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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년층의 스펙에 대한 인식과 스펙쌓기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스펙쌓기 경험이 한 개인의 학습생애에서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스펙에 대한 인식과 취

업준비양상을 살펴보고, 스펙쌓기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 하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2~3

년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스펙은 그들의 경험을 노동시장의 논리로 재구조화하

는 조건을 의미하였다. 스펙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포장을 의미하였다. 그들이 스펙으로 인식하는 것들은 각각이 동일한 가치

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취업가능성을 기준으로 스펙을 좋은 스펙과 나쁜

스펙으로 구분하였으며, 하나의 좋은 요소로 다른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스펙은 취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기

도 하여, 그런 표현이나 그러한 평가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에

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점에서 스펙은 경험과 구분되

었다.

스펙쌓기 경험은 마치 롤플레잉 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들은 졸업을 1~2학기 앞둔 시기에 취업준비를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기를 “본격적인” 취업준비기간으로 보았다. 그들은 본격적인 취업준

비를 시작하면서 단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해

준비하였다. 이러한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 것이 바로 취업

관련 인터넷카페의 합격스펙이라는 정보이었다. 준비과정에서 학원 수강이

나 스터디 참여가 주요한 준비전략으로 작용하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익숙

하지 않은 활동들을 단시간 내에 수행하기 위해서 학원을 수강하거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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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에 참여하였다. 그들의 취업준비양상은 졸업을 앞둔 시기에 본격적

으로 취업이라는 게임에서 역할극을 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스펙쌓기 경험은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다양한 삶의 장면들과 만나면

서 의미를 만들어내었다. 제보자들은 자신의 스펙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스펙 중 어떤 부분이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스펙이 취업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반면에, 그것이 현재 직장생

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스펙보다는 경험이

직장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스펙쌓기 경험은 취

업을 위해 잠시 들어가 있어 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경험은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제공하

는 활동 이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학교 세계와 일의 세계의 단절을 인식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연구는 스펙쌓기 경험

이 취업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 되는지 드러내고자 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스펙쌓기 경험은 취업 이후에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일의 세계나 삶의 다른 장면들에서

다른 경험을 해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어 : 스펙, 스펙쌓기, 스펙문화, 취업준비, 학교-일의 세계 전환

학 번 : 2010-2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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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층의 취업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펙문화는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학습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에게

‘스펙1)’은 주요한 관심대상이다. 20대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가 줄어듦에 따라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많은 20

대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입사조건을 충족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다

른 경쟁자와 차별화하기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을 앞둔 대학졸업 예정자 등 일부 20대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넘어 대학교 신입생, 심지어 그보다 어린 세대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2)(문

화일보, 2010. 10. 14).

스펙은 영어단어 specification의 줄임말로 취업준비자들 사이에서 쓰이

는 용어다. 스펙은 제품의 사양을 뜻하는 specification에서 유래하였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고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의 외적 조건의 의미로 사

1) 스펙은 취업준비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속어로, 학문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

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역량, 자격, 이력, 경력 등 유사한 의미를 가진 개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 스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다른 개념으로 대체할 경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스펙’이라는 개념을 우

선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대학생보다 어린 세대에서 ‘스펙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대학생의 그것과는 조

금 다른 측면이 있다. 우선 이들이 스펙을 관리하는 목적은 희망하는 상급학교 진학

에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경우 스펙을 관리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닌 부모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취업 준비생과 이들보다 어린 세대에서 사용하는 스펙 개념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스펙이 사용되는 사회적인 맥락에 있어서 비슷한 측면

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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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이러한 스펙에는 출신학교, 학점, 외국어점수, 자격증 소지 여부,

해외연수 및 인턴 경험 유무 등이 포함된다. 스펙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

로 널리 통용되어 국립국어원의 신어자료집에도 실리게 되었는데,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 2004)로 정의하고 있다.

스펙은 많은 사람들이 학습활동을 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스펙

은 흔히 ‘관리’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스펙 관리’라는 표현이 자주 사

용된다. 스펙관리 대신 ‘스펙 쌓기’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스펙을 관

리한다는 것은 취업을 위해 자신의 외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펙 관리는 개인 차원의 학습에만 영

향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학습을 일정한 방향과 패턴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취업준비자들은 토익, 토플, 각종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 등 영어능력 시험 준비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

인어와 같은 제2외국어나 한자,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등을 위해 많

은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어학연수, 봉사활동, 공모전 경험이 중요한 스

펙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참여율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에 관련된 동아리나 활동 안내 글을 대학 내에

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대학생들의 휴학이 보편화되

고 평균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학습에 있어서 스펙의 사회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한국일보, 2009. 7. 30).

특히 스펙이라는 개념은 사회의 생산양식이 글로벌 지식자본주의로 변화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학습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스펙’ 개념은 글로벌 지식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 기존

의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에 있어서 학력이 거의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지식자본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학력이 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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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최근

‘역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한숭희, 2010).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다양한 평가요소를 고려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 역시 이러한

평가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을 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스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

이다. 따라서 ‘스펙’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

고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글로벌 지식자본주의 사회의 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리양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 주장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스펙을 ‘취업에 도움이 된

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외적 조건’이라고 정의해도 개념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펙 개념은 개인의 학습이나 사회적인 학습

관리에 대해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스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교육학의 논의에서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스펙에

포함되는 개인의 외적 조건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 스펙

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초기에는 학력, 학점, 외국어 능력시험 점수가

스펙을 의미하였지만, 최근에는 공모전 경험, 어학연수 경험, 봉사활동 등

도 스펙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스펙 자체가 무엇인지 정의하

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 자체로는 개인이 취업을 위해 무엇을, 왜 학습하는

지 설명하는 데에 충분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개인의 학습과 사

회적인 학습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규정하는 기준이나 구

조, 그것들과 상응하는 학습양식을 이해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

해, 스펙 자체보다는 스펙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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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더 총체적인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

서, 교육문화, 경제문화, 정치문화 등의 각 영역의 문화는 해당 영역의 특

정한 맥락에만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른 문화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전

체 문화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스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는 문화 역시 취업준비라는 특정한 맥락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스펙문화가 취업준비라는 맥락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전

생애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스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스펙문화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준비 경험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스펙문화와 그 문화적 맥락에서의 학습양상을 이해함으로써

스펙문화가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 다시 말해 학습생애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스펙문화라는 사회 현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스펙문화와 그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학습양상을 이해함

으로써 스펙문화가 한 개인의 학습생애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펙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문화

적 맥락에서 개인들이 어떤 학습경험을 하는지 이해해야만 한다. 이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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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층에게 ‘스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펙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의 청년층이 어떤 유형의 학습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펙’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 스펙문화에 속하는 20대 청년층이 스펙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자격, 경력 등 다른 유사개념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해보았다. 또한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스펙’으로 인정되지 않던 공모전 경험, 봉사활동

경험 등이 최근에는 중요한 스펙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스펙을 규정하는 모종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

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펙이 특정한 유형의 학습결과

라는 점에서, 스펙, 스펙문화에 대한 이해는 20대 청년층의 학습에 대한 인

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의 스펙쌓기 양상은 어떠한가?

스펙문화에서 스펙은 개인의 능력, 취업가능성을 보여주는 평가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선택 계획하는 데에 중

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이 나름대로 스펙을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은 학습의 내용, 방법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펙문화 맥락에서 20대 청년층이 취업

준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취

업준비를 위한 양상을 드러내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펙문화의 영

향은 단순히 취업준비 학습 맥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습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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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취업준비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국한하지 않고, 스펙문화 속에서 개인은 어떤 방식

으로 학습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스펙문화 맥락에서의 스펙쌓기 경험에 대해 청년층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학습은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자신의 개

별적 경험들이 서로 모순이 없도록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

성과 전일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스펙문화 속에서 취업

을 준비경험은 역시 기존의 다른 경험들과 모종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만

약 그것들이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각 경험들은 재해석의 과정

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해석은 향후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펙문화 맥락에서 스펙쌓기 경험이 기존의 다른 경

험들을 재의미화 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앞으로의 학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스펙문화와 그 맥락에서 일어나는 학습양상을 이해함으로써

스펙문화가 한 개인의 학습생애에 가지는 의미,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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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평생교육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펙은 취업결

정요인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업결정요인

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에 가깝다. 물론 취업결

정요인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스펙이 실제로 취업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펙은 이러한 실제

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채용자 간의 정보 불균형, 취업준비자들

의 취업실패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된다.

취업준비자들은 이러한 스펙이라는 이미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스펙과 이와 관련된 취업준비자들의 학습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펙과 관련된 활동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

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기술적 면담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문화는 삶

의 방식이며, 이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는

“사람들이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을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획득된 지

식”(Spradley, 1980)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

시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말이나 행위가 가지는 의미

나 의미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는 실재를 구성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경험을 특정한 방식으로 범주화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

는 면담을 통해 스펙문화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심층면담 이외에 참여관찰, 현지 문

헌자료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스펙

문화라는 문화의 특성상 참여관찰이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스펙문화라는

한국 사회의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문화에 참여한

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또한 취업스터디모임과 같은 그 문화를 공

유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들은 목표가 매우 뚜렷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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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준비라는 상황적 특수성 때문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취업준비를 하지 않

는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

여관찰보다는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스펙문화라는 것이 한국 사회

청년층의 보편적 문화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인터넷공

간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자료들이 스펙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

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펙문화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스펙문화라는 하나의 문화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면담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펙문화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위보다는 그

런 행위에 담겨 있는 의미나 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스펙문화 맥락에서 취업준비 경험의 양상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그 양상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별적

이고 경험적인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

한 이해가 중요하다(Seidman, 2007).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때에만 그러한 분석이나 해석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보다는 비교적 적은 인원의 제보자를 선정하더라도 그 경험의 맥

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제보자

스펙문화는 오늘날 한국 청년층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

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조금 더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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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펙문화는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채용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의 공개채용제도는 통상적으로 서

류전형, 인 적성검사, 면접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서류전형을 통해 대규

모의 지원자 중 일정 인원만을 1차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

류상으로 드러나는 외적 조건들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취업준비자들은

‘스펙’이라는 외적 조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스펙문화에서도 ‘학력’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공개채용

방식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기업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원자체가 거

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력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졸 이하의 학력

을 가진 사람들에게 스펙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취

업준비자가 전문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

우에 스펙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

진 경우, 특히 그것을 인증해주는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펙

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 법조인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스펙’이라는 것이 희망 직업을 가지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스펙문화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인식될 수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스펙문화 맥락에서의 학습양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가장 스펙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을 제보자 집단으로

삼았다.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스펙문화는 학력, 취업 희망 기업의 규모

및 직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대기업,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스펙문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보자로 선

정하였다.

스펙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 10 -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펙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취업이라

는 문제해결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활동, 스펙문화에 대

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스펙문화에서 ‘스펙’

의 의미, 학습양상의 특징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합한 제보자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제보자로 선정할 경우, 스펙쌓기 경험이 다른 경험에 대

한 해석이나 향후 학습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해 취업준비 경험을 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사

람을 제보자로 삼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다. 물론 기존에도 사람들은 취업

준비를 해오기는 했지만, ‘스펙’이라는 말이 쓰이고 취업을 위해 다양한 활

동이나 노력을 하는 오늘날의 스펙문화는 기존의 취업문화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펙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학습경험을 반성적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입사 2~3년차 기취업자를 제보자로 삼았다.

종합해보면, 이 연구는 대졸 학력을 지니고 대기업 일반직종을 희망하여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경험한 입사 2~3년차 기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

보자를 선정하였다. 제보자들의 인적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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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명)
성별 연령

직종 및

경력

복수

전공
자격증 공모전 인턴

봉사

활동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강은혜 여 27
보험업,

3년차
유 유 무 유 무 유

김기준 남 28
건설업,

1년차
유 유 유 유 유 유

김민호 남 29
금융업,

3년차
유 유 유 유 무 무

김원기 남 29
전기업,

3년차
무 유 무 무 유 유

김정환 남 29
무역업,

3년차
무 유 무 유 무 무

김준영 남 29
정보통신

업, 2년차
무 유 유 유 무 무

박지영 여 30
광고업,

4년차
유 유 유 유 무 유

이정아 여 29
제조업,

3년차
무 무 무 유 무 무

[표 1] 제보자 인적사항

3)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대졸 학력을 지니고 대기업에서 일반직종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2～3년차 직장인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앞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한 제보자를 찾기 위해 1차적으로 지인이

참여했던 취업스터디 구성원을 제보자로 삼았다. 이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

을 때, 다양하고 활발한 취업준비활동을 경험한 사람이 제보자로 적합하다.

