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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계열 전공 여성 박사의 학교와 직장의 진로성취과정에서 겪는 진로개발 및 진로장
애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교육계열 전공 여성 박사 4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계열 여성 박사들은 교수와의 학술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둘째, 직장 내에서 유리창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라는 것이 
기혼 및 미혼 여성 박사 모두 진로개발 시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했다. 기혼은 자신의 가정과 육아에 대한 책임감과 
미혼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여성 박사들에게 진로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주변인의 지지와 자신의 자아실현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은 진로장벽을 타계하는 방편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박사의 진로개발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맥락이 여성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발견되었다. 여성 박사를 위한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고학력 여성, 직업가치관, 진로개발, 경력장애, 여성고용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the career development barriers of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s in education. The study occupied in-depth interview with 42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s in 
educ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academic advisor highly influenced the career development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s through their academic activities. Second, they had experiences regarding glass 
ceiling effect in workplace. Third, marriage was a critical issue for both of the married and single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s. Fourth, family and relatives' support positively impact on their career will, and also 
their strong career goal was beneficial way to break their career barriers. Also, the study suggested contextural 
factor was very significant on career behavior of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s. Therefore, policy maker, 
scholars, and students should have strong attention to female students' career guidance and development in 
various way. The results of the study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existing literature, with reference to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barriers, and then implication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Highly Educated Female, Career Valu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Career Barri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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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고학력화는 이미 Organisational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국 에 

최고 순 를 유지하고 있으며1) 학졸업 비율(OECD, 

2013)과 석사과정의 여학생 비율(50.7%)은 남학생 비 

거의 동률이며. 고학력화는 박사학  취득생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교육

계열의 공에서는 2005년도를 기 으로 여성의 박사학

취득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교육통계연보, 2005- 

12).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기회의 평

등과 더불어 학력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

지만, 졸 이상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률이 최하  이

고(OECD, 2008) 교육에 한 투자 비 회수율 역시 최하

에 속하고 있다(OECD, 2013). 인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교육에 투자할수록 더 많은 임

과 고용기회를 얻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 

특히, 박사학 를 소지한 여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

았다. 고  공무원 여성비율은 2.1%(오시 ․문미경, 

2009), 취업률은 남성 박사학 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졸들의 취업평균치보다 약 2%가량 높게 나타났을 뿐

이다2). 고용된 박사  임시직 비율이 남성 박사(3%)에 

비하여 여성 박사(19%)가 매우 높고 평균 임 도 남성박

사의 76%에 불과하다(신선미․김종숙․임후남, 2010).  

여성 박사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가치 인 의미 

뿐 아니라 실질 인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임정 , 2010) 최고학력의 우수 여성 인력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

에게나 국가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성 박사들의 진로개발이나 진로장애에 

한 심각성이나 구체 인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고학력 여성의 경력개발에 한 연구는 연구의 

상에 한 근은 주로 학(교) 졸업이상과 학원이

1) OECD의 연간 간행물인 Education at Glance의 2009-2013년
도까지 6년간 우리나라는 36개국 중 연령대별 구분(25-34, 
55-64)과 상관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 2012년도 기준 교육통계연보는 남성 박사학위 취득자의 
77%가 취업했으며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의 60%가 취업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012년도 기준 대졸자의 취업률은 약 
59%으로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와 1%차이가 난다.

상으로 나 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있

어서도 주로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단 과 재취업(고혜

원, 2008; 김 경, 2007; 손승 ․이 민, 2009; 윤혜경, 

2008; 이인원․강인성․조연숙, 2012; 장서 ․안서 , 

2007; 최윤정․김계 , 2007), 경력개발요구조사와 재교

육(김정란․ 혜숙, 2006)에 을 맞추고 있다. 

박사학 자를 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은 여성 과학 

인력의 해외 박사학 의 취득의 과정과 국내유입경로  

해외체류에 한 인 자원의 이동  근과 (진미석 외, 

2006; 이수 ․진미석․이 민, 2008)의 연구와 교수노

동시장에서 여성 박사들의 교수직 임용시 면 에 한 

암묵  차별과 편견에 한 연구(김정미․김경근, 2003)

의 연구가 있다. 김정미와 김경근의 연구(2003)은 여성 

박사들은 교수임용 시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은 연구업

과 인간 계 기술로 보았다. 학자로서의 역할과 통

 여성으로서의 역할의 병행이 의 두 가지 기술을 개

발하기에 취약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내의 고

학력 련 여성의 경력개발은 여성의 학교에서 직장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의 진로개발의 보다는 사회문제

