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직업관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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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3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그들의 사회적 공헌도, 존경도, 청렴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대학

생들의 평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 직업의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한 ·일 양국 대학생간에는 어

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2)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 직업의 사회적 존경도 수준과 순위는 어떠

하며, 한 ·일 양국 대학생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3 ) 각 직업의 청렴도 수준에 대하여 대학

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 ·일 양국 대학생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한 ·일 대학생들간에는 각 직업에 대한 공헌도, 존경도,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직업관, 공헌도, 청렴도, 존경도.

I .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인간은 누구나 일정기간의 학교교육을 마친 후, 각자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 (김흥규,

1996 : 23)에 따라 또는 적성과 흥미, 지능과 성격, 신체적 조건과 적절한 보수 및 승진, 미래

성장가능성과 안정성 (박지병, 2000 : 31- 40)에 따라, 혹은 자신의 희망과 적성, 능력과 현실적

여건, 직무만족과 생활의 보람, 장래성 (윤대혁, 2001 : 6- 7)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직업과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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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서 재화(財貨)를 얻고 명예를 추구함은 물론 생

활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려 하면서 대개는 평생동안 그 직업과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기를 원한다.

직업은 각 개인의 삶의 방식이요, 자기 자신을 가장 극명(克明)하게 상징·대변해 주는 대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할 때, 보

통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직업을 묻게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직업을 보면 그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며, 그의 가치관과 인품 그리고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업을 통해 개인을 알 수 있듯이,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사회를 진단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이 갖는 기능과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

해(Rosenberg, 1957 ; Super, 1962 ; Motimer & Lorence, 1979 ; 이만갑, 1967 ; 정우현, 1977 ; 안병욱,

1993 ; 김충기, 1995 ; 김농주, 1996 ; 박지병, 2000 ; 유흥준, 2000)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은 개인에게 가치와 목적, 희망과 포부, 보람과 긍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

적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는 승려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요 희망인 반면,

다른 곳에서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생애 최고의 가치요 포부로 간주되고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기가 되고자하는 직업을 존경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게 된다.

둘째, 직업을 통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병든 사회이냐를 변별할 수 있는 진단적 단서(端

緖 ; diagnostic cue)를 얻게 된다. 이것은 의사와 변호사 그리고 종교지도자(목사)가 대우받는

사회를 병든 사회 라고 규정한 Huxley의 주장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질환자

(疾患者)가 많기에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사건과 송사(訟事)가 급증하기

에 변호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며,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회일수록 무속

신앙과 이단 종교가 양산될 것이며 결국 사이비 종교지도자가 대우받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와

같이 특정 직업 종사자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우대를 받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회적으로 사회의

건강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김흥규, 1992 : 8).

셋째, 직업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주도적인 의식과 사고를 표출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어

떤 직업이 선호, 선망의 대상이고 반대로 어떤 직업이 기피, 혐오의 직종인지? 어떤 직업이 인기

직종이며 비인기 직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또한 국가 사회적인 공헌도가 높은 직

업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며, 사회적 존경도가 낮은 직업군(職業群)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직업이 갖는 가치와 기능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재화의 획득이겠으나 사회적측면에

서는 직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무, 사회적 존경과 사회에 대한 봉사로서의 사회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직업은‘물직적·정신적 대우로서의 보수지향적 가치(extrinsic reward oriented value)

와 자기의 소질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아실현 지향적 가치(self expression oriented value)

그리고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인간지향적 가치(people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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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가 있으며(김흥규, 1996 : 23), Motimer와 Lorence는 승진과 보수, 활동기회와 능력발휘, 흥

미와 독립성, 특히 직업의 사회적 존경과 사회공헌도를 추구·고려 (Motimer & Lorence, 1979 ;

유흥준, 2000 : 295 재인용)해야 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만갑도 직업을 통한 개인적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공헌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만갑, 1967 : 125- 141) 정우현도 생계유지와 노동성, 개성신장과 전문성 발휘, 그리고 사회적

책무(責務) 등을 중시했으며, 박지병은 경제적 의미로서의 생업을 위해, 인간적 의미로서의 자아

실현을 위해, 사회적 의미로서의 사회적 봉사 (박지병, 2000 : 15- 16)가 직업이 갖는 가치로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직업이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 직업의 사회적 명성(위신)과 공헌도, 경제적 수

입순위와 관련하여 그 사회의 성원들이 특정 직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결과를 수치화하고 서열

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즉, Warner, Mecker & Eells(1949 : 12- 27), Barber (1957 : 50),

Ogburn & Nimkoff(1958 : 174), Reiss(1961 : 54- 57), Ossowski(1963), Blau & Duncan(1967 : 27),

Roach, Gross & Gursslin(1969), Tumin(1970 : 70-81), Pavalko(1971), Giddens(1973), Matras(1975),

Brookover & Erickson(1975 : 97), Hauser & Featherman(1977), 富永建一(1979 : 370), NHK의 방송세

론조사소 편 (1979 : 121- 127 ; NHK 세론조사부 편, 1983 ; 이정수 역, 1991 : 61-62), 이만갑(1967 :

125- 142), 이상백·김채윤(1966 : 50), 김영모(1969 : 603-630), 김영모(1978 : 1- 25), 김영모(1979 : 313-335)

김경동(1979), 김영모(1980 : 385-389), 윤팔무(1981 : 66-74), 홍두승(1983a, 1983b, 1983c), 김경동(1983 :

32-66)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직업관 조사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국민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어떠하고, 시정하고 개선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축성 있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고도정보화 사회이다. 직업의 대변혁 시대인 21세기는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직업 쇼크가 일어나게 될 시대인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많은 직업들이 쇠퇴하게 될 것이다. 그 직업세계에 밀어닥칠 거센 변화에 대

처하기에 앞서 21세기의 주역들인 한국과 일본 대학생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관에 대해 비

교·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문제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직업관, 직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교육적 시사점을 밝히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의 국가사회적 공헌도에 대해 한·일 대학생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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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수준은 어떠하며, 또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직업에 대한 존경도 평가에서 한·일대학생들간의 차이는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직업간에, 어느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그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직업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한·일 대학생들간의 차이는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직업간에, 어느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그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의 방법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로 활용된 직업평가 척도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즉, Ogburn과 Nimkoff(1958 : 74)의 직업의 사회적 명성순위와 수입순위 , Blau와 Duncan(1967 :