취업스터디는 대체로 기존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취업이라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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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인터넷 홍보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취업준비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

들이라면 스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취업준비활동에 적극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취업스

터디 구성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부탁하

였다.

특정 취업스터디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경우, 학력, 학점과 같은

스펙이나 입사희망기업이나 희망직종 등이 유사해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면담은 제보자에게

동아리 구성원 이외에 취업준비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을 추천받아 진행하였

다. 취업스터디 구성원을 비롯하여 추천을 받은 모든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제보자로서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자격증, 어학시험,

공모전, 어학연수, 인턴 등 보편적으로 스펙으로 인식되는 것들 중 3개 이

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제보자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학습경험에 대해 어떻게 의미화를 하는지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던

져 그들의 학습경험에 대해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에서

는 스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취업준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

는지, 지금 현재 그런 학습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중점적으

로 다루었다.

이 연구는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스펙문화

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스펙문화는 취업 관련 언론 보

도나 취업정보 인터넷카페 게시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자료를 연구의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

히 이들 자료를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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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봄으로써 스펙문화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인식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스펙문화 맥락에서 20대 청년층의 학습에 대한 인식과 그

들의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스펙문화 관련 문헌자료와 이에 대

한 연구참여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스펙문화 맥락에서

20대 청년층이 학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참

여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습경험을 하는지, 현재 그 학

습경험에 대해 의미화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

를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주제어(code)를 찾아내

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주제어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제어들 사이

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각 자료에서 찾은 주제어는

각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구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스

펙문화 맥락에서 청년층의 취업준비 학습경험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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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즉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배경

요인과 교육 및 훈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특성이나 배경에 해당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

경 등이 있다. 연구에 따라 조금씩 결과가 다르지만, 대체로 이 요인들이

개인의 취업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민

경, 2003; 성호용 김민경, 2003; 이규용 김용현, 2003).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및 훈련 요인으로는 학력, 학점, 전공, 재학

중 일자리 경험(아르바이트), 어학능력 등이 있다. 출신대학 및 전공이 노

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

인된다. 이규용·김용현(2003)에서는 출신대학이 미취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2005)과 김안국 외

(2011)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대학전공이 노동시장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학점도 노동시장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태영·이기엽(2005)에서는 학점이 대기업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황여정·백병부(2008), 채창균·김태기(2009), 김

안국 외(2011)에서도 학점이 취업 여부 및 대기업 정규직 취업여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채창균 외(2005)에서는 평균학점을

기준으로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취업 가능성에 있어서 이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균학점이 B인 대학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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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경우 평균학점 C 이하인 대학졸업생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학점이 A인 경우는 평균학점 C 이하 졸업생과 취업 가능

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들에 비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과공부와 관련하여 복수전

공 이수 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복수전공 이수 여부는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창균 외, 2005; 황여정·백병부, 2008).

학과공부 이외의 개별적 취업준비 활동에 관련해서는 재학 중 일자리 경

험이나 자격증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취업에 있어서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병

희(2002), 채창균(2003)에서는 대학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취업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김우영(2002), 김준영·전용석(2003),

황여정·백병부(2008), 김안국 외(2011)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재·반정호

(2006)에서는 재학 중 일 경험이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

이는 반면에 4년제 졸업자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경우에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모두 존재한다. 강순희·박성재

(2002)나 김우영(2002)에서는 자격증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나는 반면에,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채창균 외(2005)에서

는 자격증이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황여정·백병부(2008)에서는 자격증이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까

지 포함하여 분석한 김안국·강순희(2004)에서도 남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취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구묵(2007)에서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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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취업을 위해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해외 어

학연수도 중요한 취업결정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어학연수

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반

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모두 존재한다. 채창균 외(2005)는 해외 어학연

수의 참여 여부를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에 박천수(2009)는 2006년 대학졸업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결과 분석

을 통해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는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취업에 성

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일자리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재직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학연수 비용을

변수로 고려한 황여정·백병부(2008)에서는 어학연수 비용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취업결정요인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출신대학이나 전공, 학점

등은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게 확인되는 반면에, 재학 중 일자리 경

험, 자격증, 해외 어학연수 등 개별적인 취업준비 노력들은 분석 자료나 모

형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

적으로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취업을 위해 개별적으

로 준비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또한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들 연구들은 학력, 출신대학, 전공, 학

점, 일자리 경험, 자격증. 어학연수 경험 등 취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스펙관리 활동의 하나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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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공모전 참여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한 한계

를 지닌다.

취업결정요인은 스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자체를 스펙으로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 취업결정요인은 취업결정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영향

력에 초점을 둔다. 물론 스펙도 이러한 취업결정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부

분이기는 하지만, 스펙은 정보의 불균형, 취업불안 등으로 인해 취업결정이

라는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또

한 스펙은 취업가능성이나 개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의 의

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

는가하는 실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많은 취업준비자들은 스펙문화 속에

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한다. 성별, 연령3)

과 같은 개인배경요인은 취업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스펙에

잘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펙문화에서

스펙이 ‘관리’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

다. 따라서 스펙은 취업결정요인에 비해 실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 관련 학습 논의

스펙문화는 학교교육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school to work)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다. 일(Work) 관련 학습의 장이 바뀌는 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펙문화와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양상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 관련 학습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최근에는 연령도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입사지원에 있어서 적정한 연

령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연령도 스펙관리의 대상에 포

함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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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일경(2008)은 일 관련 학습 논의를 살펴보면서, 이들 논의의 지형을 유

형화한다. 그는 일 관련 학습 논의를 크게 ‘일의 세계 진입 전’과 ‘일의 세

계 진입 후’로 구분한다. ‘일의 세계 진입 전’은 학교교육 단계에서 일과 관

련된 학습을 살펴보는 연구를 의미하며, ‘일의 세계 진입 후’는 학교교육

후 단계, 즉 일터에서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의

미한다.

1) 학교교육에서의 직업교육

일의 세계에 진입하기 전의 일 관련 학습 논의는 주로 학교교육 단계에

서 직업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직업교육의 성격이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크게 직업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기능주의

적 인간자본론(Shultz, 1977; Becker, 1993)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자본론은 학습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 개개인의 기술과 지식을

확장시켜 생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개인에게도 소득과 지위를 향상시키

는 기제가 된다고 본다. 이에 비해 후자는 갈등론적 시각(Bowles &

Gintis, 1976; Hull, 1993)에서 직업교육을 바라본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

는 연구자들은 직업교육이 노동자들의 직업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특히 계열 구분을 통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구분

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제적 재생산을 극대화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이 사회적 지위 획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하는 데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

또 다른 방향의 논의는 학교에서 직업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런 논의는 일 관련 학습이 개인에게 유용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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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서 비롯하는데, 이는 크게 ‘직업교육주의’와 ‘신직업교육주의’로 구분

된다. 직업교육주의는 산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학교

에서 미리 가르침으로써 학교교육이 산업인력 양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antor & Tyack, 1982; 노일경, 2008에서 재인용). 이

에 비해 신직업교육주의는 직업준비를 위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만, 그것의 내용이 산업세계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들은 세부 직업보다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직업 선택에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rubb, 1996).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다.

이러한 논의들은 개인의 직업적 성취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무엇을 제공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학교라는

기관에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공급자적 입장에 학습을 바라보는 한

계를 지닌다. 따라서 스펙문화 맥락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 관련 학

습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일의 세계에서의 학습

일의 세계에 진입한 후 이루어지는 일 관련 학습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조직차원의 관리를 의미하는 훈련을 강조하

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성인학습의 한 형태로서 일터에서의 학습이 가

지는 특성을 드러내는 입장이다. 전자는 주로 조직 내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기제로서 일터에서의 학습과정에 주목한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응용학문으로 발전한다. 이들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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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성원의 학습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초기에

행동주의 교육훈련모델에서 출발한 인적자원개발 논의는 학습중심 관점과

성과중심 관점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진다(Swanson, R. A. & Holton, E.

F, Ⅲ, 2009). 이들 두 입장은 학습이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학습을 통해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학습

의 통제권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학습중심 관점은 학습을 조직에 의

해 통제될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보는 반면에, 수행 중심 관점은

조직과 개인 모두 학습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인적자원개발론의

논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요구하는 학습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학습중심

관점 역시 여전히 조직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일터라는 공간에서 개

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성인학습 논의에서 비롯한 일터학습 논의는 일터라는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

양한 접근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무형식학습이 일어나는 장소

와 환경으로서 일터를 재조명함으로써 일터학습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졌다(Marsick & Watkins, 1990). 이 논의들에 따르면, 일

터에서의 일상적 활동이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주요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쇤(Schὂn)은 일터 맥락의 경험과 반성의 과정을 보다 정교화하여 설명한

다(Schὂn, 1987; 정민승, 2010에서 재인용). 그는 일터에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전문가적 기예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예의

학습과정은 경험과 성찰이 분리되지 않고 해당 지식에 붙박여 있는 맥락에

서 제기된 다양한 실천, 다시 말해 일 그 자체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레이브와 웽거(Lave & Wenger)는 상황학습이라

는 개념을 통해 학습은 개인이 인지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보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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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회적 상황 속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Lave &

Wenger, 1991). 초보자가 특정 실행공동체의 실천과정에 점진적으로 참여

하면서 공동체의 실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문화, 가치 등을 학습하게 된

다는 것이다. 성인학습론에서 비롯한 이러한 논의들은 개인이 일터에서 어

떻게 학습하는지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논의가 주로

일터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일터에서의 학습이 일터가

아닌 공간에서의 학습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3. 대학문화에 관한 연구

스펙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

선 20대 청년층이 어떻게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준비활동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재 반정호(2006)의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층(89.0%)이 취업을 위해 별도의 노

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준비 여부는 학력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인적특성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최종학교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비해 수도권이나 지방 출신

자들의 취업 준비율이 약간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의학계열

출신자들의 준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시작 시점은

대부분 졸업년도와 졸업시점부터 취업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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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업준비가 개인적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

경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민혜리(2003)는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참여 여부와 비용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취업기회 문제를 다룰 때 불평등과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외학습 경험뿐만 아니라 과외학습 비용의 지출

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외학습이 단

순히 공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보충하는 기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층

관계의 재생산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20대 청년층이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와

그 참여율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취업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준비활동의 종류와 빈도만을 보여줄 뿐,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스펙문화는 단순히 취업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스펙문화는 채

용제도나 교육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스펙문화는 대졸이라는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측면이 강하기 때

문에, 스펙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이민경(2008)의 연구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생활과 고민을 잘 보여준다.

그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경험에 대해 쓴 텍스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입시교육과 진로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지난 교육경험을 공부에 대한 부모의 강요

와 기대, 성적을 둘러싼 학교와 친구들 사이의 경쟁적 분위기로 인한 상처

와 억압의 시간으로 정리하면서 부정적으로 의미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에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성공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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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안을 자신들의 입시경험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학생활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

한다.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현상인 스펙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대학생활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윤

경 권인숙(2010)은 대학에서의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대학문화를 분석하

는데, 이런 문화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이 선후배간 위계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

며, 그것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한국 대학

내 복학생의 존재, 집단문화, 서열적 인간관계 등과 교차하면서 한국 대학

의 비민주성을 만들어 낸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모병제를 가지고 있

는 대만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독특한 모습이며,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를

중시하는 현 대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선후배 간 비민주적 관계를 수용하는 것을 한국 대학생

들이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서 ‘스펙 쌓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으로 해석

한다. 신자유주의 맥락에서는 대학 내 인맥조차 ‘관리’되어야 할 ‘스펙’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비민주적인 관계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 연

구는 스펙문화가 단순히 취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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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펙에 대한 인식

스펙문화 맥락에서 취업준비경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면담에서 제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의 스펙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포장, 어필

제보자들이 스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포

장”, “어필”이었다. 스펙은 취업을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였다.

김준영: (자신의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

해) 저는 제가 계속 생각해 왔던.. 제가 말 할 수 있는 장점이 이런 

일, 그니까 남들이 했던 레귤러한 것들도 했지만, 니들이 보기에 내

가 좀 창의적으로 보일 만 한 것들을 많이 했다, 나는 정말 이런 아

이디어나 마케팅이나 뭔가 주워졌을 때 좀 뭔가 창의적 걸 많이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거를 많이 어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였

던 것 같아요.