로서의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련된 연구들이 주안

 이 다. 따라서 여성 박사의 진로개발  진로장애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외가 국내보다 여성 박사의 경력개발을 다양한 

에서 연구해오고 있다.  OECD는 2005년부터 박사학  

소지자의 직업경로(Careers of Doctorate Holders: CDH)

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20년부터 박사취득 후 고용에 한 종단 인 조

사연구인 박사취득자 조사(Survey of Earned Doctorate: 

SED)3)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자국의 유

능한 인재로서 박사인력의 진로개발에 한 종단데이터

의 수집 뿐 아니라 그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해오

고 있다. 학문분야에서는 주로 과학  공학계열 여성 박

사에 한 연구가 많았다(Hatchell & Aveling, 2008; 

Hasse, 2002; Zalevski & Swiszczowski, 2009).  

Austin(2002)은 박사학  취득 정자를 미래 교수직의 

상자로서 학과 교수들이 함께 진로개발을 지원할 필

3) 1920년대 당시 the Doctorate Records File(DRF)이였으나 현
재 Survey of Earned Doctorate(SDR)로 명칭이 바뀌었다. 
SED는 SDR의 부속연구(second survey)로 박사학위자의 진
로계획 및 노동력과 연구력에 대한 종단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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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으며 교수직 외의 문 인 직업인으로써의 역할

에 한 훈련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 하 다. 

그들의 학업 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개발과 사회화와 다

음세 를 한 비 상으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보

았다. Hatchell과 Aveling(2008)은 과학 분야의 여성 박

사과정생  여성 박사를 상으로 직장에서의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차별  경험들에 해서 연구하 다. 

Seierstad와 Healy(2012)는 비교교육  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안 국가의 고등교육 내에

서 여성의 불평등에 해서 연구하 다. 스칸디나비안 3

국은 비슷한 지리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각 국가마다

의 문화  차이로 고등교육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진로

개발  진로장애는 다르다고 보고하 다. 여성 박사의 

진로개발에 해서 나라 고 인력의 양성으로서 측면에

서의 , 한 여성의 진로발달의 측면에서의 , 문화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박사학  여성, 즉 최고 학력의 소지자들에 한 

기 직업선택과 진로개발에 한 연구는 미비하며 특히 

구체 인 공분야에 한 것들은 주로 이공계 쪽에 치

우쳐져 여성들이 선호하는 공에 한 연구는 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계열 분야의 박사학 를 

소지한 여성들의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선택기 을 직업

가치 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경력개발의 장애를 탐

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교육계열 여성 박사들의 진로

개발에 한 심층 인 이해를 통하여 교육계열 뿐 아니

라 여성 박사의 반의 진로지도과 진로개발을 한 논

의와 여성 정책에 한 기 인 정보를 제공해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우리나라 여성의 박사학위 취득현황 및 취

업실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박사학  졸업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20% 던 여성의 박사학  취득

자의 비율은 2010년, 10년 사이 11%상승하 으며 2010년 

이후 연간 1%씩 꾸 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률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60%이하로 하락하 다. 남, 여 모

두 2000년 에 비하여 2010년 이후에 박사학  취득자가 

꾸 히 증가한 것에 비하여 취업률은 감소하 다(표 1 

참조).

<Table 1> Graduation & Employment Rate of 
Doctoral Degree Holder(2000-12)

units: person(%)

Doctoral degree holder Employed

M

(A)

F

(B)

%
1)

Total

(C)

M

(D)
%2

F

(E)

%
3)

00‘ 4,883 1,258 20 6,141 4,109 84  974   77   

05‘ 6,368 2,234 26 8,602 5,721  90  1,927 86   

10‘ 7,643 3,451 31 11,094 5,783  76  1,921 56   

11‘ 7,958 3,687 32 11,645 6,024 76  2,018 55   

12‘ 7,655 3,721 33 11,376 5,909 77  2,225 60   

Source: Annual Educational Statistics(1999-2012)

1): Graduation rate of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B)/(C)*100

2): Employment rate of male doctoral degree holder=(D)/(A)*100

3): Employment rate of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E)/(B)*100

<Table 2> Graduation & Employment Rate of 
Doctoral Degree Holder in Education 
(2000-12)

units: person(%)

Doctoral degree holder Employed

M

(A)

F

(B)
%
1) total

(C)

M

(D)
%
2 F

(E)
%
3)

