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자존감

(self-esteem)의 형성 또는 강화와 관련이 있다. 자존감은 내적 기준이나

기대와 비교하여 능력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적인 태도나(Rosenberg, 1965), 자신의 가치 또는 능력에 대한 태도나

평가 등을 의미하며(Harter, 1983) 긍정적 자기개념이라고도 불린다

(Osipow, 1983). 이러한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 유용성, 능력에 대한 느

낌을 포함하고 있다(강윤석, 2004).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연구

참여자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고 학업 성취도도 낮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를 성취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없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

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본인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은 이러한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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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왔다. 매일 조금씩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이 만들어 낸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타인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감정을

통해 자존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실습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노동 및 직업과 관련하여 자기

주도성36)(self-directedness)을 가지는데 기여하였다. 자기주도성은 자신

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통제하고 검토하는

활동이다(Garrison, 1997).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주도성의 강화는

학생들이 노동실습의 과정에서 스스로 현재의 전공이 자신에게 맞는지,

관련된 직업들의 전망은 어떠한지, 또는 유사한 다른 직업은 어떠한지

등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업 탐색의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진로와 관련한 유의미

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도 자기주도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내 진로는 내가 개척한다.’라는 측면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와 답하기를 반복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실습경험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길은

괜찮은 길인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대답하며, 때로는 답을 찾기 위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자

신의 진로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과정이다.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교사에게 진로를 물으

며,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의 관계를 맺지만, 이것들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 진로 내러

36)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시작하고 주체가 되

어 이끌어 나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수행이 포함된 상황에서 행동을 시작시키

는 동기유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대표적인 수행 상황이 학습상황이

므로 자기주도성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김아영, 2014: 599-600). 본 연구에서는 직업위탁학교 학생들이 진

로를 찾아나가는 것을 중요한 수행 상황이라고 보고 자기주도성이라는 개념

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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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모든 것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자기주도성은 타인의 감시 없이도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 또

는 관리하는 자기조절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Boekaerts &

Corono, 2005), 노동실습을 통해 누군가의 지도나 관리 없이 자신을 평

가하고, 정보들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아비투스의 생성적 재구성(generative reformation) : 관계 속에서

의 성장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을 통해 노동과 직

업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통합된 세계

속에서 전공 영역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

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나

갈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노동실습경험을 통한 노동

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체계로서의 아비투스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였

다. 학생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발견한 변화는 학생들이 가진 모든 것의

인식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는 움직임과 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 시간에

갑작스럽고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비투스

로부터 조금씩 바뀌거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들이 실습의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다는 것은

이전과 달리 노동이 재미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힘들

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안에는 흥미를 끄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위 사람들과 관계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에서 진

로를 매개로 하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추가되거나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비투스의 변화는 주체인 학생들과 실습 경험을 포함

하는 학생을 둘러싼 구조와의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주고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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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정리하자면, 학생들의 노동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의 변화는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작용과 형성되기, 그리고 기존의 성향과의 차이라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아비투스의 생성적 재구

성(generative re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비투스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르디외는 creative inven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

변화를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

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비투스가 변화한다고 보았다(Grenfell,

2014). Horvat과 Davis(2011)는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정 프

로그램이 학생들의 아비투스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러한 변화가 사

회 이동(social mobility)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

에서 그들은 아비투스가 연속적인 재구성(continual reformation)을 보여

주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아비투스의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실습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경험’과 ‘생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을 실습이라는 형태로 직

업위탁학교라는 공간에서 경험하였고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체계에

받았지만, 이후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아비투스는 그 자체만으로 학

생들에게 어떤 실천(practice)를 일으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르디외는

실천은 아비투스와 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Bourdieu,

1993).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특정한 장

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자가 얻은 ‘영속적이며 변화가 가능한 성향의 체

계’로 정의하고 있다(Bourdieu, 1979). 아비투스는 개인의 습관과 달리

반복적이지만 행위자와 사회의 장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성회, 2013: 155). 따라서 아비투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분리

해서 생각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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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길들이기의 관계이다 : 장은 아비투스를 구조화한다. 다

른 한 편으로, 지식과 인지적 구성의 관계이다. 아비투스는 장이 

의미 있는 세계가 되는데 기여한다. 