  

박지영: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볼 때 니

네 둘이 다를 바가 없는데. 학점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다 똑같은

데 근데 영어점수가 달라. 그러면 높은 쪽에 마음이 가고. 뭐 누구는 

어학연수도 했고 뭐도 했어. 그럼 그쪽에 더 마음이 가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내가 면접관이나 그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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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어필을 못했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거잖아요. 종이 있는 얘기잖

아, 사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똑부러지게 말 잘하고 면접 잘하

면, 이게 좀 별로이어도 아 그래도 쟤는 뭐 하나는 제대로 박혀있구

나 싶으면 그렇게까지 영향 안 받을 텐데. 나는 약간 나한테 자신 없

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포장이라는 말에는 스펙이 자신과 다르거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스펙은 취업준비생들을 어떤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펙은 우선 해당 직무에 대한 능력

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

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펙은 취업준비자들 자신이 얼마나 전

문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되며, 이러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펙이 직무능력,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박지영: 스펙관리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가끔

은 안타까운 게, 그렇게 회사 들어온 후배들을 보면 그다지 열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디어가 출중한지도 모르겠고, 난 잘 모르겠

어요. 약간 평이한, 광고 회사 신입사원이라고 보기엔 되게 평이한 

느낌의 애들이 있는데. 동아리 이런 데 가보면 진짜 특이하고 진짜 

광고 좋아해서 광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스펙 때문에 막 떨어져요. 그리고 진짜 스펙 좋은 애들 들어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날이 되게 무딘 느낌? 애들이 되게 둥글둥글

한, 약간 사회성 부족해도 이렇게 좀 튀는 애들 있는 게 좋은데. 그

니까 진짜 스펙이 좌우를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때가 있죠.  

박지영은 스펙을 잘 관리해서 들어온 신입사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

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광고업은 열정이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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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데, 스펙이 좋은 후배들 중에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펙이 광고업에서 중요한 열정과 창의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광고동아리

후배들이 열정이나 창의성 측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

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자기관리, 성실함이라

는 측면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박지영: (일을 잘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

해) 그런 사람이 더 일을 잘하냐 덜 일을 잘하냐 이거를 뭘로 평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되, 뚜렷하게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좋은 아

이디어를 낸다거나 문서정리를 무지하게 잘한다든가, 말을 엄청나게 

잘한다든가 하는 보통 아 저 사람이.. 쟤가 신입사원치고 괜찮게 하

네 라는 그 항목에 있어서 그런 애가 딱히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

아요. 근데 확실히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선 나는 플러스

는 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해왔다는 점에서는요?

박지영: 네. 많은 경험을 했고, 그만큼의 시간을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

했다는 거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나는 기본적

으로 너무 그런 건 안타까운 것 같아.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만 쓸 

일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거 많은데 왜 남들 하는 거 똑같

이 다 하지?      

이처럼 스펙은 취업준비자가 자기계발을 위해, 특히 취업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관리해왔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

기관리가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지표

가 되기도 한다.

김기준: 정말로 내가 이게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준비를 정말 본격적으로 했죠. ○○(특정기업의 회사명)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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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된 ○○ 중심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죠. 저 자신이 굉장

히 ○○에 오리엔트된 사람이란 걸 나중에 제가 면접에 가서도 보여

주고 싶었고 저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그 때부터 만들어야지 내가 

한 4년 뒤, 3년 뒤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

죠.  

강은혜: (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게 다 내용이 

주로… 이때 생각은 거의 증권사 쪽에 가고 싶어서, 그쪽 관련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2

학년 때 학점관리 한다고는 했으나 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

간 플러스 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또 막 갑자기 회사 가서 뭐 

여기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심

을 갖고 준비를 해왔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 자격증은 당락을 좌우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고요. 막 이

것 때문에 ‘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처음에도 얘기 

했듯이 관심을 가지고 해왔다 이 정도? 티내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 정도. 

김기준은 군대를 전역한 이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신이 “○○에 오리엔트된 사람”

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계획하였다. 다시 말해

입사하기 희망하는 특정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그 기업에서 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강

은혜는 특정기업에 대한 관심은 아니지만, 특정 직종에 대한 관심을 드러

내고자 하였다. 그는 금융 관련 기업에 입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

신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격증이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거나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단

순한 관심 표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스펙은 자신을 특정 직무

나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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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맨 처음에 공모전 참여했던 거는 정말 대학생 활동을 하고 싶었고 

봉사활동을 갔던 것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에

요. 제가 학교라는 그 틀 안에만 갇혀가지고 똑같은 사람만 만나고 

똑같은 것만 배우고 좁은 세계에 있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나

가면은 다양한 사람도 많고 배울 것도 더 많고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내가 못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더 알고 싶다, 그걸 진짜 더 알고 

싶다  해서 대외 활동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공모전을 제가 입상을 

하면서부터. 거기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와 이렇게 공모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전국에서 많이 왔구나. 이런 활동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본 게 기자단 활동이나 봉사 활동, 그런 거. 물론 

취업에 도움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스펙 쌓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

고.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10% 정도는. 근데 제가 했던 

순수한 목적은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지금도 연락하고 그렇

게 지내는 게 너무 좋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정말. 대학 생활에서 

정말 그건 꼭 해봐야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깐 취업할 

때도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스티

브 잡스가 말한 것, 커넥팅 더 닷 있잖아요. 그때 경험했던 게 나중

에 아무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너

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게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런 

경험들을 사실 기업에서도 원하고, 다양한 경험을. 매치가 잘 된 거

죠. 

김기준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모전, 기

자단 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였다. 그는 이러한 활동

들이 자신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스펙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

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활동들이 취업을 위한 것, 스펙쌓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취업을 목적으로 대외활

동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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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들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의도하지

는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스펙이 되었고 그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2. 스펙의 비균질성

스펙이라고 불리는 자격이나 경험들은 각각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스펙은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의 가치를 따지

는 데에 있어서 계량적인 부분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단순히 스펙으로 제

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스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취업준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스펙”, “나쁜 스펙”을 구분할

때에는 계량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작용하고 있었다.

김민호: 응. 거기 가는 데에는 도움이 됐겠지. 거기 가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생각

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스펙들은 서류통과 

스펙이야. 그 다음은 면접이거든. 솔직히 면접 가서는 자신이 있었

어. 적어도 외환 관련해서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면, 그 당시 학부

생 지식수준으로는 자신 있었어. 자격증이 없어도, 뭐 그것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거나 이럴 것은 아니었어. 그래서 안 딴 것도 있었어.  

   

제보자들은 사람들이 스펙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

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김민호는 자

격증이 취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데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

융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보다 해당 분야에 대해 높은 지식수준을 가

지고 있다고 자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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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이유는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출신학교, 공모전 경험 등 다른 평가요

소(스펙)들에 의해 자신은 면접까지 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민호: 글쎄. 사람을 얘기할 때 나는 스펙이라는 얘기는 안 해. 왜냐하면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해서 그런가봐. 예를 들어서 야 걔… 어

디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고 쳐. 예를 들어서 얘 ○○○(유명 컨설팅 

회사) 들어간 애야. 그럼 누구는 그렇게 물어보겠지. “걔 스펙 되게 

좋은가보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일정 항목만이 중요하

다고 생각해. “걔 학교 어디 나왔어?” 그것도 스펙을 물어보는 거일 

수는 있겠는데, 스펙보다 범위가 좀 좁은 거지. 걔 스펙이 어떤데? 

학교는 어디 나왔고, 성적은 어떻고, 경력은 어디서 쌓은 거 같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나는 그게 다 중요하다고 생

각은 하지 않는 거지. 그냥 학교 어디 나왔는데? 일 한지 몇 년이나 

됐는데? 어디 다른 데서 일했대? 집안은 뭐 하는데? 그 정도. 자격

증이 뭐 있는 데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지. 

스펙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생각해 이 개념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

우도 있었다. 김민호의 경우에는 자신이 취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

분과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스펙은 취업 결정에 중요하지 않은 부

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개념이었다,

김민호: (취업준비 중 스펙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있기는 있네. 전공공부. 그것도 학점을 위한 전공공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려는 일에, 좁게는 이제 면접을 봐서 내가 이 일에 적합하다

는 거를,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거. 단순히 학

점이라는 스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공지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은 가

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하는 거지. 

연구자: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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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다를 수 있겠지. 스펙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긴 한데. 사

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펙에는 분명히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런, 혼자서 재무관리를 공부한다거나 이거 안 들어가, 분명히. 왜냐

하면 걔 스펙이 어떻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걔? 걔 일주일에 2시

간씩 재무공부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 

한편 제보자들은 스펙은 너무 포괄적이면서도 정작 취업에 중요한 부분

이 빠져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김민호는 자신이 지원하는 금융직종의

경우에는 금융이나 재무 관련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관련 지식을 공부하였지만, 그것을 공부한 시간은 스펙에는 포함되지 않았

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스펙을 정작 중요한 것은

다루지 않고 불필요한 많은 부분을 모호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3. 취업을 위한 필수요건

취업을 준비하면서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은 취업준비에 대한 두려움, 부

담감으로 다가왔다. 스펙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취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이정아)”,

“다 저렇게들 열심히 하는구나(김준영)”라고 생각하였다. 언론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몇 종 세트’라는 표현은 이러한 두려움이나 부

담감을 가중시켰다.

이정아: 취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다고들 하니까, 준비 없이는 절대로 못하

는 게 취업이구나.. 그런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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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은 스펙을 취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모두 갖춰야 한다

는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제보자에 있어서 스펙은 취

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요건”, “default(기본설정)”에 가까

웠다.

김준영: 기본적인 뭐 학점이라던가 뭐 이런 게 정말 1점 대이다 이러면 문

젠데. 그니까 혹시 되게 디폴트 같은걸 뭐 학점이 3점 몇 점이고 영

어는 뭐 그래도 어쨌든 토익 성적이 있고, 뭐 거기서 커트라인 기준

으로 해 놓은걸 넘어가면 사실 자소서는 읽어 볼 거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강은혜: 학점은… 근데 그냥 뭐 서류 넣었는데, 아예 그냥 숫자로 잘라버린

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격증은 그 부

가적인 거라면, 학점하고 영어는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잖아

요. 그래서 기본도, 기본에서부터 아예 그게 없으면, 더 부가적으로 

뭐 제가 막 엄청 큰 특이한 사람이라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크

게…

강은혜는 학점과 영어는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 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신이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취업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학점이나 영어는 “그냥 숫자로 잘라버린다”는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학점이나 영어는 수치화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극

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처럼 스펙은 취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는 스펙이 서류전형뿐만 아니라 면

접전형까지 계속 영향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입사과정이 “스펙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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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혹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이런 거는 따로 안 가신 거죠? 

강은혜: 네. 필리핀에 어학연수 차 갔음에도 놀다 왔어요 (웃음) 두 달.

연구자: 두 달이요? 두 달 갔다 오셨으면 이력서에는 안 쓰시죠? 써요?

강은혜: 썼죠. 쓸게 없으니까 다 써요.

연구자: 그렇구나. 그럼 어떠세요? 두 달 어학연수 경험 쓰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 서류전형 쓸 때.

강은혜: 아니요 (웃음)

연구자: 그냥 빈 칸 만들기 싫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강은혜: 네. 

강은혜는 자신의 어학연수 경험이 짧은 기간으로 인해 어학연수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어학연수 경험을 적었다. 그는 자신도 자신

의 어학연수 경험이 어학연수로 보기 어려우며 자신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빈 칸으로 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

해 그것을 이력서에 포함시켰다. 그는 빈 칸으로 두게 되면 자신이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

려하고 있었다.

이정아: 맞아. 서류는 거의 스펙빨(발)인 것 같아. 면접 때도 스펙이 중요

하긴 중요한데, 면접에서 중요한 건 내 스펙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하

느냐고, 그냥 딱 진짜 그 항목별로 이렇게 쫙 나래비(줄을) 세워져 

있는 이런 게 되게 위력을 많이 발휘하는 거는 진짜 서류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서류 탈락했을 때 내 스펙, 내가 일부러 알지만 채우지 않

았었던 그 조건들 있잖아. 그 탓을 되게 많이 했어. 진짜 내가 자격

증이 없어서 이렇구나 봉사활동을 안 했구나 어학연수를 안 갔다 왔

구나. 학점이 내가 나쁜가? 이러면서 (웃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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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은 취업에 실패하였을 때 그 원인을 스펙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특히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때 자신을 드러낸 것은 이력서라는

서류 하나였기 때문에, 자신의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류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

에 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 이정아 역시 자신이 서류전형에서 탈

락했을 때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자격증, 봉사활동, 어학연수, 학점 중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고민하였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스펙을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본요건으로 생각하였

다.