00‘ 132 92 41 224 115 87 67 73

05‘ 179 201 53 380 166 93 186 93

10‘ 236 356 60 592 192 81 236 66

11‘ 259 400 61 659 205 79 283 71

12‘ 247 456 65 703 196 79 289 63

Source: Annual Educational Statistics(1999-2012)

1): Graduation rate of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B)/(C)*100

2): Employment rate of male doctoral degree holder=(D)/(A)*100

3): Employment rate of female doctoral degree holder=(E)/(B)*100

표 2는 본 연구의 주요 상자들이 속한 교육계열4)의 

박사학  취득자수와 취업자의 명수  취업률을 보여주

고 있다. 여성의 박사학  취득자는 2000년, 41% 비 10

년 후인 2010년에는 60%로 약20%가량 상승하 고 2012

년 65%로 2년 사이 5%가 다시 증가하는 등 교육계열의 

4) 교육통계연보는 교육계열에 공학교육, 교육학, 사회교육, 언
어교육, 예체능교육, 유아교육학, 인문교육, 자연계교육, 초
등교육학, 특수교육학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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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  취득자는 <표 1>에서 나타나는 체 여성 박

사학  취득자수의 증가율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

다. 이에 반하여 박사학  취득자 수는 2000년도 92명

으로 남성박사학  취득자 132명 보다 조하 지만 

2005년도에는 교육계열 여성 박사학  취득자수가 201명

으로 남성 박사학  취득자를 앞서기 시작하여 2012년도 

기  교육계열 여성 박사학  취득자는 456명으로 남성 

247명에 비해 약 2배 가깝게 학력이 성장하 다. 그러나 

성별 박사학  취득자 비 취업률은 남성은 79%, 여성

은 63%로 취득자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표 

2 참조).

2.2 여성의 경력개발

여성과 남성은 경력개발에 있어 선호하는 학업  직

업의 유형과 직업  가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 생들은 남성보다는 교육  인문 사회서비스 역에 

직업  선호도를 나타내며 남학생들보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직업이나 직업  가치역시 타인과 계 속에서 찾

으려 하고 내연  가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gan, Isaac, & Sansone, 2001). Bronstein과 Black의 

연구(1986)는 졸업 과 졸업 후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

한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의 졸업  역량  교수의 학생

에 한 평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au와 

Bikos(2000)는 국단 의 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경력개발에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고등교육을 받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오히려 

강한 교육  직업  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들의 교육 , 직업  망에 비해

서 덜 벌고(less lucrative) 덜 권  있는(less prestigious)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 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책임감에 때문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 (Cook, Heppner, & O'Brien, 2002). 기

혼여성과 미혼여성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직업에 한 태도  망이 변화하고 Lent(2005)가 언

하듯이 인간의 직업  망과 선택에 있어서는 맥락 인 

요소가 요하게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송 주(2009)는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의미를 주체 으로 만들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강조

하 다. 첫째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의미들

을 여성 자신이 만들고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를 들어 ‘어머니는 어떠해야 한다.’ 는 ‘여성은 어

떠해야 한다.’라는 개인의 담론을 외부가 아닌 여성 자신

이 만들고 정의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

이 자신의 사회 , 가족 내 치(position)를 스스로가 의

미와 가치를 정의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요하다.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반경을 제한하는 것들 를 

들어 가정과 사회 일을 모두 잘해야 하는 슈퍼맘

(Supermom)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회

, 개인  치와 계를 인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식 인 힘을 키우도록 해야 하며 그 자리에서 의미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한 요인이라

고 보고 있다(송 주, 2009). 곽삼근(1999)은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을 통해 여성은 기존의 사실이나 사건들

이 여성을 스스로 주체 으로 다른 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요하며 학교교육을 다른 시각에서 읽고 재조명하

며 학교교육을 넘어 사회  경험을 자신만의 에서 

재해석하고 정신 인 연 를 쌓을 수 있는 교육  

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진로개발  진로장애

를 탐색하기 하여 국내에서 박사학 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참가자 42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상의 선

정은 연구자가 연구에 합한 조건의 상자를 소개의 

소개를 받아 계속 으로 연구 상의 표본으로 선택을 하

는 스노우볼 샘 링(snowball sampling)으로 모집단에 

속하는 연구 상을 찾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성태제․시기자, 2010).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나타났고 학 교

원이 28명 연구원이 14명 회사원이 10명이 다. 연구 참

여자의 박사 수학 연한은 평균 5년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참여자는 19명 기혼인 참여자는 23명이 다. 비정규직은 

27명 정규직은 15명이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하여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여성 박사취득자  취업률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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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련연구들을 분석하 다. 국내의 경향성을 악

하기 하여 국제지표로서 OECD 자료를 활용하고 국내

의 여성 박사 취득자  취업자의 동향은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사용하 다. 최근 경향성을 알기 해서 검색

년도를 2000년도 이내로 하여 조사하 다. 여성의 경력

개발 련 이론과 고학력여성의 경력개발에 한 선행연

구를 고찰하기 하여 국내·외 학술지, 그리고 국내박사

학  논문을 심으로 조사하 다.