(Bourdieu and Wacquant, 1992: 127)

학생들은 교육장의 공간인 학교에 있지만, 경제, 정치, 사회에 존재하

는 장들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움

직이면서 변화하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에서는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학생들 삶의 지속적

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변화와 재구성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경험과 시간, 그리고 상호작용은 듀이가 주장한 경험의 중요

성과도 맞닿아 있다(Dewey, 1938; Neill, 2008). 또한 경험을 통한 학습은

개인적 성장과 함께 사회에 적응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

서(Stephen Billett, 2009), 노동실습경험은 학생들이 몸담게 될 직업 사

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시작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실

제적인 노동실습경험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인식 체계의 변화의 시

작이라는 점에서 방아쇠(trigger)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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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이태민의 노동실습경험과 아비투스의 생성적 재구성

이태민은 중학교 시절 요리와 관련된 진로를 선택한 형으로부터 영향

을 받아 요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태민 개인의 흥미나 특성, 가치관

과 요리의 세계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형성된 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학업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진로를 그려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안적인 선택에 가깝다. 이태민도 ‘생각해 본 직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A8]’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위탁교육 과정에서 요리실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태민

자신과 요리를 연결 짓기 시작했다. 요리를 하면서 요리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고, 하고 싶은 일이 되면서 요리하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

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가게를 차리는 것’, ‘작은 가게에

서 요리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

게 되었는데, 이것은 진로가 구체화되면서 요리사라는 직업이 이태민에

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리와 관련된 직업이 의

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태민은 요리사라는 지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요리를 하면 얼마를 버는지, 어디서 일



- 221 -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직업생활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진로 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이라고 볼 수 있다(Jordaan, 1964). 진로탐색행동에는 탐색활

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려는 태도와 탐색 역량의 향상을 포함하는데

(Bluestein and Flum. 2000), 이태민이 요리와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습

득하려고 하고, 친구들이나 교사,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은 진로탐색행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위

탁교육을 받기 전까지의 이태민은 자신의 흥미, 특기 등에 대해 생각하

는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았고, 학교생활과 자신의 진로에 관심이 없었

지만 요리 실습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과 직업에 대해 알

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가?’, ‘이 일은 나에게 맞는가?’, ‘미래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기 이해의 과정이면서 자기 개념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태민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게 된다. 식당에서 했던 노동 경험

은 실습과 달리 소득을 획득하는 실제적 노동 경험으로서, 소득의 대가

로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실습에 비해 교육적 의미가

없는 돈벌기의 과정이다. 하지만 이태민의 식당 아르아비트는 일반적인

돈벌기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식당에서 너무 힘든 경험을 한 이태민

은 요리라는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이태민은 여름방

학 이후의 요리 실습에 대해 ‘요리 자체가 힘들다기 보다는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중략...빠른 포기가 답일 수도 있다.[A8]’라고 이야기하

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태민은 다시 새로운 진로를 탐색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직업학교를 그만

두고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진로에 대해서 문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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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직업교육 막바지에 졸업이 다가오면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3년 동안 자신의 진로라고

생각해왔던 요리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일종의 진로 상실 또는

미결정 상태로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

로 다른 진로를 탐색하려고 하고, 동시에 요리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요

리와 관련된 대학 정보, 졸업 후 취업)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진로 선

택을 위한 준비 수준은 직업위탁교육 이전에 비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고 할 수 있다.

진로 탐색과 의사 결정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일

정한 진로 또는 직업으로 수렴된다. 특정한 직업을 가지게 된 후, 다시

진로 탐색과 의사 결정이 반복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어떤 직업과 관련된

것들로 수렴된다. 이태민의 경우 요리에 수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한 발산적 탐색을 시작하였다. 이는 새로운 진로 찾

기의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태민이 다시 진로탐색의 단계로 되돌

아가게 된 것은, 이태민이 자기 자신과 직업을 모두 탐색해야 했기 때문

이다. 이태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듯이, 그는 자기의 적성이나 흥미

를 잘 모르고 있으며,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자신과

직업 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만나서 직업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가

기도 한다. 결국 ‘나’와 ‘직업’은 만나고 멀어지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진로 내러티브(career narrative) 구성의 과정이다. 직업위탁학교에

서의 노동실습경험은 이태민이 진로 내러티브를 써 내려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사건(event)이지만, 이태민의 삶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경험이

다37). 이러한 사건과 내러티브들은 이태민의 진로와 관련된 삶의 이야기

37) 내러티브는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된 사건들을 열거한 것이며, 선형적으로 구성된

사건들이 이야기(story)가 된다(Cohan and Shires, 1988; Abbott, 2002; Kim, 2016에

서 재인용). 내러티브와 관련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조직하면 이야기가 된다. 이

