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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독립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활동은 어
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려인 청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
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진로목표는 외환딜러, 교
육과 사업컨설팅회사 설립, 한국어 자격증(4급)을 취득함, 회사에 취직함이 있었다. 진로장벽은 내재적
요소로는 한국어 능력과 음식문화적응이 있었으며, 외재적 요소로는 한국사회의 수직적 조직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에는 정보를 찾는 활동으로 친구, 선배, 책, 세
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였다. 도구를 준비하며 실제적 실천 활동으로 한글교육을
위한 어학당에 등록하고, 재외동포재단에서 봉사하며 선배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학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에 담긴 의미는 첫째, 가족,
둘째, 다른 사람을 도움, 셋째, 삶을 즐김이 있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로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담긴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더 좋은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필요
성 둘째, 가족의 격려 셋째, 어려운 일을 완수했던 경험의 힘 넷째, 성공한 사람들을 통한 동기부여
다섯째, 실제로 실천함 여섯째, 유용한 정보 일곱째,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제어: 고려인 청년, 진로목표,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문화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research on career activities of the Koryuin groups moved from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countries around the region to Korea.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is used to expend understanding of experiences of six Koryuin through the interview.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ed: First, the career goal of the subjective was becoming a currency dealer,
establishing a company of education or business, getting a 4th certificate of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and employed as a businessman of a company. The internal obstacles of career achievement are lack of
Korean fluency and adjustment of cultural food, on the other hand, the external obstacles are vertical
organ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financial problem. In preparatory of the career activities,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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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ies use resources from friends, seniors, books, Russian religious community, seminar, forum to
collect the information needed. As they perform the preparation, the Korean Minorities admit the Korean
language course, do service projects in Overseas Koreans Foundation, communicate with seniors about the
career, read books, and study hard. In addition, the meaning of having a career goal for the Koryuin is
firstly for family, secondly for helping others, thirdly for having an enjoyable life. In order to support
these groups to continue their career activities in their experience, there are seven main factors to
contribute the support: 1. necessity of advancing into better life environment, 2. encouragement of family
members 3. influence of achievement experiences 4. motivation of successful stories found on books or
other people 5. practice 6. useful information 7. service.
Keyword: Koryuin Young Adult, Career Goal, Career Barri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ulture

1.

서론

고려인들의 이주는 1869년 가을 지금의 북한지역에 큰 홍수와 서리로 인하여 수확을 망치고 대
기근이 발생하자 4,500명의 한인들이 한꺼번에 러시아 땅으로 향하면서 시작된 1차 이주로부터 을
사조약과 일제에 의한 한반도강제점령기에 이루어진 2차 이주를 거쳐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에 이르기까지 고려인들의 이주에는 한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1].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은 한국으로의 동화를 원하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
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2]. 이러
한 시점에 본 연구는 고려인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목표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연구하여 이들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헤쳐 나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진로는 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직업과 학업, 결혼과 같은 인생의 모든 경로를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
문이다[3]. 따라서 고려인 청년들이 진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한국 사
회에서 이들이 처한 삶의 환경에 대처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2.
2.1

이론적 배경

고려인의 현황 및 특성

고려인이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남한의 한국인도, 북한의 조선인도 아닌 혈통
의 동질성은 가지고 있으나 거주국의 문화와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정체성을 표명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4]. 정진아[5]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풍토에서 성장한 고려인의 개인주의는 한국
인의 집단주의와 충돌하고 있었으며,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에 대하여 나이와 직업, 신분상의 위계를
거부하는 고려인의 반권위주의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였다. 신현준[6]은 고려인에게 현실의 한국
은 낭만적 상상속의 역사적 조국과는 거리가 멀고, 최종 목적지도 아니라고 하였다.

340

Copyright

ⓒ 2016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7, July (2016)

2.2

진로목표

개인은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할수록 진로발달 및 선택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극복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또한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의지와 신념도 강하고 실질적인 노력도
더 많이 기울인다[7]. 사람들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행동을 조직화하고 성취를 추구하게 된다[8]. 목
표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학업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결
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목표를 수정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결과기대와 직업획득 가능성 기대가 높아지고, 이것은 진로목표 추구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직업획득 가능성이 클수록, 진로목표 추구활동이
많아진다고 하였다[10].

2.3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한 개인의 진로가 지속되지 못하고 억제 또는 방해받는 상태를 이르는 개념[11]이며,
진로장벽에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 내적 장벽과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외적 장벽이 있다. 내적 장
벽의 요인으로는 자아개념, 가치관,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의 특성을 말하며 외적 장벽은 사회, 문
화, 경제적인 구조나 차별 그리고 근무환경과 같은 요소를 말한다[12].

2.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
는지에 관한 것이며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다. 둘째,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활동으로 기자재나 교재, 장비, 자격증
등을 위해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는 등의 행동이다. 셋째,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적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13]. 자신의 목표에 관련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룰
가능성을 더 크게 한다[9]. 이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한 개인이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3.
3.1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CIS와 주변 지역의 고려인 후손 4세대인
청년들이다. 현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고려인 청년 3명과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중인
고려인 청년 3명으로 모두 20대의 청년들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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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특성
[Fig. 1] participant characteristic

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6

나이
29
26
22
22
20
22

출신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체류
2년
2년
4년
4년
4년
1년

최종학력
러시아에서 회계학과 대학4년 수료.
우즈베키스탄 에서 건축과 대학졸업
한국에서 경영학과 재학중
한국에서 경영학과 재학중
한국에서 경영학과 재학중
우크라이나에서 대학 2년 중퇴.