두 번째 연구방법으로는 교육계열 여성 박사에게 심

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응답자들의 기 정보 외에 박사

과정 시, 박사과정이후 진로개발에 한 인식에 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심층 인터뷰는 2013년 3-6월 달에 걸쳐 3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1회 면담 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사 에 받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 고 사자료 외에 연구자가 인터뷰시의 

내용을 별로로 작성하여 장에서의 느낌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 외에 추가 인 사항들에 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별로도 작성하 다. 심층인터뷰의 분석방법은 

역코딩과 심개념 코딩을사용하여 실시하 다. 역코

딩에서는 각 개인의 사례 안에서 역을 설정하고 합의

를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하 다. 역코딩은 가장 정

한 방법으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느낄 때

까지 진행하며 구분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는 제외하거

나 새로운 역을 추가하여 분석하 다(Hill, Thompson, 

Williams, 1997). 심개념 코딩은 사례의 각 역을 핵심

인 내용으로 요약한 것으로 이를 하여 역코딩 자

료를 가지고 각 역에 내포된 핵심 인 심내용이 무

엇인지를 재코딩 하 다. 본 자의 분석결과를 교육상

담 공 교수 2인과 박사과정 수료자 1인이 재분석  분

석결과 비교를 통하여 분석결과에 한 신뢰도를 검토하

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나타났고 학 

교원이 28명 연구원이 14명 회사원이 10명이 다. 연구 

참여자의 박사 수학 연한은 평균 5년으로 나타났다. 미혼

인 참여자는 19명 기혼인 참여자는 23명이 다. 비정규

직은 27명 정규직은 15명이다.

3.3 연구도구

심층인터뷰를 한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문헌검토를 

통해 반 구조화된 면  로토콜을 사용하 다. 면 문

항은 연구 참여자의 기 정보(연령, 재 직장  직 , 

결혼유무, 박사 수학 연한)외에 박사과정 시 진로개발과 

진로장애를 학교, 개인  측면, 박사과정 후 직장, 개인  

측면에서 면  로토콜을 작성하 다. 내용타당도를 

하여 교육학 공 박사학  소지자 2명이 면  로토콜

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하 다. 

직업가치 의 경우, Nevil과 Super가 1996년 개발한 직

업가치  척도를 보여주고 그 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

각하는 직업의 유형을 5개를 선정하게 한 뒤 선정  선

호사유를 물어보았다.

4. 분석 결과

4.1 직업적 가치관

신규 여성 박사들의 직업가치 을 비교한 결과 사회

에 기여하거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간에는 직업가치 에 있

어서 선호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미혼여성의 경우 직

업으로 수행하는 일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었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일을 통해서 지 인 

자극을 받고 지 인 역을 넓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

었다. 미혼여성은 일의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통해 자신이 주도 인 권력,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

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선호하 고 일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즐거움이 자주 일

어나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었다. 미혼여성이 주로 직업

을 통해서 느끼는 사회 인 심리 인 만족감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기혼여성들의 직업의 일의 특성 즉, 직업의 

정규직 여부나 여의 정도, 자신의 스 로 일을 조

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일이 비교  타인가 함께 작업

하기 보다는 독립 이고 스스로 작업하는 직업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들은 육아와 가사 일에 

한 병행으로 일으로부터 오는 보람이나 만족감보다는 사

진의 삶과 일의 조화에 보다 을 두고 있었다. 신규박

사들의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직업가치 을 비교한 것

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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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reer value of Female Recently 
           Obtained Doctoral Degree

Units: (Persons, %)

Single Married

1) Help society-do something 

which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world we live 

in(8, 33.3%)

2) Knowledge-Engage in the 

pursuit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4, 16.7%)

3) Work with others-wok as 

a team member toward 

common goals(3, 12.5%)

4) Work mastery-become an 

expert in whatever work I 

do(2, 8.3%)

5) Excitement-experience a 

high degree of excitement in 

the course of my work( 2, 

8.3%)

1) Knowledge-Engage in the 

pursuit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9, 39.1%)