27)의 미국의 직업구조 분석에서 활용한 직업군 분류, 일본 고용촉진사업단 직업연구소(1979 : 123∼

128)의 일본인의 직업경력과 직업관 조사, NHK방송세론조사소(1979 : 120∼127)의 일본인의 직업

관, 홍두승의 서울시 계층구조조사 (1983a, b, c)에서 측정한 직업분류, 그리고 김흥규의 청소년

세대들의 직업에 대한 평가 및 일본노동연구기구의 연구보고서 중 일본인의 직업관, 고교생의

직업관 (1996 : 2- 9) 등을 참고로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6개 대학과

충남지역 1개 대학의 대학생 800명과 일본 동경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 중 불량자료를 제외시키고, 한국대학생 714명과 일본대학생 229명, 총 943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물론 표집의 크기도 유사하게 조정하고, 두 나라의 지역적인 표집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사연구의 한계인 협조의 가능성과 수검자의 성실한 태도가 중요하였고, 전반적인 경향성을 밝

히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처리하였다.

셋째, 주어진 43개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영역별(공헌도, 존경도, 청렴도)로 10점 만

점 중 각각 몇 점이나 줄 것인지를 피험자가 결정·기록하도록 하였다.

넷째,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영역별로 각 직업에 대한 한·일대학생간의 전체적인 비교(평

균치)와 전체적 순위를 알아 보았고, 평균득점치의 차이를 t검증으로 의미 여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0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 까지이

며, 일본대학생의 경우는 1999년 9월 20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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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직업의 국가 사회적 공헌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로 직업의 본분에 충실함은 물론 개

인·사회적인 재해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봉사적 태도로 임함으로서 국가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2) 직업의 존경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높은 직분의식과 책임감, 투철한 장인정신과 명예심, 자제정신과 정의로운

처신등으로 인해 국가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직업의 수준을 의미한다.

(3) 직업의 청렴도

부정과 비리, 부패와 범죄등 민·형사상의 사건에 관련이 안되어 국가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절제와 청렴, 근검과 정직한 직업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Ⅱ. 결과 분석

1. 직업의 국가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한 ·일 대학생의 비교

각 직업의 국가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한·일 대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

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첫째, 한국의 대학생들은 국가사회에 공헌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소방공무원(1위), 환경청소

원(2위)을, 그 다음 순위로 교사(3위), 농부/ 어부(4위), 외교관(5위), 숙련기술자(6위), 집배원(7위),

의사(8위), 교통경찰관(9위), 컴퓨터 프로그래머(10위)를 10위권 이내로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대학생들은 외교관(1위), 소방공무원(2위), 의사(3위), 간호사(4위), 판검사(5

위), 환경청소원(6.5위), 숙련기술자(6.5위), 변호사(8위), 집배원(9위), 교사(10위)의 순위로 평가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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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외교관(1위), 의사(2위), 소방공무원(3위), 군인장교(4위),

기자/언론인(5위)을, 여자 중·고교생들은 소방공무원(1위), 환경청소원(2위), 교통경찰관(3위), 의

사(4위), 교사(5위)를 각각 국가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5위 이내의 직업으로 평가한 바 있다(김흥

규, 1996 : 36- 40).

둘째, 한·일 대학생들간에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이는 직업은 외교관(한국 5위 : 일본 1위)과

교사(한국 3위 : 일본 10위), 농부/ 어부(한국 4위 : 일본 20위), 의사(한국 8위 : 일본 3위), 판·검

사(한국 13.5위 : 일본 5위), 간호사(한국 15위 : 일본 4위), 변호사(한국 23위 : 일본 8위)였다.

셋째, 국가사회적 공헌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직업군에 한국대학생은 국회의원(43위), 모델(42

위), 배우/ 탤런트(41위), 가수(40위), 국무위원(39위), 시인(38위), 개그맨(37위), 고위관료(36위) 등

을, 일본대학생들은 시인(43위), 모델(42위), 승려(41위), 개그맨(40위), 목사(39위), 신부(38위), 배

우/ 탤런트(37위), 가수(36위) 등을 각각 지적하였다.

넷째, 대기업회장(공동24위), 소설가/드라마작가(공동33위), 그리고 모델(공동 42위)등의 공헌도

평가 결과는 양국이 같게 나타나 흥미롭다.

다섯째, 60년대 이후 기업을 세워 고용을 창출하고 우수제품을 만들어 해외수출을 주도하면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기업회장은 24위(6.38점), 회사사장

은 29위(6.24점)로서 숙련기술자(6위, 7.43점), 현장근로자(17위, 6.83점)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 주

목된다.

여섯째, 연예계 종사자인 개그맨(한국 37위 : 일본 40위), 가수(한국 40위 : 일본 36위), 배우/탤

런트(한국 41위 : 일본 37위)들은 인기의 갈채 속에 살지만 국가사회적 공헌도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 모두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프로스포츠맨에 대해서는 한

국 대학생들이 11위(7.15점), 일본 대학생들이 32위(5.19점)로 평가하고 있어 비교된다. 사실상 우

리나라의 경우 올림픽 경기를 비롯해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국가사회에 대한 기

여도를 높게 평가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직업의 국가·사회적인 공헌도에 대한 한·일 대학생간의 의견차는 t 검증결과 <표

1>과 같이 유의미함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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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업의 국가·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전체경향