4. 표현에 대한 거부감

제보자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스펙’에 대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준비를 시작하면서 스펙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스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낯설었다.

김민호: 거부감이 들지 좀. 스펙? 나한테 스펙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게임

을 많이 하니까.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의 스펙, 캐릭터의 능력치. 예

를 들어서 로보트 게임이다. 로보트 A는 공격력이 이만큼이고 방어

력이 이만큼이고. 이런 게 스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한테 스펙

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거부감이 확. 한동안 좀 어색했

지. 스펙이라는 단어가 쓰는 게.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이정아: 응.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쓰인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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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못했고, 뭐 그냥… 전문용어 정도 되는 줄 알았지. 스펙… 좀 

뭐… IT… 기계도 스펙 있잖아. (웃음) 스마트폰 스펙할 때… 그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제보자들은 전자제품이나 게임 상의 캐릭터를 평가하는 데에 사용하던

스펙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낯설어했으며, 이에 대

해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점차 이 표현에 익숙해졌다. 취업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업카페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그러한 과

정에서 스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졌으며, 일부 제보

자들은 자신에게 스펙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김준영: 한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니까 얘기를 했다는 게 스펙의 

화제의 전환이 남에서 우리로 온 거였거든요. 그니까 그때는 1, 2학

년 때는 ‘야 저 사람이 토익 900점이래’ 그러면은 ‘아 저 선배 스펙

이 좋아’ 이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 3, 4학년 때 주로 했던 얘기는 

우리 스펙으로 뭘 할까? 니 스펙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그 다음

에 정말 실질적인 저희 이야기. 쟤 스펙이 어떻대?, 뭐 그 회사는 어

떤 어떤 스펙을 본대?.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한 거 같아요. 그니까 그

냥 단어의 그 의미가 남들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케이스였던 것 같

아요. (웃음)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시점이 다가오면서 스펙이라는 잣대를 자신에게 적

용하기는 하였지만, 스펙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강해졌다. 김준영은 선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였던 스펙을 취업을 준비하면서 점차 자기 자

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자신들에게 넘어왔다

고 보면서, 자신들에게 적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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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그렇지.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얘가 그 경험을 했다고 해

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한 사람은 검증이 된 사람이야, 일종

의. 특정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 그 

얘기는 비슷한 경험을 회사에서 해서 또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

도 일정한 행동패턴을 보이겠구나. 그런데 경험이 없고 공부만 한 얘

다, 모르는지 거지. 얘가 와 가지고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 회사 

입장에서. 검증이 안 되는 거야.  .  

스펙에 대한 거부감은 그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

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점이나 자격증처럼 외현화된 요소들, 다시 말

해 흔히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로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예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스펙은 게임캐릭터나 전자기기를 이

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적합한 방식은 아니

라고 생각하였다. 스펙에 대한 거부감은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

한 이유에서 김민호는 스펙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보자들은 스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펙이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을 기계나 상품, 게임의 캐

릭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김준영: 다 저렇게들 열심히 하는구나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예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반감이나 그런 거는 곧 준비하면서는 

아 더러운 세상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웃음)

연구자: 준비하면서 반감이 좀 생기셨나 봐요?

김준영: 생겼긴 생겼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스펙이 좋은 얘들이 잘 가는 거

는 사실이니까, 그게 약간 돈 많은 사람이 잘 산다. 약간 돈이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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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뭐 그걸 부정하긴 어렵고, 그렇다

고 해서 힘들… 날 힘들게 하는 존재긴 한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맞

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김준영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펙에 대한 반감이 생겼지만 스펙

이 좋은 사람이 취업을 잘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역시 스펙을 관리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취업을 위해

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스펙을 돈

에 비유하는 김준영의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스펙을 돈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그의 인식은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김준영: 사실 스펙이 약간 우리사회에서 돈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꼭 필요

는 한데.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높은 사람들을 보면 

짜증도 나고 (웃음) 약간 그 비슷한 거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

요. 그래서 스펙이 왠지 사회에서, 그니까 학생들의 사회에서의 스펙

이 우리 직장인이나 사람들 사회에서 돈 같은 느낌이다 라는. 스펙 

없이 살 수 있어 약간 그런 마인드? 그니까 ‘스펙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니까 뭐 스펙 없이 행복한 사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의 수준을 낮춰서 가면 돈 없이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 넌 그렇게 살 자신 있어?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

답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도 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구나 라고 했고, 나는 그러면 이런 거

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부정을 못하겠다. 

막 후배들한테 술자리에서 스펙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막 이랬는데. 

다 어찌 보면 허울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준영은 돈이 행복이나 성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닌 것처럼 스펙이 개인

의 능력을 보여주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

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돈이 많은 사

람을 행복하거나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좋은 스펙을 가진 경우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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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능력을 인정받기 더 쉽다는 것이다. 그는 취업에서 기업이 자신의 능

력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쉽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5. 소결: 경험과는 구분되는 스펙

스펙이라는 개념은 경력, 경험, 자격 등 유사한 다른 개념과의 비교를 통

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들

은 스펙을 경험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스펙은 경험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이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스펙의 의미를 이해하

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스펙과 경험은 자신 밖의 존재하는 환경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

하지만, 각각이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험은 주체와 환

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스펙은 주체가

놓인 환경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스펙이라고 할 때에는 주체 자체나 주체

가 환경 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취업준비경험도 경험과 구분되는 스펙의 이러한 특징과 관련이 있다. 취

업상황에서 지원자 자신의 경험 자체보다는 그 경험에서의 환경을 중요하

게 고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준비도 환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놓였던 환경의 특징이 자신의 특징, 취업경쟁력이 된다

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놓일 수 없다는 특별한 환경에 놓이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별한 환경에 놓이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다른 사

람과 비교해 크게 뒤쳐지지 않아 보이는 환경에라도 놓이기 위해서 노력하

였다. 취업준비는 그러한 특별한 환경에 놓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



- 39 -

다. 이러한 이유에서 취업준비의 시작과 끝은 그러한 환경에 대한 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에 놓인 적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조건

이 충족되었을 때 그 취업준비활동을 종결하였다. 그 환경에서 취업준비생

이 그 환경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는 중요하게 고

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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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취업이라는 게임의 롤플레잉

취업준비는 경제구조, 기업 채용제도, 사회문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 개인이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업준비경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펙’이라는 상징과 그것의 영향을 받는 스펙문화

는 오늘날 취업준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취업준비라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스펙문화라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제보자들의 취업준비경험을 스펙문화의 맥락을 중심으

로 드러내고자 한다.

1. 본격적인 취업준비 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어서, 많은 제보자들은 졸업을 앞둔 시점에

급하게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진로

에 대해 졸업을 앞둔 시기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과도 관련

이 있다. 그들은 졸업을 앞둔 시점까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떤 진로를

가질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

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대학교 3, 4학년 때 취업준비를 시작하였다.4)

4) 남성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이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시점이 대학교

3,4학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대학교 3, 4학년 이후로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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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취업준비는 진짜 끝까지 안 한 것 같아요. 하긴 한 거는… 대학교 

4학년, (정정하며) 3학년 지나고 마지막으로 휴학했을 때. 그래도 이

제는 뭔가 취업에 관계 된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영어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그 다음 4학년 들어가면서부터는 마지막 여름방학이 왔을 땐 인턴 

준비해서 인턴 했고 그런 것들 했죠. 

박지영의 사례에서처럼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서 진로 결정에 대한 고

민이 심화되고 취업 준비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로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준비는 막연히 “취업에 관

계된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연구자: 그러면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랑 준비를 시작한 거는 조

금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한 1년 정도. 그걸 시기를 다르게 보는 이

유는 뭐야?

김민호: 준비를 시작한 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직, 어느 분야 

쪽으로 취직을 하겠다. 범주를 좁히고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구체적으

로 계획을 세운 거고. 그냥 단순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그냥 

그거지. 범주를 일반취직으로만 좁혀 놓은 거지. 고시, 대학원 다 빼

고. 그것뿐이지 적어도 내가 뭐가 필요하겠다, 취직을 하는 데에. 그

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때는. 1년 남기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뭐가 필요하겠다. 

  

제보자들은 ‘본격적 취업준비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하고 있

었다. 김민호도 본격적 취업준비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분명하게 구

분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본격적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시기에도 취업

을 위한 활동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본격적 취업준비 시기에는 구체적인 직무나 기업을 고

려해 계획을 세우고 취업준비가 삶의 전면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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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러한 준비가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제보자들은 취업준비

를 준비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하고 심지어 이를 위해 휴학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취업을 위해 하였던 활동들 중에는 많은 경우가 방학기간

이나 휴학기간에 이루어졌다. 강은혜도 3학년 1학기를 마칠 때까지는 특별

한 취업준비활동을 하지 않다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휴학을 하고

어학시험과 자격증시험을 준비하였다.

강은혜: 막연하게 그냥 처음에 있었고요. 막연하게만 있다가. 좀 안 했었는

데, 3학년 말, 4학년 초 정도부터 이제 거의 했던 거, 아니다 3학년 

1, 2학기 정도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네 음… 2학년 

끝나고 였나? 3학년 1학기 끝나고 였나? 그 때 휴학하고 뭐 자격증 

공부 좀 했었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거 했었고. 영어

도 3학년 정도부터 토익 학원도 다니고 스피킹도 학원 다녔고.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대학의 학점도 주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는 것과 다른 취업준비활동을 병행하는 것

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방학이나 휴학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진로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입사지원을 해야 하는 시점까

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

2. 보여주기를 위한 선택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모두 준비하기

보다는 그것들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준비하였다. 여기서 준비내용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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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다는 것은 취업준비생들이 자유롭게 준비내용을 결정하였다는 의미

는 아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취업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자신이 준비할 내용을 선택하였다. 그러

한 선택에 있어서 준비기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정아: 사실 취업… 내가 그때 준비되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학

기라는 시간이 더 있으니까. 방학 한 번이랑 한 학기라는 시간이 있

으니까. 그때 동안 내가 준비를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

리고 주변에 취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몇 가지 필수적

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애기해줬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거

든. 토익 점수라든지, 인턴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토익이야 뭐 공

부해서 시험 2~3번 정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으니까. 그

러면 또 금방 갖춰지겠다 이런 생각 했고. 인턴도 내가 방학이 한 번 

남아있으니까 방학기간 동안에 인턴을 하면 되겠다. 인턴준비를 또 

하면서 자동적으로 취업준비가 되겠지? (약간 무안해하며 웃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남은 시간 동안 몇 번 첨삭도 

받아보고 이러면 되겠다. 그런 시간이 그냥 딱 맞았던 거 같아. 방학 

한 번, 학기 한 번. 그 시간 동안 내가 해낼 수 있겠다 싶은 요소들

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게, 취업이라는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실현할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할까?     

제보자들은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는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준비하였다. 행정고시를 준비하였던 이

정아는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고 취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당시에

는 취업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약 6개월 안

에 취업에 필요한 준비들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토익점수, 인턴경험

과 같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준비하였다. 그는 취업준

비에 필요한 것들을 비교적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취업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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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제보자가 취업을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김민호는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자신의 취업의 당락

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취득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좋

은 자격증”은 따로 있었다. 그가 말하는 좋은 자격증은 변호사, 회계사 등

과 같은 전문직과 관련된 자격증이었다. 그는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

격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희소성도 떨어져 자

신의 취업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

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자격증의 영향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

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런 자격증은

단기간에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자격증 취득을

포기한다.

김민호: 그 생각도 했어. 자격증은 마음만 먹으면 두어 달이면 다 딸 수 있

는 자격증들이야, 대부분 학부생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그거 뭐, 그

게 뭐 내 당락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

어.      

제보자들이 대학생 시기를 취업준비활동으로만 채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대학시절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어학연수, 공모

전, 동아리활동 등을 하기도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소중한 경험

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대학 시절 경험을 스펙관리를 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자신은 하고 싶었던

것을 했던 것이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했던 것일 뿐, 그것이 취업준비

를 고려해서 한 활동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은 스펙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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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러한 경력을 관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력이 되었다고 보

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활동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만은 아니었다. 그러

한 활동들은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활동인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기업이나 사회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김민호: 어, 있지. 그 취업준비를 먼저 하면 취업카페에 들어가서 보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그럼 대부분 이걸로 압축이 돼. 그리고 

이력서를 쓰는 것도 양식을 보면 결국 이거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력서에서 이걸 요

구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거에 목을 메달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여기에 목을 메달아서 이거를 많이 해오니까 이력서를 그렇게 회사

에서 만든건지. 그건 모르겠어.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취업준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양식이나 취업카페의 정보가 중요

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김민호는 기업의 이력서 양식에 대해 기업이

제시한 양식에 취업준비자의 준비양상이 영향을 받는 것인지, 취업준비자

들의 경험을 고려해 이력서 양식이 형성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하

였다. 이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김민호: 다 했어, 거의. 대기업이었으니까 대부분이. 인턴 뽑는 회사가 그 

당시에 많지 않았어. 대부분 대기업이었으니까. 일단 인턴은… 인턴

을 고르는 기준은 약간 내가 원하는 회사를 인턴으로 쓰는 건 아니

었어, 그 당시에. 인턴은 그냥 자기소개서에 한 줄 채우려고 쓰는 그 

정도의 의미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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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에게 있어서, 인턴활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업에서 할지

는 크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입사하기 희망하는 기

업에 인턴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모집하는 거의 모든 대기업에

지원하였다.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한 이유는 인턴은 자기소개서를 채

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제보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턴을 지원하였다.