2) Help society-do 

something which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world we 

live in(5, 21.7%)

3) Security-be assured of 

keeping my job and 

receiving satisfactory 

compensation(3, 13.0%)

4) Time freedom-be able to 

work according to my won 

schedule(3, 13.0%)

5) Work alone-project by 

myself, with limited contact 

with others(3, 13.0%) 

직업이라는 것이 삶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기혼

여성은 좀 더 실 으로 작업에 해서 선택하고 있었

으며 이로 인하여 느끼는 상실감도 가지고 있었다. 때로

는 심리 불안감으로 직업에 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온 분야에

서의 인정이라는 것이 사회  지 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가사와 육아에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가정에 해서도 직업  만족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가져

다주지 못하고 있었다.

“애가 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더 시간 으로 여유 

있고 규제가 덜한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시간은 좀 

더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가 고 비정규직이라

서 잘 한 선택인지 걱정도 되고 박사한 것이 좀 아깝다라

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 인 삶도 직장도 지 은 만족을 

떠나 둘 다 상유지만 겨우 한다는 기분이 요. 성취감

도 고 그래서 그런지 불면증도 요즘 생기구요.” 

신규 여성 박사들은 어릴 때부터 월등나지 않아도 자

신의 역에서 어느 정도 사회 으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개인 으로 성취감을 느껴온 사람들이 박사취득 후 

사회  인정의 강도가 사회에서 고 직업  지 가 비

정규직일수록 보수가 을수록 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 다. 특히 미혼여성보다는 가정이 있는 

여성들이 삶과 직장의 균형과 유지를 하여 보다 탄력

이고 유연 인 업무환경과 혼자서 장할 수 있는 일

들을 선호하 다. 미혼의 여성은 가정에서 자유로운 만

큼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일의 즐

거움들을 추구하는 편이 다. 미혼 신규 박사들은 직장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연  가치  인 것에는 

상 으로 은 심을 보 다.

4.2 박사과정 내에서 경력개발

학교에서 진행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한 진로개발

련 활동은 모두 없다고 밝혔다. 지도교수와의 유 계

를 통해서 진로  졸업 후의 직장에 한 향력이 크다

고 밝혔으며 학부생의 경우 학평가에 취업률이 들어가

다 보니 각 학교마다 임용고시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취

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상 으로 학원생을 한 체계

인 진로  경력 련 로그램은 미비한 것으로 들어

났다. 선배와의 멘토링의 계도 조직 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공별 모임이나 지도교수와의 계가 학생들의 

진로개발에 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부분의 응답

자들은 지도교수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지 않고 경

우에 따라 여학생들을 배려하는 지도교수도 있다고 언

하 다.

“지도교수님들, 특히 사범 라서 그런지 여학생들도 

일단 많고 학생들에게 다른 계열 교수님들보다 세심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심도 많고. 그러다보니 남자, 여

자 구별하는 교수님들은 없어요.”

 

학교 내에서의 특별한 경력장애로 느껴지는 사항은 

없었으며 학교차원에서 박사과정에 한 배려  학회차

원에서의 박사과정생과 기존 학자들 간의 유 계를 원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회의 활동이 졸업 후 학술네크워

킹의 형성  진로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으며 

교육기 에서 롤모델로서 학교 내에 여성교수들의 임용

과 승진과정은 학생들에게 진로개발  직업에 한 

망에 향을 주고 있었다. 

학회 활동 외에 박사과정 때의 로젝트  연구 련 

경험들이 진로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 한 응답자들 

있었다. 박사과정 시 학회활동을 통해서 학문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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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을 만들고 교수와 했던 로젝트를 통해서 연구 심

역을 결정하게 되거나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기도 하

다. 학교에서의 경험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경력개발

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경험의 기

회보다는 학문  역 안에서의 경험과 체험들이 그들의 

경력개발과 진로에 한 망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

을 하고 있었다.