직업
순위 한국 일본

t
한국 일본 N M SD N M SD

01. 외교관 5 1 711 7.66 1.79 229 8.44 1.48 6.58***
02. 의사 8 3 711 7.21 2.23 229 7.91 1. 71 4.98***
03. 소방공무원 1 2 708 8. 55 1.62 229 8.35 1.38 -1.60
04. 군인(영관장교) 16 15 712 6.89 1.97 229 6.95 2.38 .35
05. 기자/언론인 13. 5 28 712 7. 10 1.71 229 5. 78 2.30 -8.00***
06. 대학교수 12 29 710 7. 12 1.74 229 5. 71 2. 17 -8.95***
07. 프로스포츠맨 11 32 713 7. 15 1.86 229 5. 19 2.39 -11.35***
08. 고위경찰관 34 16 713 5.92 2. 19 229 6.92 1.89 6.69***
09. 현장근로자 17 13.5 711 6.83 1.84 229 6.99 2.02 1.05
10. 판검사 13. 5 5 714 7. 10 1.90 229 7.61 1. 54 4. 11***
11. 교통경찰관 9 13.5 707 7.20 1.84 229 6.99 1.85 -1. 50
12. 환경청소원 2 6. 5 712 8.35 1.81 229 7.40 1.87 -6.85***
13. 교사 3 10 712 7.92 1.84 229 7.09 1.84 -5.94***
14. 숙련기술자 6 6. 5 712 7.43 1.71 229 7.40 1.84 - .23
15. 고위관료 36 17 712 5.87 2.00 229 6.67 2.44 4.50***
16. 변호사 23 8 712 6.43 1.84 229 7.31 1.64 6.43***
17. 국무위원 39 19 710 5.67 2.53 229 6.60 2. 57 4.82***
18. 컴퓨터프로그래머 10 22 714 7. 16 1.73 229 6.35 2. 10 -5.29***
19. 대기업회장 24 24 711 6.38 2.25 229 6.00 2.29 -2.21*
20. 국회의원 43 30 713 4.32 2.78 229 5.69 2. 57 6.61***
21. 농부/어부 4 20 712 7. 77 2.03 229 6. 58 2.25 -7. 51***
22. 공무원 25 11 713 6.33 1.92 229 7.05 1. 71 5.07***
23. 예술인 19 35 710 6.61 1.94 229 4.97 2. 58 -8.85***
24. 회사사장 29 25 712 6.24 1.85 229 5.97 2. 15 -4.23***
25. 프로듀서 27 31 701 6.30 1.68 229 5.24 5.01 -2.96**
26. 약사 20 12 712 6. 58 1.79 228 7.00 1.85 5.25***
27. 집배원 7 9 712 7.37 1.92 228 7. 11 1.83 3.87***
28. 노조위원장 28 27 714 6.27 2.08 228 5.87 2. 15 -9.97***
29. 목사 30 39 706 6. 14 2.28 229 4. 74 2. 75 -7. 74***
30. 간호사 15 4 710 6.96 1.79 229 7.67 1.95 9.88***
31. 디자이너 26 34 712 6.32 1.74 229 5.03 2.44 -11.05***
32. 소설가/드라마작가 33 33 713 6.03 1.75 229 5. 16 2.40 -6. 76***
33. 회사원 21 18 713 6. 50 1.74 229 6.65 2.08 4.07***
34. 운전기사 32 26 713 6.05 1.91 229 5.92 2.20 -3.64***
35. 성직자(신부) 22 38 714 6.45 2.20 229 4. 76 2.66 -6.80***
36. 열차승무원 18 21 712 6. 71 1.87 229 6. 52 2. 51 .38
37. 배우/탤런트 41 37 714 5.20 1.96 229 4. 77 2.45 -11.00***
38. 가수 40 36 709 5.45 2.07 229 4.88 2. 52 -1. 76
39. 모델 42 42 713 4.92 1.98 229 4.24 2.68 -3. 54***
40. 승려 35 41 710 5.88 2. 13 229 4.49 2.68 -7. 15***
41. 개그맨 37 40 714 5. 78 1.95 229 4. 52 2.60 -5.68***
42. 시인 38 43 712 5.68 1.90 229 4.22 2. 51 -8.09***
43. 도매상 31 23 710 6. 12 1.90 229 6. 15 1.96 .2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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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의 사회적 존경도에 대한 한 ·일 대학생의 비교

각 직업의 사회적 존경도에 대한 한·일 대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 면에서 본 직업에 대한 존경도 평가는 한·일 양국 대학생들간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환경청소원(1위), 농부/ 어부(2위), 소방공무원(3위), 집배원(4위),

신부(5위), 숙련기술자(6위)를 가장 존경하는 직업으로, 그 뒤를 이어 열차승무원(7.5위), 간호사

(7.5위), 시인(9위), 현장근로자(10위) 등을 존경하는 직업으로 지적한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의사

(1위), 외교관(2위), 판검사(3위), 변호사(4위), 간호사(5위), 대학교수(6위) 등의 전문직을 우선 존

경대상 직업으로 지적하고, 그 다음 순위로 소방공무원(7위), 회사사장(8위), 프로스포츠맨(9위),

고위경찰관(10위) 등을 10위권 이내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의 평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둘째, 사회적 존경도 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한·일 대학생들은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43개의 직업 중에서 국회의원(43위), 국무위원(42위), 대기업

회장(41위), 고위경찰관(40위), 가수(39위), 고위관료(38위), 회사사장(37위)을 앞 순위로 지적하고,

다음으로 배우/ 탤런트(36.5위), 모델(35위), 변호사(34위) 등의 10개 직업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대학생들은 개그맨(43위), 운전기사(42위), 시인(41위), 현장근로자(40위), 도매상(39

위), 모델(38위), 농부/어부(37위) 등을 우선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군인장교(36위), 열차승무원(35

위), 노조위원장(34위) 등을 지적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셋째, 한국 대학생들의 존경도에 대한 평가는 5년 전에 중·고교생들이 각 분야 전문직, 대기

업회장, 기자/ 언론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반응했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한 결과로 나타났다.1)

이상과 같이 직업의 사회적 존경도에 대한 한·일 대학생간의 의견차에 대한 통계검증(t검증)

결과 <표 2>와 같이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1) 1996년도 중·고교생들의 직업평가에서는 남학생들이 판·검사(1위), 변호사(2위), 의사(3위), 대기업회장(4

위), 교수(5위)를 비롯해서 군인장교, 프로스포츠맨, 외교관, 기자/언론인, 고위경찰관을 존경하는 직업의 10

위권 안에 포함시켰다. 여학생 역시 판·검사(1위), 의사(2위), 고위경찰관(3위), 변호사(4위), 교수(5위)를

비롯해서 소방경찰관, 외교관, 교사, 군인장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을 10위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김흥규,

1996 : 40- 42).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직업관에 대한 비교연구 1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2> 직업의 존경도에 대한 전체경향