야기는 삶과 관련된 경험의 전체를 묘사하며, 내러티브는 삶과 관련된 경험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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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림 20] 김지훈의 노동실습경험과 아비투스의 생성적 재구성

직업위탁학교에서 항공정비 실습을 하면서 김지훈은 전공에 대한 흥미

가 생겼으며, 직업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직업위탁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했으며, 하나

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과 후로 드론

반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직업위탁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열심히 배웠

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방과 후를 김지훈이 수강했다는 것은 항

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지훈은 그 이전의 학창생활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진로에 대한 의식 형성과 직업적인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김지훈은 항공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 더욱 적극적

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김지훈의 행동은 직업과 관련된 환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야기는 내러티브보다 더 큰 범주이다 내러티

브가 이야기를 구성하며, 이야기는 내러티브에 의존한다(Kim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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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직업탐색행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드론쪽

으로 취업 전망은 어떠한가?’, ‘항공정비 쪽으로 취업하려면 무엇이 필요

한가?’와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탐색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2학기가 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김지훈의 직업 자체에 대한 탐색 과정은 더욱 활발해지고 구

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하였다. Levinson 외(1998)는 진로성숙도

(career maturity)를 개인이 진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현실적이고 일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 항공정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탐색을 하고, 이

와 관련하여 항공 관련 대학을 가야할지, 곧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상당히 현실적인 물음과 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김지훈은 진

로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은 곧

김지훈의 진로 성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진로성숙이

라는 용어를 개념화 한 Super(1955)는 진로 성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

는 요소들로 진로계획, 직업탐색,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을 제시하

고 있는데, 김지훈이 항공정비와 관련된 미래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직

업에 대해 탐구하고(드론 조종, 항공기 정비), 그러한 직업들을 얻기 위

해 필요한 과정, 자격증 등을 지속적으로 탐색(대학입학을 해야 할지, 전

문학교를 가야할지, 군대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입대 전・후로 어떠한 자

격증을 획득해야 하는지)했다는 측면에서 실습이전에 비해 진로 성숙도

가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 성숙은 진로에 대한 준비와 계획,

합리적 결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 태도와 관련되어 있고, 노동실습

경험의 과정에서 노동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체계의 변화는 노동과 직

업세계에 대해 알아가고 체화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김

지훈의 아비투스의 변화와 재구성 과정은 곧 진로 성장 및 성숙의 과정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지훈은 항공정비에 완전히 빠져들거나 반

드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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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했듯이 김지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전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흥미와 관련 짓지 않

고 직업에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고 활동적인 것을 싫어하는 김지훈이 드론 교육을 위해 러시아까

지 갔다 온 것은 본인의 성격에 맞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자신을 맞추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항공 정비는 김지훈

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지이며, 김지훈은 이러한 선택지에 자신을 맞추

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신의 흥미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면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지훈이 중학교 시절의 진로 수업에 대해 ‘흥미가 생기도록만 해주고

진로와 관련된 도움은 주지 않았다[B1]’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자

신의 흥미에 대해 알아가는 자기 탐색(self-exploration)의 과정보다는 직

업 자체에 대한 탐색(vocational exploration)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 한다38). 하지만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탐색의 주체인 자신을 완

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지훈 역시 항공정비와 관련된 직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 자신

의 체력적 조건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곧 자기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과 직업에 대한 아비투

스가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주체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약해

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구조에 매몰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38)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자기탐색(self-exploration)과 환경탐색

(environment-exploration)을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직업탐색은 환경탐색

의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Harrenm, 1979; Taveira and Moren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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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박정호의 노동실습경험과 아비투스의 생성적 재구성

진로정체성은 자신의 목표나 적성 등을 토대로 인지하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이다(London, 1983). 박정호는 다른 두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자신의 흥미와 특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

며, 장기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태권도와 유도, 그리고 헬스까지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박정호는 미래의 진로 역할을 운동 관련 직

업인으로 설정하였고, 이것은 직업위탁교육 선택이라는 진로 선택의 상

황에서 골프 서비스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또한 골프를 배

우면서 박정호의 진로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졌고, 이것은 진로 탐색의 긍

정적인 유인이 되었다39).