직업
근로자
근로자
학생
학생
학생
근로자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고려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개별과 집단인터뷰로 구분된다. 개별인터뷰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개인에게 질의하고 의견을 청
취하는 조사방법으로, 특정대상에 대하여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14]. 고려
인의 청년들이 한국에서 적응해 나가는 경험과 삶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직업과 진로에 관한 고려
인 청년들의 의견과 경험을 찾기 위해 심층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참
여자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2월 16 ~ 2016년 3월 19일까
지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소요시간은 각각 70~80분가량 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다니는 교회, 연구참여자들이 다니는 각 대학의 벤치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4.
4.1

연구결과

진로활동사례별 분석

본 연구는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와 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진로목표

가족
“가족만 같이 있으면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2)
“대학교 졸업하고, 돈도 벌고, 가족에게 재정적인 안정? 그거 해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3)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것을 크게 부각시켜 이야기를 하였다. 돈
을 벌어야 한다거나, 사업을 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가족이 중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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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다. 가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목표
를 세우고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목표를 지속하게 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다고 대답하였다. 첫째, 힘든 일을 탈피하고 싶은 욕구 즉, 더 좋은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필요
성이었다. 이는 호텔종사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희망이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15]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가족의 격려 셋째, 어려운 일을 해
냈었던 경험의 힘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개인의 진로발달이나 선택에 있어서
장애를 만났을 때 얼마나 노력하고, 또 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7] 넷째,
책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와 같은 외부인의 동기부여 다섯째, 실제적인 실행 또는 실천 여섯째,
생각의 일깨움이 있게 하는 유용한 정보 일곱째,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봉사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을 도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대학을 세우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3)
“네. 기회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굶고 있는 사람들 보다 기회를 없는 사
람들이 저한테는 더 불쌍해보여요. ......(중략). 먼저 교육. 공부를 안하면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5)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 기꺼이 자신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싶다고 하였으며, 그 시작은 교육에 두고 싶다고
하였다.
삶을 즐김
“이탈리아. 축구 잘하잖아요. 유벤투스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 팬이라서 거기 가고 싶어요.
질랜드는 거기에서 낚시 하고 싶고요. 낚시랑 거기서는 아름답잖아요.” (연구 참여자 1)

뉴

한 참여자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대답을
주었다. 이 참여자의 의 본질적인 목표는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4.1.2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개인이 진로를 수행할 때 만나는 내적 외적 요소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는 모두 그들의 진로에서 장벽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와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사회적 네트
워크의 부족, 정보의 한계성 등이 있다.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생각과 적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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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가 된 느낌. 자기 생각도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사
람이 말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좀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 6)
“제가 소통이 안 되서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양면성이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낮을 경우 한국 사회에 진입하
거나 적응하는데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한국
사회와의 소통이 넓어지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문화의 차이
고려인 청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표현했지만 아주 많은
문화의 차이를 느낀다고 하였다.
“사고방식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회사원이고 부장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꼭 말씀
대로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반대로 할 수 있는데 한
국 사람들이 좀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죠.” (연구참여자 4)
“한국 직원들을 보면 막 사장님 앞에서 잘 해야 되고 막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그거 이상한 것 같
아요. (러시아에서는 사장님이 와도)일어나지도 않아도 되요. 그냥 만약에 사장님 여기 오고, 저랑 얘
기하거나 저를 보면 그때만 일어나서 악수하는 거예요. 그것만.”(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한국의 문화중 하나는 수직적 관계문화였다. 한국보다
비교적 수평적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진 고려인사회의식과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음식 적응
고려인 청년들은 음식에 적응했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음식. 한국음식에 오랫동안 적응했고 지금도 적응하고 있어요. 오징어나 새우나... (중략). 만약에 식당
에서 해물이 나오면 쌀만먹고 찌개 먹고.” (연구참여자 2)
“네. 저도. 해물 잘 안먹어요.” (연구참여자 3)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하였는데 여전히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날 때가 거의 없어요.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잖아요. (한국어 공부를)못해요.” (연구
참여자 6)

고려인 청년들 중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울 시간과 여건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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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현실에 있었다. 이들이 가진 진로장벽은 개인이 가진 내적 요소가 되는 장벽으로 한국어와
음식문화적응이 있었고 외적 요소는 한국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
었다.

4.1.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정보를 수집하는것과 필요한 준비를 하는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수집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역 아카데미도 나중에 가보고 싶고. 아마 내년에? 사업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서류 막 그것도
배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5)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구참여자 4)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서 정보수집의지가 있고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생각하고 있
으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에 아직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도구를 준비함과 실천함
필요한 도구를 준비 하는가 아닌가는 진로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거나 작게 한다.
“대학교랑 우리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한국 학생들을 러시아로 보낼 생각이 있어요. 지금 주말에. 오늘
(인터뷰 당시 토요일 이었음) 내일이나... (지금 러시아 PPT 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 해야되
고 그리고 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3)
“일단 한국어를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죠. 그다음에 할 수 있도
록 사업..”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의 진로목표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근거리에 있는 목표부터 실행해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진로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따라
서 준비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 청년의 진로준비행동은 아직 분명하게 준비된 것
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부지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
한 경우 목표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는 무엇이고, 또한 진로목표를 이루
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은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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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의 각 사례별 진로목표는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면을 튼튼히 함
과, 다른 사람을 도움, 그리고 삶을 즐김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진로준비행동에서 정보를 찾는 행
동과 도구를 준비하는 행동 그리고 실천하는 세부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진로준
비행동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목표가 세부적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는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의 경우 더 많은 세부
목표와 실천사항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에서 그들의 삶 속에 진로를 발달시
켜 나가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청년들이 한
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공부할 다양한 기회와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민을 위
하여 타 문화에 대한 긍정성과 타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려인 청년
들이 진로를 통해 그들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갖도록 사회적 장
벽을 낮출 필요가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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