직업
순위 한국 일본

t
한국 일본 N M SD N M SD

01. 외교관 20 2 714 6.08 1.94 229 7.98 1.68 14.32***

02. 의사 29 1 711 5.34 2.25 229 8.20 1.64 20.82***

03. 소방공무원 3 7 710 7.83 1.86 229 7. 10 1.99 -5.08***

04. 군인(영관장교) 27 36 710 5.48 2. 17 229 5.47 2.21 - .06

05. 기자/언론인 32 31 713 5. 10 2.03 229 5.64 2. 10 3.47***
06. 대학교수 21 6 712 5.99 1.98 229 7. 16 2. 12 7.64***
07. 프로스포츠맨 19 9 711 6. 13 2. 17 229 6.80 2. 12 4.09***

08. 고위경찰관 40 10 711 4.22 2.22 229 6.78 2.02 15. 50***

09. 현장근로자 10 40 709 6.64 2.00 229 5.30 2.33 -7.82***

10. 판검사 31 3 714 5.27 2.26 229 7.70 1.55 18.29***

11. 교통경찰관 30 21 711 5.29 2.27 229 6.04 1.94 4.87***
12. 환경청소원 1 30 711 8.27 1.91 229 5.66 2.32 -15.42***
13. 교사 13.5 15 711 6.46 2.21 229 6.32 2. 12 - .84

14. 숙련기술자 6 11 714 7. 10 1.82 229 6.75 1.79 -2. 54*

15. 고위관료 38 16 711 4.56 2.32 229 6.30 2.66 8.87***

16. 변호사 34 4 714 4.94 2. 17 229 7.68 1.74 19.46***

17. 국무위원 42 14 710 3.79 2.35 229 6.40 2.88 12.44***
18. 컴퓨터프로그래머 11 17 712 6.55 1.91 229 6.29 1.73 -1.83
19. 대기업회장 41 13 713 4. 14 2.40 229 6.60 2.21 13. 75***

20. 국회의원 43 28 713 2.78 2.22 229 5.88 2.85 15.06***

21. 농부/어부 2 37 712 8. 14 1.99 229 5.44 2.33 -15.77***

22. 공무원 26 20 711 5.52 2.02 229 6. 15 1.84 4. 19***

23. 예술인 16 18 713 6.38 2.21 229 6.28 2.28 - .59
24. 회사사장 36.5 8 710 4.64 2. 12 229 6.87 2.00 14.03***
25. 프로듀서 33 29 707 4.96 2.03 229 5.68 2.24 4. 55***

26. 약사 24 12 712 5.81 1.90 229 6.73 1.65 7.06***

27. 집배원 4 24 711 7.57 2.00 229 5.98 1.92 -10.56***

28. 노조위원장 25 34 714 5.72 2. 17 229 5.56 2.03 - .99

29. 목사 15 27 710 6.39 2.53 229 5.91 2.52 -2. 50*
30. 간호사 7.5 5 711 6.89 1.72 229 7.30 1.78 3. 11**
31. 디자이너 18 25 712 6.22 1.85 229 5.97 2.06 -1. 73

32. 소설가/드라마작가 17 19 711 6.23 1.87 229 6. 16 2.07 - .48

33. 회사원 13.5 32 711 6.46 1.69 229 5.61 1.98 -5.85***

34. 운전기사 22 42 711 5.95 2.00 229 4.99 2.07 -6.26***

35. 성직자(신부) 5 26 714 7.29 2.32 229 5.92 2.47 -7.65***
36. 열차승무원 7.5 35 711 6.89 1.99 229 5.52 2.01 -9.04***
37. 배우/탤런트 36.5 22 713 4.64 2. 12 229 6.03 2.42 8.33***

38. 가수 39 23 710 4.51 2. 16 229 6.02 2.46 8.31***

39. 모델 35 38 712 4.67 2.06 229 5.37 2.48 3.86***

40. 승려 12 33 711 6.53 2.34 229 5.60 2.52 -5. 13***

41. 개그맨 23 43 712 5.82 1.94 229 4.94 2.52 -4.84***
42. 시인 9 41 712 6.67 2.00 229 5. 12 2.43 -8. 75***
43. 도매상 28 39 712 5.45 2.02 229 5.35 1.78 - .2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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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한 ·일 대학생의 비교

직업의 청렴도와 관련된 한·일 대학생들의 견해에 대한 분석은 <표 3>과 같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의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한국 대학생들은 전문직의 청렴성을, 일본 대학생들은 '블

루칼러'의 청렴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청렴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직업으로 한국 대학생

들은 소방공무원(1위), 대학교수(2위), 신부(3위), 외교관(4위)을 비롯하여 교사, 판·검사,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목사, 예술인 등을 10위권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본 대학생들은 소방공

무원(1위), 간호사(2위), 농부/어부(3위), 숙련기술자(4위)를 비롯하여 환경청소원, 집배원, 약사, 목

사, 신부, 판·검사를 10위권 이내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직업의 청렴성이 가장 문제되는 직업은 양국 공히 국회의원이며, 한국 대학생들이 연예

인과 국무위원 및 공무원을 지적한데 대해, 일본 대학생들은 권력·지도층 전반과 연예계, 언론

인, 변호사의 청렴성을 문제로 보고 있다. 직업의 청렴성이 떨어지는 직업을 한국의 대학생들은

국회의원(43위), 운전기사(42위), 도매상(40.5위), 모델(40.5위), 배우/탤런트(39위), 가수, 국무위원,

공무원, 현장근로자, 개그맨, 노조위원장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일본 대학생들은 국회의원(43위),

국무위원(42위), 고위관료(41위), 대기업회장(40위), 배우/ 탤런트, 모델, 회사사장, 가수, 프로듀서,

기자·언론인, 변호사 등을 거론하였다. 결국, 한국과 일본 모두 국회의원의 청렴성이 가장 문제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은 연예인(모델, 배우/ 탤런트, 가수, 개그맨)과 국무위원 및 공

무원의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국무위원, 고위관료, 대기업회장, 회사

사장을 포함해서 연예인(배우/탤런트, 모델, 가수, 프로듀서)과 기자·언론인 그리고 변호사 등이

청렴도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직업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5년 전 저자가 실시했던(김흥규, 1996) 중·고교생의