박정호는 골프를 배우면서 졸업 후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소득

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업위탁학교의 담당 교사와 상담을 통해 취업

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하고, ㅇㅇ고등학교에서의 담임교사와 상담하

39) ‘확실히 운동 쪽 일 것 같아요.’, ‘이쪽(골프)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거 찾아
봐야죠.[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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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진학을 하는 것이 나은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결

과 박정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 좋다는 진로

의사 결정을 하였다. 진로 선택은 자신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생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다(김정은, 2008). Harren(1979)은 진로의사결정을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 중 합리적 유형이 가장 효

과적인 유형이다.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유형을 말

하는데, 박정호의 진로의사결정은 합리적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과 대학 진학 중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모으

고, 취업에 대한 정보와 대학 진학 및 진학 후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비

교 및 평가하려고 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

학진학을 포기한 것은 박정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일반고에 있을 때 박정호는 나름대로 운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

었을 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기회도 거의 없었고,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직업위탁학교라

는 공간에서 골프 실습을 하면서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

으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직업

위탁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은 박정호가 가지고 있었던 노동과 직업과

관련된 인식 체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위탁

학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이며, 교사와 학생

들은 그러한 변화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곧 박정호

개인과 직업위탁학교라는 장의 상호작용 속에서 박정호의 아비투스가 재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노동과 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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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아비투스가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새로운 변

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며, 이 과정이 반복된다. 따라서 아비투스의 변화

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없이 독

자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직

업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의 연속적인 변화는 주체인 학생들이 진로 이야

기를 써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된

아비투스는 다시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관계는 주체와 상호

작용하는 구조로 작용하여 아비투스의 변화를 이끈다. 이러한 연속적이

고 반복적인,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내러티브를 풍부하게 하는 아비투스

의 변화는 단순히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

계로 이끄는 동인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생성적 재구성이라는 개념은 주

체와 장의 관계 속에서의 아비투스의 성장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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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

교생활과 졸업 후의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재학 중에 직업학교를 선택하여 위탁교육을 받는데, 이러한

선택 행위와 직업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필

요한 진로와 노동, 그리고 직업 교육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특

히 교과 차원에서 노동과 직업을 다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회과 경

제 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

했을까?’와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 경험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

지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상적

인 삶에서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으

로 알려져 있는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진로 선택으로서의 직업위탁학교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과

학교,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의 요인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성향

(proposition)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그들의 내러티브를 해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획득하는 부모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노동과 직업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나간다. 또한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아 학업과 그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한

다. 이태민은 공사 현장 인부에서 소장, 그리고 호텔 경영자로 직업을 옮

겨 다닌 아버지를 보면서 노동은 힘든 것이며, 책임질 일이 많아지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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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늘어나지만 스트레스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

적 요인과 이태민의 개인적인 특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아버지처럼 사업

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 벌고 싶다.’와 같은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일종의 판단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김지훈은 부모님이 옷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매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그리고 부

모님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노동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힘든 행위이며, 직

장에서는 돈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

한 가족 요인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김지훈의 성격이 더해지면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돈은 조금 벌더라도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와 같은 노동과 직업에 대한 성향이 형성되었다. 박정호는 어머니가 소

규모 의류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폐업하는 단계까지 모두 지켜보면

서 노동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의 중

요성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박정호는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과 같

은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였고,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공부에

열중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등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문화 자본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는 대학 졸업장40)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

들이 가진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에 비해 대학진학을 위해 필

요한 전략과 정보의 탐색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기’만을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의 꿈과 진

40) 부르디외에 따르면 대학졸업장은 교육 자본으로서 제도화 된 문화 자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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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희망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날 입시 체제에서 진로와 대학 진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공부하고 자녀들과 논의할 여

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공부를 하는 것

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학교 공부와 미래의 관계는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무작정 공부를 해야 하

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었을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중요한 목표 중 한 가지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다.

대학 진학에는 성적과 상장,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학교 활동의

양과 질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중 학업 성적이 가장 중요

하면서 영향력이 크므로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가

이루어진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에 이미 학업에 대한 흥미

를 잃은 상태였고 성적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에 진학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하위권 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대학 진

학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진학 상담이 학생들의

진로 상담의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위권 집단

학생들의 진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 성적도 낮고 진로에 대

한 상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위권 집단 학생들은 학교 수업

에서 직 간접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를 겪게 되고, 이는 학교생활 전반

에 걸친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태민은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였고,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면서 인문계 고

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학업에 대한 동기와 의지, 그리고 학습 습관

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낮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