4.3 직장 내에서의 경력장애

연구 참여자들은 박사 과정 시 체득하지 못한 것들을 

직장생활에서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다. 직장에서 리직

으로 진 이 남성 동료들 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거

나 가정일과의 타 을 해서 자신의 진 의 선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 직장 내의 롤모

델이 부족한 것도 여성 박사들이 자신의 직장 내에서 진

로를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하나 다. 특히, 학

교  연구소가 아닌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신규 여성 박

사들에게는 직장이 입사이후 10년 이상 일하기 어렵다

고 답변하 다. 박사를 마치고 다수 과장 으로 입사

하고 있었으며 차장이상의 진 을 하기에는 어려울꺼라

는 부정 인 진로 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의 

경력장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회사 내

에서도 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경력개발 로그램

이 존재하지만 승진자를 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오히려 다

수의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조직내에 직

제도  련 교육 로그램이 있었지만 기업체 련 직

종으로의 이직보다는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 인 학교교

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일에 한 부담감이

나 일에 한 흥미가 없다기 보다는 직장 내에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유리천장효과(glass 

ceiling effect)가 그들의 경력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지  과장 3년차인데 차장까지가 에게 최 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사 모두 남자고요. 물론 계열사에 여자 

이사님도 계시지만. 그 분은 말단 사원부터 입사했고  

박사하고 바로 과장 1년차로 들어온 거니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텐데 그게 가

장 어려운 부분이 요. 일이 많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언

제까지 내가 여길 다닐 수 있을까 하면 불안하기도하고.”

학교에서 재직하는 교원의 경우 유리천장효과에 한 

인식은 은편이 고 오히려 시간 리가 유용하다고 인

식하고 잇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졸업 후 직장 내에서

의 상황은 학교만큼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 되지 않는 곳

으로 인식되었다. <표 4>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미혼 

여성과 기혼여성 모두 과부화된 시간 리의 어려움을 경

력개발의 장애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혼여성은 가사와 

육아에 한 책임 때문이라면 미혼여성은 미혼이기 때문

에 조직으로부터 기혼여성에 비하여 더 많은 일을 부담

하고 있다고 언 하 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과부하된 

일과 자신의 삶에서의 일들에 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미혼여성의 경우 직업수행과  앞으로의 

경력개발에 있어서 자신의 조언을 얻을만한 멘토가 부족

하다고 언 하 고 응답자  미혼여성은 기혼여성에 비

하여 비정규직이 비율이 높아서인지 비정규직 미혼여성

의 경우 여가 자신의 학력에 비해서 다고 지 한 응

답자들이 많았다.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동기  자신감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기

혼여성의 경우는 직무 련 경험이 부족하고 가족의 문제

로 인하여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만한 여력이 없다고 응

답하 다.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에 비하여 안정에 한 

욕구가 강하 다. 직업가치 에서도 보여주듯이 경력장

애를 묻는 질문에서도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이 새로운 

도 에 의해서 실패할까  조바심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미혼여성에 비해서는 직업선택  경력개발에 있어서 안

정지향 인 태도를 보 다. 

<Table 4> Career Barriers of Female Recently 
Obtained Doctoral Degree

Units: (Persons, %)

Single Married

1) time management (7, 28.98%)

2) mentoring/ lack of advising 

(4, 16.7%)

3) financial support (3, 12.5%)

4) lack of motivation (2, 8.3%)

5) lack of self-confidence 

  (2, 8.3%)

5) work-life balance (1, 4.1%)

1) time management (9, 39.1%)

2) lack of work-related 

   experience (4, 17.4%)

3) family issues(4, 17.4%)

4) fear of failure (3, 13.0%)

5) work-life balance(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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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인적 측면에서의 경력개발

4.4.1 결혼,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딜레마

결혼 유무와 상 없이 여성들은 졸업 후 시간이 지날

수록 직업  의지, 즉 자신의 경력에 해서 높은 망을 

유지하고 수행해 나가기에 어려움을 토로하 다. 그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감을 상실하고 도 정신과 불

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기혼여성의 경우, 주로 자녀의 양

육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학문 ․직업  의지가 어들

고 자신감이 실추되는 경우도 많았다. 아이의 양육이 여

자가 차지하는 몫이 크다보니 가정의 소사에서 발생하

는 일들  자녀가 아 거나 는 자녀의 성 이 하되

는 경우 엄마로서의 역할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 다. 여성들은 가정의 역할을 해서 자신의 

직업  망을 본인의 능력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 박사들에게는 안정 인 사회  경제  

기 를 반 하고 있다. 이는 에서 언 한 직업가치

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에 비해서 직

업의 성격뿐 아니라 직업의 시간  유동성과 안정성을 

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사실 아이나 남편을 많이 챙기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

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집안일을 많이 하지도 않아

요. 그런데 뭐랄까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심리  책임감

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뭔가 맘엔 항상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미혼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미혼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서류

형이나 면 에서 여성의 경우 결혼여부가 주된 심사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미혼이라는 것이 미혼남

성들보다 사회 인 취약 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혼에 한 암묵 인 사회  편견은 일종의 사회  차

별 상으로 볼 수 있다. 면  시 는 타인으로부터 결

혼에 한 명시 인 는 암묵 인 편견과 차별이 있었

다는 것은 여성 박사들이 진로 련 활동이 심리  축

감을 갖게 한다고 보고하 다.

