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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담장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다 보면 그 새로움과 안도감 등에 의해 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 세계를 다 돌아보고 즐긴 후 또 다른 담장을 발견하게 되면 그제서야 새 담장을 넘을
궁리를 한다. 담장을 넘자마자 그 다음 담장을 넘을 생각을 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운 계획을 토대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쉽게 넘을 수 있다.
나는 지금 대학생활이라는 인생의 2막을 정리하고 직장생활이라는 3막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막
바지 졸업예정자이다. 대학 입학 전 수능이라는 담장을 넘을 때에는 인생에 담장이란 그거 하나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높은 담장을 넘었을 때는 대학생활을 즐기고 또 즐겼다. 그리고 지
금, 나는 새로운, 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다. 어떻게 넘어야 할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뒤쫓기듯 담장 넘을 방법을 찾고 있다.
차세대건설리더아카데미는 그 방법 중 하나였다. 건설업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 실무에 가까운
경험을 쌓고자 지원했고, 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준의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교
육을 들으면서, 나는 이 아카데미가 취직이라는 담장 끝에 닿게 해주는 좋은 발판이 된 것 같았
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가는 지금 이 교육은 나에게 발판 같은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내가 마주할 담장들의 존재를 깨닫게도 해주었다
차세대건설리더아카데미의 교육은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의해 진행된다. 현업
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
가 바라보고 있는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조언해주셨다. 지금 우
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취업이라는 담장 너머에는 또 다른 담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다. 취업
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일이며, 그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특히
한미글로벌에는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은 뒤 CM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
영종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소방을 교육해 주셨던 윤진철 차장님께서는 10년을 다녔던 회사를 그
만두고 소방기사라는 새로운 길을 가면서 왜 진작에, 왜 더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준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했다. 그건 지금 안주하고 있는 세계에 정신이 팔려
내가 곧 마주하게 될, 인생의 다음 막으로 넘어가게 할 담장을 모르고 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는 대학 입시 직전 옛날의 나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취직이라는 눈앞의 담장과 직장생활이라는 작은 세계에 갇혀 더 멀리, 더 나아간 미래를 생
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인생의 3막이 아닌, 나의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써
나갈 준비가 된 것 같다. 이 에세이를 통해 5주 동안 우리에게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큰 깨달
음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