여주었다. 수업 시간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서 거의 잠을 자고,

학교생활에서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으며 하교 후에도 PC게임에 몰두

하였다. 김지훈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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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과외에 시간을 투입했으나, 중학교 시절에 이미 학업을 포기한 상

태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줄 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태민과 마찬

가지로 수업 시간에는 거의 잠을 잤으며,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하교 시

간만을 기다렸다. 박정호는 중학교 때 유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학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유도를 그만두면서 진로의 방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중학교 단계에

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는 거의 잠을 자

거나 다른 행동을 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했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와 장(field) 개념을 활용하면 주체와 구

조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학생들의 성향과, 성적을 중심으로 집

단을 구분하는 학교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비투스

와 장은 부르디외가 계급과 재생산,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

정에서 만든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하위

권 집단이 가지는 계급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학교라는 장에

서 학생들은 성적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경쟁의 결과는 곧 상위

권, 중위권, 하위권과 같은 일종의 계층 또는 계급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본 연구 참여 학생들과 같이 학교에서의 경쟁에 불리한 성향, 즉

아비투스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하위권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연구 참여 학생들은 하위 집단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무기력하

게 졸업한 것이 아니라 직업위탁교육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이 학생들의 직업위탁교육 선택 행위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진

로 구성행위라고 보았으며, 새로운 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적극적 이탈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직업위탁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수업이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실습은 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는 최초의 노동 경험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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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실습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노동과 직업,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노동

에서 재미를 발견하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기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에 대해 알아보

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과 진로를 매개로 하는 의미 있는 상호작

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아

비투스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일

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것,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님들의

노동 경험을 학생들이 부모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한 결과물이다. 그

러나 학생들은 직접 노동을 해보면서 노동 그 자체에 의미와 가치, 성취

감, 보람과 같은 의미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 경험의 과

정에서 ‘이 일은 나의 적성에 맞는가?’, ‘이 분야로 계속 나아가야 할까?’,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와 같은 생각을 지속적이고 반

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

고 반성하고 개척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주체적

으로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이

야기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진로 선택 행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며, 교

사들에게 다양한 길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로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과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상호작용

의 질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실습경험의 의

미를 ‘노동과 직업세계로의 통합(inclusion), 자존감(self-esteem)의 향상,

그리고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로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

습을 통해 스스로를 노동과 직업의 세계에 편입시켰으며, 이 세계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되

었다. 이를 토대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되

었다.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실습경험은 학생이 몸담고 있는 세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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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실제 세계가 변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

인 경험을 통해 내가 세상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양상 자체가 변화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과 경쟁의 결과인 계급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나와 나의 미래만 고민하면 되는 다른 형태의 장(직업위탁학교)

에서 노동 경험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이러한 성장의 양

상을 ‘아비투스의 생성적 재구성(generative reformation)’이라는 개념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성향 체계인 아비투스는 구조적 요인 없

이 혼자서 형성되고 존재할 수 없다. 구조적 요인인 학교라는 장에서 학

생들의 아비투스는 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따라서

아비투스가 생성된다는 것은 학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직업위탁학교의 노동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아비투스가 성

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아비투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성적인 상호작용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는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불평등한 공간이 아니라 계급

이 없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과 직업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거나, 본인의 진로를 찾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진로 상담에 대한

최근의 이론은 성격보다는 정체성, 성숙도보다는 적응도, 결정력보다는

지향성, 그리고 점수보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Savickas, 2012: 90).

이것은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변화하는 진로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도 직업위탁교육을 통해 본인의 진

로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며, 노동실습경험은 그러한 고

민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또는 안내자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아비

투스의 생성적 재구성의 핵심은 실제적인 경험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노동과 진로, 직업에 대한 고민이 연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235 -

2. 시사점 및 한계

1) 이론적 함의

(1) 경제교육과 노동

본 연구를 통해 경제교육에서 노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었다. 경제교육에서 노동문제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

고는 있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학교 교육 자체에서 노동을 소

홀하게 다루어왔다. 이로 인해 개인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노동 교육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

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교육의 한 가지 방향성을 제

시한다. 노동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실습이라는 노동 경험의 의미에 집중하였다. 실습이라는 노동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한 변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등을 알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를 면밀하게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경험

은 학생들이 노동과 직업, 그리고 진로의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유기적

으로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과 직업

의 세계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위탁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고에 계속 있었다

면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졸업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위탁학교에서의 실습 경험은 진로 정체성, 진로

성숙, 주도적 진로 구성 등과 같은 삶의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실습경험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진로의 길을 열어주