"고학력에 미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드세다’ 라던가 

뭔가 독할 것 같은 인상을 갖나 요. 주변에서도 서류심

사 때 미혼이면 떨어진다고들 했었거든요. 주변에서의 

그런 말들이 떨어진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불안하거든요".

결혼이 미혼이든 기혼여성이든 진로개발의 딜 마, 즉 

장애가 되는 이유는 여성으로서 사회  역할에 한 이해

가 남성 심의 조직문화  조직구조의 가치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미혼이든 기혼

이든 혼인상태에 한 회의를 경험하 으며 이러한 경험

은 참여자들의 진로포부를 낮추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구직시장의 어려움이 재 국가경제에 한 

기의식보다는 학  기업체에서 여성에 한 임용  

채용 시 보이지 않는 차별에 있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자

신들이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한 방황

과 직업결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 하 다. 

이는 사회인지 이론  입장에서 맥락의 향력이 진로개

발 시 련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4.4.1 여성 박사의 희망, ‘새로운 나’

의 사례와는 반 로 극 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

발한 경우도 있었다. 같은 공이 아님에도 가능성이 보

이는 곳으로는 목표의식을 갖고 극 으로 행동하는 것

에는 나에 한 믿음과 나의 치(position)에 한 새로

운 해석의 시도가 여성들의 진로개발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주제가 회사 내 교육과 련된 내용이 있어서 경

에도 지원을 했어요. 경 는 공이 경 학이 아

니더라도 좀 열려있다고도 해서요. 일단은 지원하고 보

자라는 생각이 컸고요. ( 략) 물론 망설임도 많았어요. 

경 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일

단 어디든 자리 잡는 것이 요하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암시를  것 같아요. 지 도 그 고요.”

가정의 지원과 지지는 여성 박사의 진로개발에 유의

미한 향을 주고 있었다. 감정  지원은 참여자에게 자

신의 진로장벽이 있음을 알지만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버 목이 되었다. 한,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의 

힘은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노력하고 정 으로 보

려는 힘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uper는 진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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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정을 자아실 의 과정으로 해석하 는데 연구업

의 개수나 경력도 요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한 정

인 태도와 지속 인 노력은 참자아를 실 하는 과정이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여성 박사들은 남성 

심  가치 이 잔존한 사회에서 지속 으로 자신의 진

로목표와 경력개발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힘은 개인의 강력한 의

지에서 나오고 있었다.

"공부한 것을 후회한 이 요즘은 많아요. 할머니가 

제가 시집못간 것이 엄마가 를 박사 만들어서 그 다

고 말 하시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략)……. 그래도 엄마나 오빠가 응원해주거든요. 그러니

깐 버틸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략).. 졸업한지 3년째

이고 앞으로 2년은 좀 더 해보려고요. 버티게 하는 힘은 

 자신이죠“.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신규 여성 박사를 상으로 학교에서 졸업 

후 직장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의 진로개발과 진로장애

를 탐색고자 하 다. 특히, 여성의 박사학  취득률이 높

지만 남성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은 교육계열 여성 박사를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 스노우볼 샘 링을 기 로 

총 42명의 교육계열 여성 박사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여성 박사의 직업가치 은 미혼과 기혼간

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일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타인과 함께 일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 지 인 역을 

넓히고 사회에 기여하며 동시에 직업의 안정성과 일의 

독립성을 좀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여

성과 기혼여성간의 직업가치 의 차이는 같은 직업군이

라고 해서 유사하다기 보다는 자신의 삶과 사회  치

를 반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 진다.

둘째, 학교기  자체에서 진행하는 진로개발의 경험보

다는 교수와의 학회활동이나 로젝트 련 활동을 통해

서 진로  경력을 개발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의 교수

와의 계 속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은 크게 없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규 여성 박사들은 학교보다는 

오히려 학회처럼 동일 공 내에서의 유 계를 더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회사에 재직 인 신규 여성 박사의 경우 진로장

벽, 특히 유리천장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남성을 선호

하고 남성 주의 직장분 기 등은 진로 성취 후 여성 박

사들이 요하게 경험하는 내용이자 진로장벽으로 나타

났다. Bain과 Cummings(2000)이 유리천장효과는 조직

의 구조를 반 하고 있는 결과라고 지 한 것처럼 기존 

학교  산업체의 구조가 남성 심  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여성 박사들은 소외될 수 없으며 이런 환경 속

에서 경력개발  진로에 한 망은 소극 으로 나타

났다.