김민호: 차이가 많지. 엄청 차이가 많지. (약간 흥분하며) 야, 말이 안 돼. 

저 편한 수업은 의미가 뭐냐 하면 출석만 하면 점수가 웬만큼 나온

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출석만 어느 정도 하고. 공부, 수업시간에 

수업 잘 안 듣지. 딴 짓 하거나 졸거나. 숙제는… 학점관리는 해야 

되니까 숙제는 간당간당 내고. 팀플. 대충하는 거지, 팀플. 중요한 역

할은 너희들이 하세요. 프리라이딩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다른 

수업에서 프리라이딩 안하고 열심히 한 수업들이 있고, 내가 프리라

이딩 할 때 쯤이면 내가 완전히 졸업반이었으니까. 경영대의 조금 어

린 애들이랑 할 때 약간 프리라이딩을 해도 이해를 해. 아 형님 이번

에 취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은 그냥 이거 이거 이렇게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걔네들도 마인드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일단 집중 많이 안 하게 되지. 반면에 재무수업 

듣는다. 나는 저게 면접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학수업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업을 선택할 때에도 무슨 내용을

다루는 수업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었으며, “졸업하는 데에 편한” 수업인지

만이 중요하였다. 물론 취업을 위해서는 좋은 평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

했기 때문에 수업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학점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취업준비로 대학 강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대해 아직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

도 크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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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수업은 뭐… 안 듣지는 않았잖아. (웃으면서) 안 듣지는 않았어. 

나 할 거는 다 했어. 그런데 뭐… 뭔가 지식을 얻는 데에 뭔가 집착

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를 하면 교육학 공

부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시험 치고 나서 내가 이걸 

까먹든 안 까먹든 상관이 없어, 나한테는. 재무수업을 들을 때는 시

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냐. 쟤는 나한테 필요해. 나중에 

나가서. 쟤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에 비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강의의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김민호는 재무 강의의 경우에는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열심히 들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강의는 단순히 시험을 보고 좋은

학점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 강의의 내용은 대학을 졸업

한 이후 입사 면접을 보는 데에도 필요하고 직장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그 강의는 학점 관리를 위한 강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정아: 봉사활동은 아까 말했던 그 나의 양심이 좀 그랬고, 자격증은 시간

이 없었어. 공부를 하려면 3~4개월은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가 좀 그랬고, 컴활(컴퓨터활용능력시험) 이런 거는 따도 그만 안 따

도 그만이라는 사람.. 의견이 좀 대세였어. 그래서 그건 뭐 따도 그

만 안 따고 그만인데 뭐 하러 따나 이런 안일한 (웃음) 게으름의 추

산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지. 그런데 뭐 금융권 같으면 얘들이 되게 

많이 열심히 할 텐데, 나는 금융권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랬

지. 그냥 업종의 특색이었던 것 같아. 업종의 따라 뭔가 갖춰야 할 

조건의 필수냐 선택이냐 이게 딱 달라졌었던 것 같아. 

이처럼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원하

고자 하는 직종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준

비해야 할 내용들이 달라졌던 것이다. 이정아는 정보통신(IT)이나 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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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조업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자격증이 많이 필요

하지 않았다. 자신이 지원을 희망하는 직종에는 봉사활동이나 자격증이 합

격 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취

업준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취업을 위한 준비도 업종의 특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필수사항이

될 수도 잇고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자신이 금융업 분야

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3. 합격스펙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취업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획득하였다. 그들은 친구들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

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구들과는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되

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친구들을 통해 얻는 정보보다는 취업 관련 인

터넷카페를 통해 얻는 정보가 취업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정아: 거기서는 진짜. 이 모든 조건을 내가 다 갖고 있었는데도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별로 없는데도 붙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

니까. 정보의 양은 진짜 많은데 뭔가 이렇게 딱 정말로 도움이 되기

에는 너무나 막연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

로 내가 어느 정도는 갖춰야지 좀 들이댈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은 주

는데 되게 유용했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막 토익은 어떤 회사

는 950점 이하는 다 떨어뜨린다더라, 어떤 회사는 토익 뭐 900만 넘

으면 OK라더라 뭐 이런 거 있었고, 어떤 회사는 자기소개서를 진짜 

열심히 쓴 사람들은 붙여준다. 그런 팁 같은 것들? 그런 것만 많이 

참고했지. 아무래도 정보가 이렇게 누적된 게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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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 카페에는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고 신뢰하기 힘든 “하더

라” 정보도 많았다. 같은 조건에 대해서도 취업에 성공했다는 정보와 떨어

졌다는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하는지 고려하는 데에는 유용했다고

생각하였다.

김준영: (합격스펙과 합격수기 중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

해) 솔직히 수기는 된 사람인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

니까 수기는 제가 자소서 쓰다 보니 그렇긴 한데 제 얘기를 쓰는 거

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처럼 하기에는, 그니까 제가 정말 1학년 

때부터 알았으면 수기를 보고 그 사람처럼 했을 텐데. 이미 걔는 자

기만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쌓아온 거고. 저는 제 자소서만 잘 보면 

되는 건데. 내가 애랑 똑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선 사

실 수기는 약간 좀.. 그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붙었다 더라 하는 잘

난 척? 인 것 같고요. (웃음) … 장난으로 읽어 볼만은 한데.. 그니까 

애가 합격수기에서 저는 어학연수를 갔다 왔고, 뭘 했고 했는데 그렇

다고 내가 지금 애랑 똑같이는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현

실적인 정보? 1차로 붙은 애들이 어느 정.. 여기는 정말 학교를 가리

는가 뭐 붙은 애들이 토익이 다 900 넘으면 아 여긴 정말 토익을 보

는구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카페에서 또 〇〇〇(회사이름) 

치면 뭐 합격한 사람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1차 합격했

다. 그 사람이 남, 뭐 서울소재대학교, 토익 뭐 860, 어학연수 있음, 

막 이렇게 해서 한 줄짜리 리플로 이렇게 1차 발표가 나면 합격한 

애들이 자기 스펙을 이렇게 써요. 학교명은 구체적으로 안 쓰는데, 

뭐 인 서울 예를 들면 in 서울 아니면 지방국립, 이렇게 해서 쭉 써

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얘네들이랑 얼추 비슷한가?

그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는 합격수기보다는 합격스펙이었다. 합격수기는

김준영에게는 “수능 전국수석의 수기”처럼 자기자랑으로 보였으며, 그 역

시 “심심풀이” 정도로만 읽었다. 그가 그런 합격수기를 읽는 시점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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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합격수기의 내용처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그에게 유용한 것은 합격한 사람의

스펙이었다. 출신학교, 토익점수, 어학연수 경험 등을 담은 “한 줄짜리” 정

보가 그에게는 더 유용하였다. 그 정보는 구체적인 학교 이름이나 경험의

내용보다는 “서울 내 대학, 수도권 대학”처럼 추상적인 구분이나 경험의

유무 정도만 표시하였다. 그 정보는 간결성이 생명이었다. 서류전형에서는

제한된 내용만으로 채용자의 눈길을 끌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간결하고

추상적인 정보가 취업준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강은혜: 그래요? 근데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틀린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막 이거를 보고선 난 이거니까 되겠구나. 이거를 가지고 당락

을 점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 보통 사람들이 이정도 생각을 가

지는 구나’ 이런 정도를 확인하는 거고, 나랑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는 구나.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원서 넣은 사람들끼리 

스펙 얘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붙은 사람들이랑 떨어진 사람들이 자

기 스펙 얘기하면서 저는 붙었네 떨어졌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대략 이 정도면 붙고, 이 정도면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 … 그거는 그냥 보면서 약간 나보다 낮은 사람도 있네 그러면

서 안도하고 막 이런 거 있고, 높은 사람이 있네 아 어떡하지 막 이

런 정도?

박지영: 의미 없죠.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질문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근

데 이제 안심하는 거지.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안달하거나 안

심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 난 이 사람보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

는데 과연 거기 붙을 수 있을까?’ 안달 안달하면서 막 더 하려고 그

러고. 아니면 ‘아이씨 얘는 이 정돈데 붙었으니까 나도 괜찮지 않을

까?’ 안심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거

는 가서 똑같은 질문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괜히 준비하는 거에 

마음의 안정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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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공유되는 스펙과 관련된 정보들은 취업준비

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제보

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공유되는 다른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서 자신이 어

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합격스펙”이라고 표현하는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스펙을 통해 자신의 취업성공 가능성을 예상해보

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들은 안도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

다.

4. 학원수강과 스터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수강과 스터디 참여는 유용한 학습방법으

로 활용되었다. 특히 자격증시험이나 어학시험과 같이 평가를 요구하는 것

의 경우에는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면접의 경우에는 스터디

활동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은혜: 토익은 그냥 책만 봤어요. 학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니까 스

피킹은 학원에 다녔는데. 아니! 토익도 학원은 끊긴 했는데 잘 안 갔

고요. 토익은 혼자서 하고. 스피킹 할 때만 좀.. 노하우 필요할 것 같

아서. 스피킹은 또 막바지에 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스피킹 얘기가 없었는데. 4학년 때 그 때 할 때 돼서 갑자기 

삼성에서 스피킹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때 갑자기 따게 됐고. 

학원을 수강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학원에서 알려주는 지식이나 팁을 효율적으로 학습함

으로써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강은혜는 어학시험의 경우에는

영어실력보다는 그 시험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 52 -

시험에 익숙해지는 데에 있어서는 학원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학원을 다녔다.

강은혜: 학원 방식도 너무 재미없어요. 강의 들으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

래서 그냥 내가 내킬 때 내가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차피 토익 같은 것도 보통,. 아! 동영상 강의 잠깐 봤었어

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뭐 노하우 정도만 하고. 그것도 어차피

토익도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런 게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보다는 그 시험 자체에 좀 익숙해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라면 굳이 학원 다니면서 

너무 들이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학원 수강의 목적이 시험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하우

를 어느 정도 습득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시험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에는 학원수강을 그만두었다. 강은혜도 토익시험이나 금융 관련 자격증 시

험을 준비하기 위해 처음에는 학원을 다녔지만, 몇 개월 수강한 후에는 학

원을 그만두고 혼자 준비하였다. 학원, 스터디 등을 활용해 취업준비를 하

는 것은 자기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취업이라는 상황이 타자

의 시선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자격증시험이

나 어학시험에서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나 기준을 충족하는 게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나 경향, 다시

말해 외부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김민호: 한번도 안 접해본 거에 대한 불안감. 그걸 미리 좀 접해봐야겠다.  

면접 안 봐봤잖아, 한번도. 그리고 인성면접은 별로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전공면접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스터디라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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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상황을 경험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김민호는 면접

대비 스터디에 참여한 이유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들었다.

그는 그동안 면접이라는 상황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해 그런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면접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 면접이라는 상황은 짧은 시간 안에 타인이 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였다. 특히 타

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안하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그런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면접스터디에 참여하였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격증의 경우에는 취득과 동시에 관련된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

았다.

김민호: 어.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어. 토익을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거

야? 점수만 나오면 땡이지. 자격증? 60점으로 붙으면 땡인 거야. 사

실 자격증도 공부 제대로 하면 지식이 되게 많이 느는데, 자격증 공

부하는 사람이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자격증이 그냥 필요한 거야, 그냥. 

김민호: (취업준비와 스펙관리의 차이와 관련해서) 방식에 차이가 있지. 재

무 얘는 재무 수업 듣고 재무 혼자 공부하는 거는 내가 일정 수준이 

다다르기 전까지 계속 공부를 그냥 해야 돼.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고 또 하고. 모르겠으면 계속 찾아보고 책 보고. 토익, 자격증, 

인턴, 봉사활동 이런 거, 동아리 이런 거는 수준이 중요한 게 아냐.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김민호는 토익이나 자격증과 같은 시험을 통한 학습도 제대로만 한다면

지식 습득,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활동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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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획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도로만 준비하였다.