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실습을 통해 이태민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아

닌 다른 길을 찾아보게 되었고, 김지훈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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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실적인 탐색을 시작하였다. 박정호에게 골프 실습은 운동이라는 자

신의 궁극적인 진로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에서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진로 중심의 경제교육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 내용 중심의 경제교육과 다른 진로가 중심이

되는 경제교육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경제학은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어떤 질서를 찾고 그것들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배열하기 위해 이론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개별적인 사실들은 사물의 단편적인 이해만 가능하게 할 뿐이라

고 본다(이준구, 2013). 따라서 현실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

하기 위해 가정과 그러한 가정들로부터 도출된 명제를 중시하며 이론의

일반성을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적거나 현실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 무시해도 되는 요소들은 ‘가정’을 통해 그 의미가 축소된다. 시장이나

국민 경제를 설명할 때에는 이러한 가정들이 상당히 유용하며, 현실 설

명력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러한 경제학의 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이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지, 노동은 어떤 것인지 등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기호, 동기 등은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이

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준구, 2013)41)

경제 교과서의 미시 영역을 보면 여가와 일을 각각 상품이라고 가정하고, 두 상

품으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을 중심으로 가계의 노동 공급을 도출한다. 이러한 노

동 공급을 도출해내는 과정에는 노동의 동기나 여가의 종류와 같은 개인적 특

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노동 수요는 기업의 노동 공급과 결합하여 노동 시장의



- 237 -

결론적으로 경제학이 다루는 영역과 무관하게 노동과 직업에 대한 논의

에서 행위 주체인 ‘나’는 빠져있고, 평균적인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가

상의 추상적인 인물만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 교육의 측면에서 진로 선

택의 문제와 직업과 노동을 다룰 때에는 개별 학생들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 학생들은 적성이나 흥미, 소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살

아온 환경이나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들도 다르다. 성적이나 학교생활 측

면에서는 유사해 보이는 연구 참여자들도 그들이 살아온 삶과 주변 환

경, 그리고 상호 작용 양상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 교육에서 직업과 노동 중심의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이 과

정에서 욕망과 기호, 동기 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진로 중심의 경제 교육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학 내용 중심의 경제 교육에서 진로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교육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학교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주어진

정보를 주던 형태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구성하는 형태

로 진로 교육의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적성

을 찾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직 간

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인

문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설치된

학과를 중심으로 진로가 설정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사한 동기나 기호를 가

진 평균적인 노동자를 가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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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과 흥미, 그리고 필요에 맞추어서 진로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노동 경험

을 하고 본인의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예측하기 힘든 변화를 거

친다. 이태민의 경우 조리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직업학교에서 조리 실

습을 하고, 호텔 조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리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였다. 김지훈은 항공 정비 쪽으로 진로를 지속할지 말지 고민하다

가 현재는 진로를 결정하여 항공 관련 학교에 진학한 상태이다. 박정호

는 골프 서비스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골프

관련 일을 지속할 것인지 다른 분야를 찾아 나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정은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정보 제공이

나 프로그램으로 특정 진로를 찾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

한 이유로 교사를 포함한 진로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가고 구성해나가는데 있어 지원 및 조력하는 역할 또는 공동 창조자

(Savickas, 2002)의 역할이어야 함을 제안한다.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 속

에서 진로 찾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진로 내러티브를 같이 써 내려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경험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본인에게 맞거나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 진로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면 되

고 후자의 경우 맞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고 다른 진로를 설정하면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은 진로를 자기 주도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선택한 순간부터 대학에 진

학하고 취업을 한 지금까지도 본인들의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진로 선택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과정이므로 학교 현장에서도 단

기간에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려고 노

력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직업 교육

의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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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

은 교육을 통해 직업과 일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Young,

1993; Lewis, 1998; 소경희, 2008).