조사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있다. 5년 전 남학생들은 프로스포츠맨, 신부, 기자/언론인, 프

로듀서, 목사 등을, 여학들생은 기자/언론인,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교사,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그리고 남·녀 학생 모두 국회의원, 상인, 노조위원장 등이

가장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2)

2) 남학생들은 프로스포츠맨(1위), 신부(2위), 기자/언론인(3위), 프로듀서(4위), 목사(5위)를, 여학생들은 기자/

언론인(1위), 의사(2위), 컴퓨터 프로그래머(3위), 교사(4위), 소방공무원(5위) 등을 각각 지적하였다(김흥규,

1996 : 4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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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업의 청렴도에 대한 전체경향

직업
순위 한국 일본

t
한국 일본 N M SD N M SD

01. 외교관 4 17 710 6.99 2.00 229 6.61 1.98 -2. 51*

02. 의사 7 31 710 6. 71 2.38 229 5.78 2.22 -5.23***
03. 소방공무원 1 1 709 7.34 2. 14 229 8. 15 1.36 6. 72***
04. 군인(영관장교) 26 14 708 5. 76 2. 16 229 6.86 2.02 6.80***

05. 기자/언론인 22 33 713 5.88 1.89 229 4.87 2.34 -5.94***

06. 대학교수 2 19.5 711 7.08 2. 11 229 6.40 2.09 -4.25***

07. 프로스포츠맨 14 25 713 6.09 2.01 229 6.02 2.26 - .44

08. 고위경찰관 31 28 711 5.45 2.37 229 5.94 2. 18 2.94*
09. 현장근로자 35 11 709 5.06 2.00 229 7.02 2.03 12.85***
10. 판검사 6 10 714 6. 75 2.34 229 7.05 2.02 1.88

11. 교통경찰관 32 15 711 5.30 2.06 229 6.74 1.93 9.34***

12. 환경청소원 17 5 711 6.00 2.91 229 7.44 1.94 8. 55***

13. 교사 5 21 714 6.98 2. 12 229 6.33 2. 15 -4.02***

14. 숙련기술자 11.5 4 711 6.35 2.06 229 7.48 1.65 8.46***
15. 고위관료 30 41 710 5.47 2. 14 229 3.79 2.53 -9.06**
16. 변호사 13 32 712 6.20 2.22 229 5.70 2.28 -2.95***

17. 국무위원 37 42 712 5.03 2.78 229 3.41 2.44 -7.89***

18. 컴퓨터프로그래머 8 16 711 6.63 2.01 229 6.72 1.87 .60

19. 대기업회장 22 40 713 5.88 2.60 229 4.49 2.39 -6.92***

20. 국회의원 43 43 713 2. 78 2.22 229 3.25 2.48 2. 71*
21. 농부/어부 22 3 713 5.88 2.62 229 7.71 1.84 11. 71***
22. 공무원 36 23 710 5.04 1.88 229 6. 13 1.90 7.61***

23. 예술인 10 29 712 6.43 2.05 229 5.92 2.32 -3.09*

24. 회사사장 26 35.5 710 5. 76 2.23 229 4.72 2.30 -6.09***

25. 프로듀서 18 34 704 5.98 1.88 229 4.76 2.27 -7.35***

26. 약사 26 7 711 5. 76 1.99 229 7. 11 1.61 10.39***
27. 집배원 15.5 6 710 6.02 2. 19 229 7.20 1.65 8.64***
28. 노조위원장 33 27 713 5.20 2.05 229 5.96 2. 19 4.80***

29. 목사 9 8 710 6.46 2.42 229 7. 10 2.76 3. 14**

30. 간호사 15.5 2 711 6.02 1.94 229 7.90 1.55 13.35***

31. 디자이너 11.5 26 713 6.35 1.88 229 6.00 2. 11 -2.24*

32. 소설가/드라마작가 19 24 711 5.93 1.87 229 6.06 2.06 .89
33. 회사원 29 19.5 709 5.48 1.69 229 6.40 1.94 .25
34. 운전기사 42 18 710 4. 77 1.95 229 6.53 1.80 12. 10***

35. 성직자(신부) 3 9 714 7.04 2.34 229 7.08 2.69 .20

36. 열차승무원 28 13 709 5. 50 1.95 229 6.93 1.83 9. 79***

37. 배우/탤런트 39 38.5 711 4.86 2. 17 229 4.68 2.44 -1.00

38. 가수 38 35.5 711 5.00 2.38 229 4.72 2.52 -1. 53
39. 모델 40.5 38.5 713 4.80 2. 15 229 4.68 2.44 - .67
40. 승려 22 22 710 5.88 2.42 229 6.22 2.86 1.62

41. 개그맨 34 37 713 5. 18 2.03 229 4.69 2.49 -2. 70**

42. 시인 22 12 712 5.88 2.03 229 6.98 2.38 6.30***

43. 도매상 40.5 30 707 4.80 1.89 229 5.81 2.00 6.93***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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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해석

민주화의 토양과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발달·성숙한 대학생들은 이른바 감각적 세대요,

한마디로 정체가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특징과 속성을 가진 미지수·X의 세대이다. 그래서 신

세대, 메아리 세대, N세대, C세대, 정체를 알수 없는 세대(The Invisible Generation), 짜집기세대,

리모콘세대, 영상세대, 멀티세대, 무지개세대, 나 홀로 세대, 탈 조직·탈 고정관념의 세대, 원인과

이유를 따지는 왜요? 세대, 레저세대 등 다양한 호칭을 갖고 있다.