이에 비해 스펙관리가 아닌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스펙관리를 목

적으로 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력서에 쓰는 항목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자기계발의 경우에는 이력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준

비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5. 소결: 취업이라는 게임의 롤플레잉

한 제보자의 이야기처럼, 스펙은 컴퓨터게임 캐릭터의 능력치와 유사하

다. 한 개인의 능력을 정해진 몇 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계량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컴퓨터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표현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컴퓨터게임 중에서 이러한 표현방식을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

는 장르는 롤플레잉 게임(roleplaying game)인데, 여기서는 캐릭터의 능력

을 공격력, 방어력, 지력 등으로 구분하여 수치화해서 표현한다. 이는 출신

학교, 학점, 어학점수, 봉사활동, 공모전 등으로는 구분하고 그것을 객관적

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스펙과 유사하다. 물론 게임에서는 능력을 수치화해

서 나타내지만, 어학점수나 학점을 제외한 스펙은 조금 더 기술(記述)적으

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술적

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의 등급을 나누어 그들 사이의 가치를 비

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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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왜냐하면 아까도 애기했듯이 스펙이라는 거는 결국 어디에 쓰냐. 

회사에 입사할 때 객관적인 수치 비교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 수치화

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에 나오는 게임 스펙

이랑 똑같은 거지. 왜냐하면 게임 캐릭터도 결국은.. 게임이라는 게 

결국은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이렇게 만났을 때

에 수치 비교해서 더 수치가 높은 놈이 이기는 거잖아, 결국은. 똑같

지. 수치가 더 클수록 스펙이 좋은 거니까. 현실생활에서도 스펙을 

쌓는다는 게 뭐 학교 좋은데 나오면은 A. 그저 그런데 나오면 B. 뭐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점수차이 여기서 몇 점 나고. 인턴 대기업에

서 했으면 A. 인턴 하긴 했는데 중소기업 B. 알바 C. 없다 D. 뭐 이

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 매기고. 다 점수화 시켜서 매길 수 있는 부

분이니까   

김민호의 면담자료는 취업상황에서의 스펙과 게임에서의 스펙의 유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취업상황에서의 스펙과 게임에서의 그것은 능력의 수

치화와 이를 중심으로 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게임에서는

모든 능력을 수치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게임의 규칙을 정한다. 취업에서도

취업준비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수치화되어 표현되고

이 점수들을 근거로 정해진 규칙에 의해 취업여부가 결정된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일종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 특히 캐릭터의 능력치를 활용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롤플레잉

게임과 매우 흡사하다. 제보자들은 취업을 위해 스펙이라는 외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때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다시 말

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외적으로 그러한 능력

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는 롤플레잉 게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 그러면은 그 롤 플레이잉 게임이라는 걸 보면 플레이어가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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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이라는 게 실력이라는 게 있잖아. 게임 실력이라는 게 롤 

플레잉에서는 능력치하고 실력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 플레이어의 

조작능력?

김민호: 능력치가 80이지 80. 

연구자: 조작으로 극복 못하나?

김민호: 조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0? 없다고는 말을 못하니까 

20이라고 애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온 ○○○(게임이름)

를 예로 들어도 “아~ 신의 손놀림이야.” 근데 한 대 맞으면 피(에너

지)가 반 넘게 닳아. 두 대 맞으면 죽어. 내가 아무리 신의 손놀림을 

갖고 있어도 두 번은 맞거든? 두 대 맞고 죽는 거야, 그냥. 아무리 

신의 손놀림이어도 극복이 안 된다고 일반적인 능력치가 안되면은.

롤플레잉 게임에서도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게임을 하는 사람의 조작능력도 일정 정

도 영향을 가지지만, 조작능력은 캐릭터의 능력치를 크게 뛰어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롤플레잉 게임에서는 능력치를 높이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자신의 실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

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롤플

레잉 게임과 유사하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갖추는 방식도 롤플레잉 게임의 그것과 매

우 유사하다. 롤플레잉 게임에서 이러한 능력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크게

아이템의 획득과 임무 수행이 있다.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은 학점, 자격증

등을 갖추는 것과 유사하며, 임무 수행은 봉사활동, 공모전 참여, 인턴 등

의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영: 그렇죠. 뭐 질문.. 서로 물어보니까 막.. 스펙 쌓았냐, 막 스펙 어

때. 카페 같은데 글 올리는데 내 스펙 평가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 

아니 남들이 뭔데 애를 평가하지? 막 이런 거? 아 너무 웃긴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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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였지만 왜냐면 자격증란에 쓸게 없으니 모스를 땄고 영

어 란에 점수를 써야 되니까 영어학원에 다녔지만. 그렇다고 누가 봤

을 때 그 스펙이 이쪽은 되게 약하고 이쪽은 되게 강하시니까 이쪽

을 키우시고 이걸 보강하셔야 해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웃

긴 거예요. 그거 다 잘해서 일 잘한다고 누가 그래? 막 이런 거? 

제보자들은 취업이라는 게임을 위한 하나의 좋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서 노력한다. 높은 학점과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봉사활동,

공모전, 인턴 등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취업준비

자들은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부각 혹은 보완하고자 하였

다. 이 때 취업 관련 인터넷카페는 중요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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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스펙쌓기 경험이 학습생애에서 가지는 의미

학습은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자신의 개

별적 경험들이 서로 모순이 없도록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

성과 전일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스펙문화 속에서 취업

을 준비한 학습경험은 역시 기존의 다른 학습경험들과 모종의 관계를 이루

게 된다. 만약 그것들이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각 경험들은 재해

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재해석은 향후 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취업준비경험은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

도 다른 경험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였다. 이 장에서

는 스펙문화 맥락에서 취업준비 학습경험이 기존의 다른 학습경험들을 재

의미화 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앞으로의 학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1. 의미화 및 미래계획

1) 스펙쌓기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

취업준비경험은 삶의 다양한 장면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취업준비

는 일과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는 1차적으로는

그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자신의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자신의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

었다고 답하였다.



- 59 -

이정아: 내가 처음에 딱 입사를 했을 때는 그런 게(스펙)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 … 무슨 회사의 신입사원이 무슨, 자격증 있는 신

입사원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 식으로 안 믿었는데. 일단 인턴을 하

고 그 인턴에서 붙은 사람들. 같이 인턴사람들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다들 진짜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웃

음)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취업

스터디 때 만난,  면접 스터디 때 만난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엄청 

난 거야. 뭐 다 어학연수 같은 거 하나씩 다 갔다 (왔고). 어학연수 

안 갔다 온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토익 970~980대 막 넘쳐나

고. ‘큰일났다 나는’. ‘나는 불리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엄청 화

려해, 얘들이. 특히, 진짜 나는 ○○대(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하 

얘들은 본 적도 없어. 

제보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준비경험, 특히 스펙이 취업

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정아는 취업준

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해왔다. 그러나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턴 동료들의 스펙에 대해 알

게 되면서 스펙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의 스펙

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사원을

선발하는 데에 스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스펙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

다. 결국 자신의 스펙이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정아: 응. 많이 걱정됐지. 그리고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자가 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뭐… 서울 소재 4년제 좋

은 학교 나왔고, 토익 뭐 900 이상이었고,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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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턴도 했었고, 인턴에서도 좀.. 괜찮은 인턴에서 할 얘기가 많

은 인턴이었어. 잡무 인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인

턴에서 되게 배운 게 많고, 누가 너 인턴 했을 때 뭐했냐 라고 물어

보면 할 말이 되게 많은 일을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어필을 하면 먹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 하자 조건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이게 진짜 뛰어난 스펙이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해가 될 

만한 건 없었어.      

   

자신의 취업준비경험이나 스펙이 취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판단하

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러한 경험이나 스펙을

평가하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무엇 때문에 합격 혹은 불

합격되는지 아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접의 질문내용이었다.

강은혜: 제가 그 때 한번 단체 면접을 들어갔었는데. 그 때 그 중의 어떤 

사람이 CFA를 땄었어요. 그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한

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때 잠깐 땄어야 되나 생각했어요. 그 때만 

했어요.

김민호: (취업준비했던 것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한자 자격증은 필요 없었던 것 같아. 나머지는 필요했

던 것 같아.

연구자: 그거를 네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지?

김민호: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들을 이용해

서 채워 넣고.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들을 물어봤잖아

  

이처럼 제보자들은 면접과정에서 받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력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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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취업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서류전형

에서는 어떤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자신의 서류전형 합격에 영향을 주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보자들은 제한된 정보로 인해 면접에서 질문한

내용들만을 토대로 그것이 자신의 취업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이정아: 어. 들어가기 위해선 필요해. 들어가선 별로 쓸모가 없고. 누가 물

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고과에도 전혀 반영 안 되고 얜 토익점

수가 970이여서 고과 가를 받았어. 절대 아니거든. 절대.

강은혜: 그거는… 지금 더 잘 알게 된 사실이지만, 뭔가 학교다닐 때 배웠

던 것들은 회사생활에서 크게 많이 도움이 안되고 어차피 가서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게 진짜로 회

사생활에서 크게 막 토익했던 게 무슨,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웃음). 그니까… 그냥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제가 만약 증권사에 들어갔다

면. 있었겠지만… 뭐 카페 글 같은 거 읽어보면 들어가서는 거의 제

로 베이스에서 같이 시작하는 거로 봐야 된다 이런 것도 보고 하게 

되니까. 크게 뭐 일하면서 뭐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겠거니 그런 생각

까지는 안 했어요.

취업준비경험은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직장에서의 경험과도 연결

되어 의미를 생성하였다. 많은 제보자들은 취업준비경험이 자신의 직장생

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른바 ‘스펙관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은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정아

가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처럼 취업준비경험은 취업을 위해서 필

요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경험은 직장생활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때문에 인사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스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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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경험은 강은혜의 이야기처럼 단지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보다는 “경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었

다고 말한다. 스펙을 위한 취업준비경험도 경험의 하나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과 구분하여 “경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준영: 그니까 A랑 B중에 좀 더 취업에.. 내가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지

만 취업에 가까운 쪽을 집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고가 넓어

지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잘 맞춰서 하긴 했지만 사고가 

넓어지는 쪽으로 보면 정말 좀 어학연수도 좀 갔다 오고, 아니면 워

킹홀리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보고..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줄의 차이는 없겠지만 정말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경험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스펙을 위해 했던 활동들을 제외한 다

른 활동들을 의미한다. 김준영은 “취업에 가까운”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

동을 구분하였다. 그는 대학 재학 시기에 취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 종

류의 활동 중에서 취업에 가까운 활동을 주로 선택해왔다. 그러한 활동이

자신의 취업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것이 자신의 사고의 폭을 넓

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두 종류의 활동은 이력서상으로

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차이가 드러났다

고 말한다.

김준영: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취업하기 전에 

놀러 가라, 배낭여행 가라 그게 정말 노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되게 

시야나 확실히 이런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가보는 

게 확실히.. 저도 사실은 애들한테 많이 얘긴 하거든요. 기본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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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되 많이 놀러 가봐야 된다 (웃음) 안 그러면 정말 밀리더라. 직

장생활 경쟁력에서도 중요한 것 같더라.

김준영: 버튼 하나를 붙이는데 왼쪽에다 붙일까요 오른쪽에다 붙일까요 두

고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웃음) 그럼 되게 사실 

공대 마인드로는 ‘아니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건데. 왼

쪽에 붙였을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오른쪽에 붙였을 때 감성이 

다르다, 막 이런. ‘도대체 저 감성은 어디서 배워야 되지?’ 막 그렇

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뭔가 서비스를 개선할 때 그런 못 보

는 부분들을 캐치하는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되게 잘 캐치하는 분들

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회식자리에서나 얘기하면 되게 인문

계적 감성은 확실히 있는 사람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

이 조금은.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죠. 

  

김준영이 보기에,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작은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있

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뉴를 홈페이지의 어느 쪽에

위치하게 하느냐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

들은 자신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

는 인터넷 서비스를 기획하는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고 생각했는데, 그것의 원인을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직장생활에서는 스펙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았

으며, 경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민호: (취업준비경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돼. 도움이 되는데… 스펙 준비한 게 도움은 하나도 안 돼. 내가 아

까 얘기했던 재무 공부한 게 도움이 돼. 내가 공부했던 게 재무 보고 

회계 보고 그랬거든. 그나마 그게 도움이 돼. 왜냐하면 들어와서 실

제로 이제 나는 기업금융이니까 업체분석하고 이래야 하는데, 기본적

인 회계지식은 있어야 돼. 적어도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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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상태가 어떤 회사인지 정

도는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에 환율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되게 편한 게, 고객들이 가끔 물어봐. 