넷째, 직장 내의 경력개발의 장애요소로서 미혼 여성 

박사와 기혼 여성 박사 모두 시간 리의 어려움을 느끼

고 있었다.  

다섯째, 교육계열 여성 박사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기

혼과 미혼 여성 두 집단 모두 진로개발의 장래로 인식하

고 있었다. 기혼여성은 여 히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렵

고 직업 련 선택에 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혼 여성 역시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 진로

성취 과정에서 장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교 문화  사

회에서 여성이 30, 40  나이에 결혼하지 못한 것은 사회

 행에 어 나는 것으로 이것은 진로개발에 있어 하

나의 사회  약자의 코드로 작용할 수 있다. 결혼이라는 

것이 미혼여성에게는 사회  편견으로 기혼여성에게는 

삶에 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는 신규 여성 

박사들의 직업가치 에서도 나타나며 기혼여성에 경우 

안정 인 삶과 일과 가정의 조화를 하여 좀 더 직업의 

안정성과 일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섯째, 자신에 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자아실

을 한 강한 목표의식은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으

로 나타났다. 여성이 자신의 환경에서 오는 편견  시각

을 벗어나 자신에 한 주체 인 치를 설정하고 자신

에 한 개념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는 주변인의 지지와 지원이 진로장벽을 타계하는 요한 

방편 에 하나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주변인의 지원과 응원은 진로장벽의 인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Lent, et al., 2003) 엘리

트 여성들의 효능감을 높이며 진로설계와 그들의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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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리더십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 하고 

있다(Yeagley, Subich, Tokar,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계열 공 여성 박사들

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여성 박사들에 한 진로개발에는 다양한 

에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회  차원에서 박

사과정 학생들이 선배와의 멘토링을 좀 더 체계 으로 

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한 

로 여성 박사과정 학생과 성공 으로 직업세계에 안착

한 여성 박사를 연계하여 보다 직 인 롤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고, 선배들과의 학문  연  도와

 수 있도록 학회차원에서의 경력개발 로그램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리천장효과를 극복하기 해서 정책 으로 

Bain과 Cummings(2000)가 제안한 것처럼 여성의 고용

수를 늘리고 여성의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

의 효과 인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문화

으로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요하며 국가 정책

으로 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Neumark & Gardecki 

(1996)의 경우에는 경제학 공의 여성 박사과정 학생들

의 경력개발을 연구한 결과, 여성교수와 여성 박사과정 

학생들의 서로의 진로  경력개발에 시 지효과

(synergy effect)를  수 있다고 보고 학 내의 여성교

수인력의 증가와 여성교수의 승진에 좀 더 해야 한

다고 지 했다. 사회 인 고용의 증가와 승진기회의 확

장은 미래 신규 여성 박사 인력들에게 진로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을 향상시키고 정 인 진로 망을 증진

시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치를 기존의 

이 아닌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

지 편견 속에 있다는 것을 넘어 개인  수 에서는 자신

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연구업 을 늘리고 학회  다

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극 으로 참여하며 김정숙과 김

경근(2003)이 지 한 것처럼 학문  생산성을 해서 가

정과 일에 모든 것을 잘해내는 슈퍼맘이 되기보다는 선

택과 집 을 할 필요가 있다. Gilbert와 Kearney(2006)는 

미혼여성들은 결혼 이후 자신들이 상상하는 맞벌이 계

를 방해하거나 도움을  요인에 해 알 필요가 있으며 

일상 인 실에 해 비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따

라서 여성들이 가정생활이나 진로추구 과정에서 어떤 요

인들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진로계획에 

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 으로 일과 가정

의 양립에 한 건강한 안을 찾아야 하며 남성들에게

도 자녀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며 궁극 으로 자신들

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성 박사의 진로의 개발이 단

편 인 문제가 아닌 개인, 학교, 직장, 학회, 사회모두 함

께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의 박사의 수는 

지만 가치 있는 인력이며 사회의 이끌어가는 리자의 

역할과 미래 여성인력의 롤모델이다. 따라서 신규 여성 

박사의 경력개발에 한 지속 인 학문 ·정책  심이 

요청된다. 한 연구의 결과를 교육계열 신규 여성 박사

뿐 아니라 상을 타계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횡단

 연구가 아닌 장기 인 측면에서 고학력의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해서 추

 조사하는 것도 정책  · 학문 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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