이들이 자랄 때 우리나라의 교육적 병리현상인 왜곡된 교육의식,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열과외, 비인간적 교육환경 (황정규 외, 1994 : 1- 67)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이들은 의식구조나 가치관 면에서 볼 때, 조직보다는 개인,

일체감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논리보다는 느낌과 감각을 중요시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

해(不可解)의 세대요, 컬러TV·영상세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단능력과 주체성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차별성을 중시하며, 획일적인 통제를 지양

하고 자유분방한 럭비볼 세대이다(김흥규, 1994 : 105, 1996 : 46). 개발독주시대의 막내둥이 세대

이면서 정보문화시대의 제1세대인 그들! 컴퓨터 마니아를 자처하며 인터넷 디지털 세계가 빚어내

는 e-라이프의 모든 것을 즐기면서(뉴스위크 한국판, 1999 : 70- 122 ; 매경이코노미, 2000 :

16- 24), e-라이프의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주자 세대!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연장자들을

구(舊)지식인이라면서 자신을 신지식인으로 자부하는 주인공들! 그들은 선배들을 향해 먹물의

시대는 지나갔다(뉴스플러스, 1999 : 14- 21)고 주장하는 세대! 변호사·의사·박사의 3사 전성시

대는 막을 내리고(뉴스메이커, 2000 : 20- 27)도래한 새로운 디지털 계급사회 (뉴스메이커, 2000 :

18- 25)를 주도할 선두자 세대!

이러한 세대인 한·일 양국 대학생들의 의식과 직업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대학생 714명(남 : 327, 여 : 387)과 일본 대학생 229명(남 : 167, 여 : 62) 등, 총 943

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직업의 국가사회적 공헌도 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대학생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

가 밝혀졌다.

① 한국 대학생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육체적 노동자를, 일본 대

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과 같이 블루칼러의 공헌도도 평가하지만 특히, 전문직 종사자(외교

관, 의사, 간호사, 판·검사, 변호사)의 공헌도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일 대학생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해 높은 평가(한국 1위, 일본 2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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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데, 대학생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인명을 구조하는 직업이라는 점,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 온갖 궂은 일을 희생적으로 한다는 것, 사회경제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힘든 직업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각종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할 때마다 TV화면을 통해 계속

보도되는 것 등이 작용함으로서 국가를 초월하여 그들의 국가사회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은 국회의원, 연예인(모델, 배우/탤런트, 가수, 개그

맨), 그리고 고위공직자(고위관료와 고위경찰관)에 대해 국가사회적 공헌도가 낮다고 평가

한데 반해, 일본 대학생들은 시인과 종교지도자(승려, 목사, 신부), 그리고 연예인을 상대적

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의 공헌도가 낮은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생산적인 입법기관이기보다는 당리당략주의, 대결주의, 정치보스 중심의 맹주주의,

지역주의, 부정부패 관련 금권주의 (이영희, 1995 : 273- 281)의 병폐에 모두가 식상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70년대의 정치인, 정치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국의 정치구조를 쇄신해야 한다 (김만규, 1998 : 5- 30)든지, 자기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저질의 정치, 공명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정치에 싫증을 내어 권위주

의적 정치리더쉽과 지역주의의 척결, 비민주적 붕당정치의 청산 (이영희, 1997 : 85- 183) 주

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간 계속되어 온 매스컴의 정치계 비판3)도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해석된다.

③ 고위관료(한국 36위 : 일본 17위) 및 국무위원의 평가가 낮은 것(한국 39위 : 일본 19위)은

한국의 경우에는 각종 사건에 관련되거나 짧은 임기와 잦은 교체로 인해 별다른 업적을

남길 수 없다는 의식의 발로이며, 일본의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

나는 NHK가 1973년도부터 1983년까지 3회 조사한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일본인들의 의식

이 생활의 만족감 추구성향, 직장과 여가를 병립시키려는 의식의 증가, 내셔널리즘의 감

정이 늘어나고 탈 정치의 경향이 있기 때문 이며(이정수 역, 1991 : 머리말) 다른 하나는

행정은 관료가 전담하고 장관은 파벌·금권정치의 정치인이 맡게 되므로 특출하게 국가사

회적 공헌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된다.

④ 종교지도자들이 공헌도 면에서 낮게 평가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추상

3) 정치인, 국회위원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악마의 사전

저자인 비어스는 정치란 사리사욕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독일의 막스 베버는 정치

에 있어서 결정적인 수단은 폭력이다 라고 했으며, 프랑스의 혁명기 때는 의회는 지위를 얻기 위해 양심

을 물물교환하는 장터 라고 극언을 했다. 20세기 초에는 미국의회란 법을 짓밟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라는 독설이 등장했고, 마크 트웨인은 …분명한 범죄계급은 의회 밖에 없다 고 했으며, 일본의

총리를 역임한 요시다 시게루는 국회는 동물원이고 의원은 원숭이산의 원숭이들 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또

한 스텐퍼드 대학의 필립 G. 짐바스 교수와 이탈리아의 지안 비토리오 라프라라 등은 정치인은 인간성 결

핍자 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김충식, 동아일보, 200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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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관념적인 직업(일)보다는 구체적, 실제적·실리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

특유의 속성일 것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간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종교병리현상4)

과 종교의 반지성적 태도5)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⑤ 국가사회적 공헌도 면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일본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빈번히 자행된 의료계 파업소동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며, 판·검사, 변호사의 낮은 평가

역시 정권이 바뀌고 예민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들의 재판절차와 결과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던 것이 작용했을 것이며, 연예인들에 대한 낮은 평가는 각종 스캔

들, 약물 오남용, 각종 사건 관련 보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⑥ 60년대 이후 기업을 세워 고용을 창출하고 우수제품을 만들어 해외수출을 주도하면서

70- 80년대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기업회장과 회사

사장이 숙련기술자, 현장근로자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주목되며, 이는 IMF이후의 재벌과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둘째, 직업의 사회적 존경도 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대학생간에 차이가 밝혀졌다.