환율이 왜 올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왜 10원 뛰었어요, 10원 왜 내

렸어요? 아 그러면 나는 평소에 많이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내가 그쪽의 전문가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요인에 대해서는 얘기해줄 수는 있거든. (중략) 학교 다닐 때 

쌓았던 기본적인 지식, 환율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가. 

그걸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왜 내렸는지, 왜 올랐는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경험까지 합해지면 더 그럴 듯 해지는 

거지.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제보자들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지식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

기도 하였다. 대학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게 된 제보자들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지식이 직장생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김민호도

대학에서 공부한 재무지식이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스펙 관리를 위해 했던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영: (대학시절의 다양한 경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

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까, 사람을 많이 만나본 게 결국에는 도움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공

통화제가 한 두 개씩은 있다는 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요. 뭐 저도 그거 해봤는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뭐 여행으로 치면. 

뭐 오히려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보는 거 좋아해서 어 그거 저도 봤

는데. 그런 얘기들… 좀 쉽게 통하는 화제들이 많아지는, 그니까 내

가 갖고 있는 화제나 뭐라 그럴까 밑천이 좀 든든한 거? 직접적으로 

막 이게 이럴 때 막 빛을 발하며 도움이 됐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

데 그래도 근근이 역시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나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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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직장생활에서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지

영은 대학시절의 다양한 경험이 직장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대학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쉽게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원만한 대인관

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다른 협력업체와

의 공동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 미래계획

경험은 개별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들과 새로운 관계

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취업준비경험도 다른 경험들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는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

잘 드러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직업세계와 관련된 계획과 그렇지 않은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세계와 관련된 미래 계획에 있어서는 제보자들은 승진과 이직을 고

려해 “잘 팔릴 수 있는” 일을 맡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미 취업에는 성공

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 혹은 향상시켜

야만 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자신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맡기를 원했다. 그들의 미래계획은 이러한 일을 맡는 것과 밀접한 관

련이 있었다.

박지영: 그건 있어요. 이직 시장에서 더 잘 팔릴 만한 일을 하려고 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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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이제까지 지난 3년간 했던 

게 약간 회사가 그니까 내가.. 내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되게 많

이 하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경력관리가 잘 안됐구나 라는 느낌이 

되게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

랜드를 뭐 몇 년간 내가 이끌어 가면서 쭉 해왔다 그래서 그 브랜드

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내가 있어봤다. 내가 키웠다. 약간 이런 마

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저 브랜드를 되게 많

이 섞어 가면서 하고, 되게 다양한 분야를 했고. 해외일 하다가 국내

일 하다가 스포츠 하다가 이벤트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섞었

거든요. 이젠 좀 진득하게 있어야 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프

로젝트를 좀 맡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박지영은 자신의 현재 직장생활에 대해 경력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평

가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나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보니 다양한

일을 맡아서 하지만, 자신이 그 일에 애착을 가지거나 성장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다양한 일을 맡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내가 키웠다”라는 보람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해, 그는 앞으로는 자신이 한 가지 분야나 프로젝트를 “진득하게” 할 계획

을 세우고 있었다.

박지영: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학 때 스펙 쌓는 거랑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냥 내가 정말 막 욕심 내서 회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렇죠 뭐. 일에 대해

서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이 일을 어떻게 잘해내서 이 일에서 이 분

야에서 크겠다 라고 마음먹으면은 하겠죠. 세미나도 다니고 컨퍼런스

도 다니고 주말에 시간 내서 뭐 관련 전시도 보러 가고, 근데 그 정

도의 욕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박지영은 이러한 점에서 직장생활에서 경력관리가 스펙관리와 크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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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그것에 대해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의 스펙관리

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김민호: (현재 준비하는 대학원 입학준비와 취업준비가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 남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결국. 내 능력. 그러니까 차이가 있

을 수 있겠지. 아직도 그 생각… 또 똑같이 준비할 거야, 아마. 준비

한다면, 만약에 서류가 통과된다, 그러면 공부를 또 하겠지. 자격증 

공부는 아니고 보여주려는 공부는 아니지만. 내가 가서 공부해야 되

는 분야에 대해서 선행학습은 하겠지. 그건 보여주려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가 가서 그걸 소화할 수 있고. 내가 전문가가 되는 데에 있어

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미리 쌓아놔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

는 공부이지, 그거는.

김민호 역시 취업 이후의 경력관리나 자기계발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업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

는 자신이 경영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

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나 이와는 달리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것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정아: 왜냐면… 뭐 진짜 비근한 예로 그 resume라는 거… 토익 점수 없

어. 그 점수를 쓰는 란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거야. 어학연수 경험 이

런 게 없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work exprience 이런 거. 

academic background 그런 거 있고. 뭐 다른… specific activities 

이런 거 있어. 그런 거는 내가 쓰는 나름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취업 

준비 할 때의 스펙이라는 건 진짜 딱 뭔가 계량화된 수치로 딱 나오

잖아. 점수 몇 점, 토익 몇 점, 뭐 무슨 토익 스피킹 레벨 몇.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학연수 했었던 학교 이름 이런 거 나오고… 인턴 

했었던 뭐 그룹이름 이런 거. 딱 진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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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력, 재취업이나 뭐… 이직준비를 할 때 쓰는 이력서들은 그런 

계량화된 지표보다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뭘 얻었고, 이런 걸 설

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야, 그 포맷 자체가.    

이정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는 스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

가.. 얘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제 안 맞았

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 토익 점수가 너무 낮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헤드헌터들이나 뭐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볼 때. 내가 현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내 커리어를... 이렇게 하고 

뻗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흔히 

말하는 그 스펙이라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 내 생각에.

이정아는 취업 이후에 승진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이미 직업세계에 들어온 경력직의 경

우에는 우선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입사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펙은 승진이나 이직 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경력직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신이 어떤 업

무를 해왔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만을 계획하는 것은 아

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업준비 경험은 직업세계에서의 계획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미래계획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계획은 취미

나 다른 활동에 대한 계획에서 잘 드러난다.

박지영: 입사하고 2~3년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더니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개인이 즐거운 일이 직장 외에도 있어야 회사 일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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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긴다는 입장에서 자기계발은 결국 회사에도 결국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운동을, 재작년쯤부터 다시 하기 시작

했고, 또 뭐 배우기도 시작했고, 재미도 있어지고. 이제 여행도 좀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짧게라도.

제보자들은 직장생활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박지영은 지난 몇 년간의 직장생활에서 삶의 재미

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서 취미나 다

른 활동들을 거의 하지 못했더니 삶의 재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였다. 그

로 인해 직장생활에서도 활력을 잃어갔다. 그래서 그는 작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춤, 외국어와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하

였다.

2. 스펙쌓기 경험의 특징과 의미부여 방식의 관계

1) 들어가봄 / 있어봄

스펙쌓기 경험에서는 그 경험의 주체보다 경험의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

게 인식되었으며, 그 의미 역시 환경이 가지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보자들은 자신의 취업준비경험을 설명할 때에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기까

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그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했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취업준비경

험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 보지 못하는 환경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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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인턴은 계획에 없었죠. 근데 이제 해외봉사 갔다 와서 인턴을 모집

한다 이런 얘길 들었어요. 나 하고 싶다 어차피 교환 학생 나갈 거면 

연속으로 하자. 교환학생도 한 번만 가려고 했었는데, 두 번 가려고 

했던 거고. 두 번 가려고 하니깐 이게 있네? 세 개를 연속으로 가자. 

정말 준비 많이 했죠. 가는 김에 그러니까는 프로세스적인 준비를 많

이 한 거죠. 행정적인. 이걸 언제 지원해서 언제 해야지, 이게 타이

밍이 맞고 내가 여기 여러 가지 인턴이 있는데 여길 가야지 시기가 

딱 맞네. 여기가 학기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갔다 와가

지고 교환 학생 한 학기 듣고 계절 학기 한 학기 듣고 덴마크라는 

데가 이때부터 학기가 시작하니까는 여기가 좋을 것 같다. 다 생각해

놓고 간 거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면접을 일단 

1학기 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봤죠. 일단 면접을 본 거 말고는. 면접 

준비 말고는 이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조건을. 그런 프로세스적인 행정적인 차질 없이. 그런 거에 대

한 준비.

그러한 환경의 차이가 자신을 부각시켜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취업

준비경험은 환경의 독특성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며, 그 환경에서 주체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김기준의 경우에도 자신의 인턴경

험, 교환학생 경험에 대해 인턴지원 기업이나 교환학생 방문국가에 들어가

기 위한 과정이나 준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인턴지원 기업이나 방문국

가가 자신에게 가지는 의미, 그 기업이나 국가에서의 구체적인 경험들은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이처럼 경험의 주체와 환경이 잘 연결되

지 못하고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스펙쌓기 경험을 ‘들어가보기’, ‘있

어보기’ 정도로만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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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이지 못함

스펙쌓기 경험은 취업 이후에 그 의미가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

다. 스펙쌓기 경험은 일종의 게임으로서 단순히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플레이(역할극)’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 역시 취업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게임으로서의 취업준비경험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은 취업

준비생 자신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경험은 마치 게임처럼

일종의 가상캐릭터를 조종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그들은 취

업준비생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기업의 정체성이나 가치와 동일

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치를 향상시켜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 때 취업준비에 있어서 자신의 변화나 성장보다는 겉으로 드러

나는 능력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스펙쌓기 경험의 의미는 취업 상황에

서만 유효하였다. 취업이라는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경험이 가지는 의

미는 다른 상황과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마치 취업이라는 게임에서 획득

한 능력치는 다른 게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취업준비경험의 의미

는 취업이라는 상황을 벗어나서는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는 스펙

쌓기 경험이 일종의 게임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업준비자 자신의 변

화나 성장은 그 경험의 의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일의 세계’로 볼 수 있는 직장생활이라는 환경도 취업준비와는

다른 환경이었다. 직장생활은 일종의 다른 게임이었던 것이다. 취업상황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치와 그것들 사이의 규칙이

중요하였던 반면에, 직장생활에서는 개인의 능력, 즉 이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취업준비경험의 의미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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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펙쌓기 경험이 학습생애에서 가지는 의미

1) 입사단계와 경력단계의 비교

스펙에는 출신학교, 학점, 어학시험 점수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만,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점, 어학시험 점수, 자격

증처럼 객관적으로 수치화, 점수화, 등급화하기 쉬운 것과, 인턴, 자원봉사,

동아리, 공모전과 같은 경험,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격증, 학점, 어학시험 점수는 주어진 환경의 특징이 분명한 편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가진 의미도 비교적 분명하다. 다시 말해, 그 환경에 대한

결과를 통해 지원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리하다. 그러나 이때 주어

진 환경은 인위적인 평가도구를 통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생

활의 환경과는 괴리가 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개인의 특징은

직장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성과는 다를 수 있다.

이에 비해 인턴, 봉사활동, 동아리 경험은 그 경험에서 개인이 처하는 환

경이 다양하고 그 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험의 환경만

으로는 그 환경에 있었던 개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경력직을 대상으로 하는 승진이나 이직 상황에서

는 스펙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경력직에게는 스펙보다는 현직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특징이나 역량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직장에서의 경험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이 때 직장에서의 경험 중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의 경험을 설명할 때, 주체(지원자)가 환경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주로 그러한 환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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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보다도 그런 주체의 대응이 어떤 환경의 변화(E1 => E2)를 가져

왔는지, 특히 실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경험의 환경이 미래의 직업환경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미래계획도 달라

진다. 동종 직무에서의 승진이나 이직의 경우에는 미래의 직업환경도 현재

와 유사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경험이 그 개인을 평가하는 데에 가장 좋

은 평가기준이 된다. 그러나 다른 직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경험이 새로운 직무와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학위, 자격증,

어학점수와 같은 다른 평가요소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시 말해, 다른 직

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펙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입사단계와 경력직 단계에서 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입사단계와 경력직

단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입사단계에 취업준비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의 대부분은 학교 안에서의 경험과 ‘일의 세계’ 밖에서의 경험이다. 이들

경험들은 일의 세계 밖에서 이루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일의 세계에서 의미

를 가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그 경험들을 통해 그가 일터에

서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김민호: 그렇지.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얘가 그 경험을 했다고 해

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한 사람은 검증이 된 사람이야, 일종

의. 특정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 그 

얘기는 비슷한 경험을 회사에서 해서 또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

도 일정한 행동패턴을 보이겠구나. 그런데 경험이 없고 공부만 한 얘

다, 모르는지 거지. 얘가 와 가지고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 회사 

입장에서. 검증이 안 되는 거야.  .     