그러나 현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중요한 목표 중 한 가지는 대학

진학이기 때문에 직업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대학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에 대

한 책임만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대

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학은 직업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

면 노동과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시기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모

든 고등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었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경제수업에서 학생들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수업에 대한 하

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경제 수업에서는 경제학 지식과 이론을 효율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사의 강의가 중심이 되어왔다. 학생들의 활동은

주로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왔으며, 학생들의 구체적 경험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방향성을 가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직업위탁학교에서 노동실습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

장하며, 이를 토대로 정답이 없는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의 개념과 그것과 관련된 이론을 습득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즉, 기존 경제수업에서의 경험이

개념과 지식의 습득을 위한 도구적 목적의 경험이었다면, 본 연구의 참

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은 노동의 의미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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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 직업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해나가는 목적적인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습이라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경

제의 세계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경제수업과 경험을 통한 교육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학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학교에서의 계급적 관계를 아비투스의

차이로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 성취도

가 낮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무력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이를 가진 학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보통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좋지 않거나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성적과 학교생활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면 이 학생들은 가장 낮은 서열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학생으로 인식될 것이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아비투스를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그들의 계급적 위치는

성적이라는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계급적

위치와 무관하게 하위 집단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주목

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아니라 개인이 가진 고유한

아비투스의 차이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생각과 판단, 행

동 등을 학생들이 살아온 고유한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진학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우리나라 청소년

들은 입시위주 교육 풍토로 인해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

하거나, 명확한 목적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봉



- 241 -

환, 2001).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성적에 맞춰서 좋은 대학과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진학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진로를 찾을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직

업 세계로 이행했을 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선택하여

노동 경험을 했지만,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직업학교에서 어떻게 노동 경험을 하고 진로 선택 행위를 하는

지 제한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으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도

록 하는데 학교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방법론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경험과 인식 체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해 내

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계 속에

서 형성되는 아비투스는 주체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아비투

스가 형성되는 과정은 곧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연구 방법은 바로 내러티브 탐

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인 경험과 해석

의 틀인 아비투스, 그리고 연구 방법론으로서 내러티브 탐구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를 연결하고 공간적으로 가정과 학교, 직업위탁학교, 아르바이트 장소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노동과 인식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구

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실습이라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 체

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사람이 가진 인식 체계는 짧은 시간에

변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위탁학교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은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삶에서 일부에 불과하며,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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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내러티브 조각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위탁학교에서의 노동

실습경험은 비교적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

지는 어떤 내러티브의 시작지점이기도 하다. 이태민은 전공으로 선택했

던 요리를 포기하고 다른 전공의 전문대학을 선택했으며, 김지훈은 전공

과 관련된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를 선택했다. 박정호는 상위 교육 기관

에 입학하지 않고 곧 바로 취업했으며,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고 있다.

이처럼 이들은 진로 내러티브의 어느 지점에 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만

들어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 직업,

노동과 관련된 삶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역동적으로 그려내

려고 노력하였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연구들에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한계

학생들의 진로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

이 사라지고 오늘날의 직업은 생애에 걸쳐 여러 번 바뀔 수 있다(소경

희,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에 대한 직업 교육이 고둥학교 현

장에서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노동 경험을 한 장소인 직업위탁학교는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교육에 가

깝다. 아직까지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노동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향후 일에 대한 직업 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적합한 현장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여학생들도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였으나 면담 과정에서 직업 선택 및 경험, 해석의

과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여학생

의 경우 진로의 방향이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기대하는 직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주로 미용 예술 전공으로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은 학업성취의 정도가 낮더라도 진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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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었지만, 부모님들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남학생들과 해석 과정에

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별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향

후 여학생들의 내러티브를 보강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지만,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고 졸업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

하다42). 진로 중심의 경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 알

고, 직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과정

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수업에서 노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로 중심의

경제 수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에

게 노동과 관련된 체험을 제공하는 수업은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학제나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전까지 학생들의 주체적

진로 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수업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2) 이러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직업위탁교육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 2명을 면담하였다. 한 명은 요리사를 준

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직업위탁교육의 조리 전공은 기초부터 가르치기 때문

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른 한 명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거나 아버

지와 함께 일 할 것이기 때문에 직업위탁학교 가서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경우든 노동과 직업,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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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 and labor hold very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life of

adolescents in that they will provide their labor through their works

and lead an economic life in the future. Jobs and labor intervene in

almost every period of their life rather than being related to their life

temporarily, which raises a need for systematic preparation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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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transition to the world of jobs.

In this preparation process, it is important for them to know what

they have interest in, like and be good at. Based on such a

self-understanding, they need to answer and explore questions about

the world of labor and vocations such as "What is labor?" and "What

kind of vocation will fit me?" When students get to do something

themselves, it will help them ask and answer these questions for

themsel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practical training as a labor experience for adolescents and figure

out its implications on economic education.