①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려운 사회경제적 대우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

는 환경청소원, 농민/ 어민, 집배원, 숙련기술자들을 존경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1994년

도 서울시 남녀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세대 인기직업 선호도 조사 (사랑의 전

화, 1994 : 48- 51)에서 밝혀진 이미지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교수(1위), 학자(2위), 연구원·

아나운서(3.5위), 앵커(5위)라는 결과와도 상치되며, 1996년도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 즉 가

장 존경하는 직업에 판·검사, 의사, 변호사, 대기업, 교수 등이라는 것과도 큰 차이를 나타

내 주목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생들은 의사, 외교관, 변호사, 대학교수 등 명예·권위·부

의 상징인 전문직을 가장 존경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②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지 않는 직업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기

업회장, 고위경찰관, 고위관료들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생들은 개그맨, 운전기사, 시인,

현장근로자, 도매상 등을 존경도가 낮은 대표적인 직업으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한국 대

학생들의 이와 같은 평가의 배경요인은 무엇일까? 이들이 출생한 1970년대부터 계속된 각

종 사건과 참사, 역대 정권의 사회정화작업과 사정작업, 한국병치유, 부정·비리 척결과정에

4) 조흥윤은 종교비리의 유형으로 정치 내 권력체제와 결탁, 종교(지도자)들의 정치 세력화 경향, 한국 종교

지도자의 기복·치복·점복을 통한 사기·치부·명성추구, 심각한 분파 현상, 종교지도자의 귀족층 형성과

부르주아적 파벌조성, 집단이기주의, 부동산 투기와 이익단체로서의 세속화 경향 등 10가지를 지적하였다

(조흥윤, 1994 : 1- 15).
5) 윤이흠은 광신과 집단이기심으로 무장된 비이성적이고 병든 종교의 모습, 종교지도자들이 갑근세를 내지

않는 성역화된 통치권 부재영역 , 종교의 세속화, 기복(祈福)과 신비(神秘) 경험을 강조하는 반지성적 종

교현상, 종교이름으로 행해지는 반지성적·비도덕적·반사회적 의료행위 등을 종교의 반지성적 태도로 지

적하였다(윤이흠, 1994 :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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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끊임없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범죄자로 단죄받고 지탄받아 왔으니 대학생들의

뇌리에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입력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된다.

③ 한국의 남·녀 대학생들은 전체경향과 같이 열심히 근무하는 농민/어민, 노동자, 근로자를

존경하지만, 국회의원, 국무위원, 고위경찰관, 대기업회장, 고위관료 등을 가장 존경하지 않

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본의 남·녀 대학생들은 명성과 권위 그리고 재력이 보장되

는 특수 전문직을 존경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적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의 존경도에 대한 예상 밖의 반응은 많은 시사점이 내포된 것

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미래상에 대한 꿈을 갖고 있

고, 그 꿈과 관련된 직업을 존경의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명예·권위·재력이 보

장되는 직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의 전문직에 대해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런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환경청소원, 농부/ 어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을 가장 존경한다면, 차후

에 그 직업을 택하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이 비리

와 부정의 주범 또는 공범(종범)으로서 처벌받았는데 이에 대한 실망으로서 젊은이 특유의 반항

심리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 젊은이들은 존경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대변한 것

인가?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현상이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명예와 권위 그리고 재력으로 상

징되는 직업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외침일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본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이 의사, 외교관,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장 존경하지만 개그맨, 운전기사, 시인, 현장근로자, 도매상, 모델, 농부/어부, 노조위원장 등을

가장 존경하지 않는 응답의 시사점은 무엇일까? 명예·권위·부(富)의 상징인 전문직에 대해서

높은 존경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일본의 고교생들이 직업선택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직업의 3요소 즉, 능력발휘, 타인의 인정(他者承諾), 수입 등을 중시하는 직업선택 의식(大根田

充男·望月葉子, 1992 : 121- 129)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상직업(理想職業)척도

의 조건인 적성과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 독창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 장래 안정된 생활

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 등 12항목을 배려하려는 일본 청

년들의 직업가치관(雇用促進事業團職業硏究所編, 1999 : 118- 212)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

다. 뿐만 아니라 NHK의 일본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직업조건으로 지적하는 10가지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인 ①일하는 시간이 짧은 직업 ②실업의 염려가 없는 직업 ③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직업 ④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 ⑤동료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 ⑥책임자로서 지휘할 수

있는 직업 ⑦독립해서 눈치볼 필요 없는 직업 ⑧전문지식이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직업 ⑨사회

에서 알아주는 직업 ⑩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과 일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이정수 역, 1991 :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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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직업의 청렴도에서 볼 때, 양국 대학생들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①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10위권 이내에 소방공무원, 대학교수, 신부, 외교관, 교사,

판·검사,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목사, 예술인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직의 청렴성을

높게 평가한데 반해, 일본 대학생들은 소방공무원, 간호사, 농부/어부, 숙련기술자, 환경청소

원, 집배원, 약사, 목사, 신부, 판·검사 등을 10위권 이내에 포함시킴으로서 블루칼러들의

청렴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직업의 청렴도에서 가장 문제되는 직업도 양국 대학생들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우

선, 양국 대학생들이 국회의원의 청렴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가 확인되

었다.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이 연예인과 국무위원 및 공무원의 낮은 청렴성을 지적한데 반

해 일본 대학생들은 권력지도층 전반과 연예계, 언론인, 변호사의 청렴성이 문제라는 반응

을 보였다.

직업의 청렴도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인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때, 정치적 선진화, 정치문화

의 성숙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정치인, 국무위원, 고위관료, 공무원, 기업의 경영자, 연예인들이 왜

청렴도 면에서 낮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직업의 공헌도, 존경도, 청렴도 조사 결과를 통해, 한·일 양국 대학생들의 생각과 가치

관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반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

던 사실(존경도)이 밝혀졌다. 농부/ 어부에 대한 높은 존경도, 공헌도 평가는 다른 직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사회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성실히 본분에 충실한 점,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그에 상

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 점, 여타의 지도계층에 대한 냉소적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대학교수에 대한 낮은 존경도, 공헌도 평가는 교수가 되기까지 투자한 시

간과 노력에 비해 낮은 대우, 계속적 학원소요에 따른 권위의 실추,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일부 교

수들의 비리, 교수들의 편가르기식의 행태 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원인과 교육적인 처방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 국민의식의 향상과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치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민주화, 교육민주화, 가정민주화, 기업·직장민주화 등의 다양한 요구가 국민적 저항

운동과 한풀이 식으로 폭발함으로써 사회 도처에서 각종의 갈등양상(정치, 여야, 노사, 학원, 세

대, 지역, 이념, 계층, 성별)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였다. 또한 정경유착, 관경유착, 정언

유착, 관치금융 등의 폐습은 사회 전 분야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재생산하였고, 각종 병리현상과