이에 비해 경력단계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평가를 하거나 승진을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일의 세계에서의 경험은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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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판단하거나 인정받기 비교적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펙은 일의 세

계가 아닌 영역에서의 경험들을 일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것들로 재구조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의 세계’ 밖에서의 의미

경험은 다양한 삶의 맥락과 연결되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그러나 청

년층들의 취업준비경험은 일의 세계 밖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

였다. 취업 이후 취업준비경험은 다른 삶의 장면들과 연결되지 못한 채 취

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취업을 위해서 취업

준비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 경험이 직장생활에서 다른 경험들과 잘 연결

되지 않으면서 특별한 의미를 생성해내지 못하였다. 물론 취업준비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것 역시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취업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이

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일의 세계에서 의미

를 갖지 못하면서 다른 삶의 장면들과도 쉽게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보자들은 취업하기 전에 취업준비를 제외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취업준비경험이 취업

이후에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면서 자신이 취업준비를 했던 것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취업준비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아

쉬움으로 남으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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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앞에서는 청년층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이러한 특징들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스펙이라는

개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취업준비과정과 스펙의 주요

한 특징들이 한 개인의 학습생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취업준비경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특징들이 취업결정

요인, 일 관련 학습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하고

자 한다.

1. 취업준비양상과 스펙 개념의 관계

이 연구는 취업준비자들이 취업을 위해 무엇을, 왜 준비하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는 분야 중 하나로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취

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성별, 학력, 어학점수, 자격증 등과 같은 각 요

인이 취업결정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준비자

들이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왜 준비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이 연구는 그러한 부분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업준비의 양상은 ‘스펙’이라는 상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스펙

은 취업준비자들의 심리적,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취업준비생

들은 스펙을 ‘자신을 포장, 어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인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것이 취업을 위한 필수요

건을 인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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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는 취업준비경험의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취업준비자들은 취

업을 위해 자신을 변화, 성장시키기보다는 마치 게임 플레이를 하듯이 취

업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취업을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지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외적인 조

건을 갖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 준비하

기보다는 불안감 때문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제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것들을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

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취

업을 준비하기보다는 불안감 때문에 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더 초점

을 맞춘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만으로는 청년층

이 일과 관련된 학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오늘날 청년층이

어떤 방식으로 일과 관련된 학습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

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활동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일 관련 학습에 관한 연구

일 관련 학습 논의는 주로 일의 세계 진입 전과 일의 세계 진입 후로 구

분되었다. ‘일의 세계에 진입하기 전’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학교교육에서 일

의 세계로 진입하도록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학력이 취업을 결정하는 유일한 신호기제로서 작용하던 환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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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였지만, 최근 학력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이 신호기제로 사용되고 있

어 학교교육에서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일의 세계로

진입하기 전의 학습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취업준비자들이 취업준비과정에서 학교교육 이외에 다양한 준비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졸업을 앞둔

시점을 본격적인 취업준비 시기로 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선택, 결정해서

준비하였다. 그들은 어학시험과 자격증시험을 준비하였으며, 공모전, 어학

연수, 교환학생, 기업인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학원을 수강하

거나 스터디그룹을 결성해 함께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휴학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 본격적인 취업준비는 학교와 일의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일의 세계의 요구를 직접적

으로 수용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이 취업을 위

해 준비한 것들은 주로 직장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

이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 혹은 근면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종사하게 될 기업이나 직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나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들을 준비하였다.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이 향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불확

실한 상황에서 실제로 일의 세계에서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준비

하고 학습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일터학습 논의는 일터라는 공간이 학습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설

명하는 데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학습자 개인의 학습생애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일터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일터에서의 경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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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일터에 들어오기 전

에 어떤 경험을 했으며 현재 일터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일터에

서의 경험이 일터에 들어오기 전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보자들은 취업준비경험을 일의 세계로 “들어가보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경험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 특히 어

떤 환경에 놓였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표현하는 데에 충분하였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향후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역량

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보다는 단기간에 외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추가적으로 다른 활동

을 하는 것이 자신의 취업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

에서 그들은 자신의 취업준비경험을 그러한 환경에 놓이는 것, 그들의 표

현처럼 “들어가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들의 취

업준비경험은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경

험은 직장생활에서의 경험들과 연결되지 않았으며, 취업과 동시에 더 이상

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였다. 선행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을 학습의 일종으로 보았을 때, 취업준비경험이 취업 이후의 학

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터학습에 관한 기존 논의들이 일터로 들어오기 전 경험에 크게 주목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일의 세계로 진입하기 전 경험들이 일터에서의 경험들

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업준비라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험들이 일터에서의 경험들과

충분히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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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의 세계와 일의 세계의 괴리 혹은 단절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라는 세계와 일의 세계가 거리가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취업준비생들은 학교라는 세계가 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일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판단하고, 일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별

도의 노력을 한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본격적 취업준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격적’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학교의 세계와 일

의 세계 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학교-일의 세계 전환(school to work)에 관한 연구는 학교의 세계와 일의

세계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가정하고 이 전환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진입을 위한 준비’, ‘일의

세계로의 전환 과정’, ‘일의 세계로의 전환 결과’의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

다(장원섭, 2006).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하나의 주제에 한정하고 있어 이

들 세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

해, 준비과정, 전환과정, 전환결과가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에 한정해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 학교 세계에서 일의 세계로의 전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드

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서 각

단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스펙이라는 개념과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취업준비과정은 한국사회

에서 이러한 3가지 국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스

펙은 학교의 세계와 일의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이 일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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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스펙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그들은

일의 세계에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 다시 말해, 전환결과가 인정

받는 방식을 고려해, 일의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스펙으로

보았다. 취업준비생들은 경험과 스펙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험 속에

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의미를 만든 경우에 그것을 경험으로 보았으며,

취업을 위해 자신의 위치나 행위, 그 안에서 형성된 의미보다는 환경 자체

에 초점을 맞춘 것을 스펙으로 보았다. 그들은 스펙관리를 위한 활동들을

경험과 구분하여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일의 세계로의 전환과정과 그곳에서 결과가 인정되는 방식은 취업준비과

정과도 관련이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준비를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취업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과 실제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은 다르다고 보고, 취업준비과정에서는 전자에

더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취업준비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여부나 그 활동이

가지는 의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인정받는 형식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자신이 어떤 일의 세계로 진입하게 될지 불확실한 것

도 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은 취업준비라는 게임 속 가상캐

릭터를 만들어 외적 조건을 갖추는 데에 집중한다.

이러한 취업준비과정은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 이를 인정하는 방식

과는 거리가 있어 취업 이후에 일의 세계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들은 자신의 취업준비보다는 오히려 ‘경험’이라고 부르는 일상적인

경험들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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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이 연구는 청년층의 스펙쌓기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스펙문화

가 한 개인의 학습생애에서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 양상에서

스펙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펙문화는 청년층의 학습생

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

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는 2~3년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스펙은 경험을 노동시장의 논리로 재구조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스펙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포장으로 인식되었

다. 그들이 스펙으로 인식하는 것들은 각각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취업가능성을 기준으로 스펙을 좋은 스펙과 나쁜 스펙으로 구분하

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모든 스펙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좋은 요소로 다른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스펙은 취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그런 표현이나

그러한 평가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점에서 스펙은 경험과 구분되었다.

스펙문화 맥락에서 스펙쌓기 경험은 독특한 양상을 드러내었다. 취업준

비생들은 졸업을 1~2학기 앞둔 시기에 취업준비를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기를 “본격적인” 취업준비로 보았다. 본격적인 취업준비시기에는 방

학이나 휴학을 이용해 취업준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들은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시작하면서 단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해 준비하였다. 이러한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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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로 취업 관련 인터넷카페의 합격스펙이라는 정보이었다. 그들은 합

격스펙을 통해 무엇을, 어느 정도 준비할지를 결정하였다. 준비과정에서 학

원 수강이나 스터디 참여가 주요한 준비전략으로 작용하였다. 그들은 자신

에게 익숙하지 않은 활동들은 단시간 내에 수행하기 위해서 학원을 수강하

거나 스터디를 만들거나 참여하였다. 그들의 취업준비양상은 졸업을 앞둔

시기에 본격적으로 취업이라는 게임에서 역할극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

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취업이라는 게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준비생

이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목표달성에 필요한 객관적인 조건들을 갖

추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되는지는 중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양해야만 했

다. 그들에게 취업준비는 취업이라는 게임을 위한 역할극이었다.

취업준비경험은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다양한 삶의 장면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었다. 취업준비경험, 특히 이른바 ‘스펙 쌓기’는 실제

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스펙 중 어떤 부분이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스펙이 자신의 취업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반면에,

그것이 현재 직장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스펙보다는 경험이 직장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취

업준비경험은 취업을 위해 잠시 들어가 있어 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경험은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준비자들이 자신의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제공하

는 활동 이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들은 학교교육이 제공하는 교육내용만으로는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

를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에 어학시험,

자격증 준비하고 공모전, 어학연수, 교환학생, 기업인턴 등의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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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하는 것들은 직장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이나 열정, 근면성을 드러내기 위

한 것이었다.

또한 이 연구는 취업준비경험이 취업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 되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취업준비경험

은 취업에 성공하면서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일의 세계에서나 삶의 다른 장면들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의 일터와 관련된 연구들이 일터에 진입하기 이전의 경험이나 다른 삶의

장면들에서의 경험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방식을 동일한 스펙문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스

펙에 대한 생각은 제보자가 처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며,

취업준비경험을 의미화 하는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연구

는 스펙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각 제보자의 상황이나 맥락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출신대학이나 전공, 입사지원 직무 등에 따라 나타나

는 차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스펙문화가 한국사회의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모든 문화가 사회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스펙문화 역시 채용제도나 경제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습자 개인의 차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들과 스펙문화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에 스펙문화에서 나타난 취업준비양상이나 의미화 방식의 특징들이 어떤

사회구조적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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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pec-building’

experiences of large company

employees who graduated from

4-year-course universities in the

capital area

Jang, Seong-Yeon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pec-building’ for an

individual in the learning life by examining the perception for ‘spec’ of

the youth generation and by examining the spec-building experienc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spec of the 20s and

the aspect of employment preparation, followed by how such

spec-building experience became to be meaningful.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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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interviews with large company employees of 2 or 3 years

work experiences who graduated from 4-year-course universities were

conducted.

For those who prepared employment, spec means a condition to

restructure their own experiences into the logic of the labor market.

Spec is a wrapping to express own value in the labor market. What

they recognized as spec did not have the same value, but they divided

good spec and bad spec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hey thought one good element could cover up another weakness.

Meanwhile, they accepted that spec is an essential element for

employment, and had no choice but to accept such evaluation method

regardless of their repulsion. In this sense, spec is separated from

experiences.

Spec-building experiences seemed to have a similar method of role

playing game. Informants began employment preparation from one or

two semesters away from the graduation and they thought that period

as ‘full-fledged’ employment preparation. When they began preparation,

they selected activities that might demonstrate visual changes in a

short time. In the process of such selection,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was the information called ‘passing spec’ in the internet

community related employment. Thus, private institute attendance and

study group particip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eparation of

employment. They attended an institute or study group for employment

preparation in order to cover up activities which they were not familiar

with. The feature of employment preparation seemed to be simila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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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 role play in a game of employment before their graduation.

The spec-building experience created meanings after the success of

employment with various scenes of life. Many perceived their spec was

actually helpful for their employment. But, they had a limit to figure

out what aspects of spec were actually useful for their employment.

While they though their spec was helpful for the employment, they

thought it not to be greatly helpful for their current job. They regarded

experiences rather than spec was more helpful for their work. For

them, spec-building experience was temporary, which did not make any

more meanings after their success of employ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ctivities for employment

preparation other than activities provided by the university education.

Students who prepared employment had involved in a variety of

activities to link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world of academic and

the world of work. And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as it attempted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spec-building experience after their

employment. Although they thought spec-building experiences were not

helpful for their actual working life after the employment, it had an

effect on interpreting different experiences and planning future in the

world of work or in different scenes of life.

keywords : spec, spec-building, spec culture, employment

preparation, school-to-work transition

Student Number : 2010-2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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