Wh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careers of students with a focus

on labor and vocations, one needs to take interest in their academic

achievement. Students of lower academic achievement due to their

interest in areas other than study, lack of learning abilities, and

disinterest in study itself are less likely to advance to college

realistically and more likely to make a transition to the world of jobs

right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Career, vocational, and labor

education is more urgent and pressing for students of lower academic

achievement than students thinking of college. It is thus needed to

listen to the stories of students that give up on college and prepare

themselves to get employed due to their lower academic achievement.

In this problematic consciousness, the study examined the practical

training experiences of students that chose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and their meanings at a common academic high school. In

a commissioned vocational school, practical training is a process of

acquiring the skills of certain jobs first-hand and presents labor

experiences. Since its goal is not simply income, it offers experiences

of educational significance unlike part-time jobs. Research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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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process of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experiences at a commissioned vocational school among

students of lower academic achievement at a general high school will

help to obtain meaningful implications for economic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nd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in school. For this,

the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is the

process of the participants choosing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second, why do they choose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and what do they expect from it; and third, what meanings

do experiences of practical labor training have for the participants at

a commissioned vocational school?

These questions would be solved by listening to the participants'

stories about their reorganized career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revealing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in this narrative in specific

and detailed way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narrative inquiry

to fulfill these research objectives. A narrative inquiry is the most

appropriate methodology to figure out and understand the meanings

of human experiences and daily life. The participants include three

students that chose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in the senior

year at a general academic high school. The investigator interviewed

them and collected data from them for a year.

Their choice of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is profoundly

related to their tendencies or awareness systems formed by the

interactions between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Watching their families, they got to

be aware that labor and jobs were to earn money and hard to do.

Even though they did not think of their interest or aptitude deeply,

they thought they need to study hard for now. In this situation,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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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ed to develop interest in study and get better grades, thus being

placed in a certain group called the lower bottom at the school where

students would be lined according to grades. Pierre Bourdieu defined

a class as the group of doers of similar position, condition, tendency

and practice manifested by habitus. In this perspective, the

participants had a tendency of remaining in the lower class in school.

In this situation, they chose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as

part of their active and aggressive career choice.

In a commissioned vocational school, they got to experience

practical training in the areas they chose as their majors including

cooking, aviation maintenance and golf service. They had experiences

with practical preparations for their upcoming world of vocation by

making a dish, tasting it and having it assessed(Lee Tae-min),

receiving practical training in maintenance with the machinery related

to aviation maintenance(Kim Ji-hun), and receiving practical training

in golf at a golf course and learning a computer program for office

work(Park Jeong-ho). Through these experiences of practical labor

training, they got to realize that they could find fun even in labor

and have self-confidence, sense of achievement and professionalism of

certain level in the processes of completing a dish, doing

maintenance, and learning golf. They also got to explore jobs related

to their majors naturally in the practical training process, which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them to pioneer and choose a career for

themselves. In addition, they had experiences of having in-depth talks

about their future with people around them in the process of having

a serious contemplation and inquiry into career, labor and vocation. In

short, there were changes to their perception system of labor and

vocations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practical labor training,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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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that there were changes to the habitus they had before the

choice of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Habitus is a concept

that change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changes in an active and

aggressive manner. New experiences of labor practice at a

commissioned vocational school brought changes to the habitus of the

students, and it represented their growth related to caree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understood changes to their perception

system as the generative reformation process of their habitus. In the

field of commissioned vocational school, the participants generated a

new perception of their career, labor, and vocation through the

experiences of practical training. This generation means that their old

habitus was reformulated in a different form.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theoretical, practic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irst, the findings will make a certain

contribution to the ways that labor should be dealt with in economic

education. Since the growth of the students was observed in the

process of practical training, the provision of first-hand experiences is

considered to be a meaningful strategy in labor education; second, the

findings will offer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career-centric

economic education different from the old economic education based

on the content of economics. There is a need to have epistemology

around the subjec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s independent beings and

the situations surrounding them; third, the present study introduced a

case to demonstrate a need for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school and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roles of

schools and teachers in the process of the students pioneering and

organizing their careers themselves; and finally,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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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 that students of lower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lack

in abilities but that their habitus was not fit for school.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took interest in the desire and need of

students of lower grades and saw them as more active and

aggressive beings. Positive changes and growth can be possible in

their perception system of labor and vocational world in the process

of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students and their space, which

was defined as generative reformation in the study. There should be

specific discussions about how to deal with labor-related experiences

in economic education for the positive change of their habitus.

Keywords: economic education,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experience in labor training, perception of labor and vocation, habitus,

generative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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