사회비리를 양산해 왔으며 비극적인 IMF사태도 초래했다. 그런 와중에서 정권이 바뀌고 정화·

사정·범죄와의 전쟁· 한국병치유·부정부패일소·개혁 정책을 전개할 때마다 관련된 각 분야

의 지도급 인사가 범죄자로 단죄되는 것을 보고 생활했으니 그들에게서 무슨 직업의 공헌도, 존

경도, 청렴도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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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교육적 시사점

이상과 같은 연구의 요약 및 해석·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교

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첨단기술화, 세계화로 특징 지워지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산업구조가

고기술, 고부가가치,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발달되는 추세이므로 정보통신, 첨단과학기술, 생명공

학, 우주·항공·해양에서의 심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이무근, 1998 : 86- 97),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이데올로기 장벽의 붕괴,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개방화·국제화의 시대, OECD

가입 등으로 세계를 무대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지식·정보의 수명이 짧

아져서 지식·정보의 양이 3.5년마다 배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75일만에 두 배로 증가한다고 예

상되는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지식인력(knowledge worker)이 존경받고 국가사

회적인 공헌도가 높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학생들은 초기 산업화시대에 주축을 이

루었던 기능인력(manual worker)(이돈희·김영길, 1998 : 106)을 가장 존경하고 사회적 공헌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법, 언론, 교육, 종교계 등 각 분야의 리더들이 존

경받을 만한 처신을 하지 못했고, 전문가 집단이 올바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대학생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 능력과 직업관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크게 반성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젊은 세대가 존경하고 따라

가야 할 권위의 주체요, 모델이 되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오늘까지 우리사회는 각 분야의 많은 인재들을 잃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

행된 모든 정치적 행태로 인해 젊은이들은 존경의 대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계층, 전

문가집단, 기성세대에 대해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만을 길러주었다. 급기야 존경할 사람이 없다

는 말도 공공연하게 들리는 현실이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직업존경도 결과도 예상외로 나타났다

고 이해된다.

어릴 때부터 누구를 모델로 하고 어떤 직업을 좋아하며 꿈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좋아하는 모델을 통해 행동이 학습되고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 바 있다(Bandura, 1977 : 191- 215 ; Penrod, 1983 :

23- 24 ; Fiske & T ayler , 1991 : 198).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좋아서든, 의무적이든 간에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모델링은 개인의 유능성, 태도, 동기적 지향의 유형을 결정하고 생성적이며 혁신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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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도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기술과 그 적용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김의

철·박영신, 1999 : 207- 208). 뿐만 아니라 모델링은 자신감을 형성시키고 효능감을 높여줌으로서

인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Bandura, 1977 : 191- 215). 그런데 모델링의 대상

이 없으니 연예인에게 열광하고, 지식인 집단, 지도계층에 대해 불신과 냉소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은 어쩌면 우리 사회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연자원은 부족하고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내세울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은 경제적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1등가는 제품을 만들고, 2등가는 가격으로 수출하고 3등가는 생활을 해

야한다 (김영길, 1998 : 104- 105)고 주장하면서 창의적 교육과 연구능력을 키우고 의사소통능력

과 시장개척 능력 그리고 바른 인성교육 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학생이 교사들의 수업을 선택할 권리도 없으며, 교사가 자신의 교육

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 (이돈희 외, 1998 : 38)에서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획일적인 내용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왔으니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함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세상을 멀리 보고 넓게 헤아리려는 통찰력·원시력이 발달될 수 없으며 사

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개성과 다양성이 키워질 수 없다.

넷째, 교양교육의 변화와 확충, 대학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IMF 경제위기의 원인은 정치지도자의 무지·무모한 리더쉽, 무능한 정부, 부패한 정치권과 고

위공직자, 후진적인 금융관행과 금융부조리, 재벌의 과도한 외채의 차입경쟁과 방만한 경영방식,

악성노조 등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사회와 기업에 부실한 인재와 부정직한 인력을 공급한 대학

의 책임은 외면하여도 되는 것인가? 지금도 우리 대학가(大學街)는 토익 , 토플이니 하면서 영어

에만 편중되어 있고 컴퓨터 등 기술적·기능적 측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탐구력, 사고력, 논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세계시민으로서, 지식정보화 시대

에 적합한 인재로서 실력과 자질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이며 건전한 가치관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

인가 등 대학에서의 교양교육개선과 전공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인성교육의 강화가 시급히 요

구된다.

다섯째, 정치선진화와 종교본연의 자세확립이 요구된다.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은 국회의원을 가장 문제 있는 직업으로 지목하였다. 우리사회에서 횡

행하고 있는 정치갈등, 여야반목, 노사분규, 학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 성

별갈등, 관치금융, 정경유착 등의 현상은 저질의 정치문화, 저급의 정치집단 등 정치계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밝혀졌다. 교육개혁, 사회 각 분야의 개혁도 정

치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성숙화, 정치문화 선진화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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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치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직업관도 변화되리라고 본다. 또한 종교지도자에 대한 낮은 평가는

종교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해결의 길이라고 하겠다. 그러자면 기복주의적 신앙으로부

터 탈피해야하고, 내세에의 도피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시적·근시적인 개인우상화(종교

지도자) 신앙에서도 과감히 탈피 (고범서, 1993 : 315- 320)하는 길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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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 of Occupation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 In the View of Social Contribution, Respect and

Integrity Level of Occupation

Kim , He ung -Kyu
*6)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perceptions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towards selected 43 jobs in terms of three dimensions - their contribution to nation

and society, respectiveness, and clean-handedness.

Subjects were 943 college students, 714 Korean and 220 Japanese. The questionnaire used

consisted of 43 different jobs with 10-points rating scale. The subjects were asked to rate each

job according to the three dimensions. Mean scores and t-test were compu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In all three dimensions, th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perceptions of two countries' college students were found. Japanese students rated

highly on jobs with socially high honor and authority such as a diplomat, a medical doctor, a

lawyer, while Korean students rated highly on jobs needed hard-working under poor condition

such as a street-cleaner, a fireman, a farmer. However, gender differences were not remarkable.

The socio-psychological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were further discussed .

Key Wor ds : The vi ew of occupa t i on, Soc i a l cont r i but i on l eve l , Respec t l eve

occupa t i on , I nt egr i t y l eve l of occupa t i on.

*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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