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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구직에 성공한 졸 취업자와 구직에 실패한 졸 경제활동인

구의 개인  배경요인의 차이 을 살펴보고, 학생활에서의 취업 비 정도와 구직방식이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에 미치는 향을 임 , 임 만족도, 직장만족도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자료는『2010년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이며, 분석 상은 2010년 9월 기  일

제, 상용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직자로서 구직 활동을 경험한 7,663명이다. 분석결과, 정규

직 여부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학교 소재지, 계열, 학교육 만족도, 어학연수 

경험, 구직방식이다. 기업 여부는 어머니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임 은 남성인 경우, 4년제 학을 졸업한 경우,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상 으로 임  수 이 높았다. 학교육에 만족했거나 어학연수 경험  취업목표가 있었던 

경우에도 모두 임  증가 효과를 낳았다. 요약하면, 개인의 인 자본과 사회  자본 양자 모두

가 노동시장에서의 결과와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직방식에서, 인  을 통한 

구직은 임  수 , 정규직 여부  기업 취업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라노베터의 ‘약한 유 의 강 (strength of weak ties)' 명제와는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그라노베터가 연구했던 1970년  미국 사회와는 다른 사회구조를 갖고 

있고 채용방식 한 다른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단어: 졸 경제활동인구, 노동시장 성과, 구직방식, 임 , 직장만족도

Ⅰ. 머리말

최근 졸자의 실업률이 매우 높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국내 상장사 269개

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상반기 졸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평균 65 

 1로 집계 다고 밝혔다(인크루트, 2012). 상황이 이 다 보니, 졸자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보자는 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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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자리 미스매치(job mismatch) 상과 이에 따른 기 이직률 증가 등

의 문제 도 나타나고 있다(유홍 ·김기헌·정태인, 2013).

이 게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에서 성공 인 노동시장 이행을 하는 졸자는 

어떤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학교생활과 취업 비는 어땠을까? 이들은 

어떤 구직 방식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을까? 더불어 이러한 개인  특성 요인이

나 학교생활과 취업 비  구직방식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도 궁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직방식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기존의 몇몇 연구들이 있지만 노

동시장 불평등을 변하는 다양한 측면의 노동시장 성과에 한 분석은 만족스

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부분의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성과로 임 만을 

지표로 다루었거나 임 만족도, 취업성공률, 직무만족도, 일자리 상실 험률, 취

업이행률, 기업 취업여부,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 등의 변수  어느 하나

만을 노동시장 성과로 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구직에 성공한 졸취업자와 구직에 실패한 졸 경제

활동인구의 개인  배경요인의 차이 을 살펴보면서 개인  요인을 성별, 부모

의 학력, 학 유형( 문 /4년제 학), 학 소재지(서울지역 학/지방 학), 

공계열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더불어 학생활에서의 취업 비 정도와 이들의 구직방식이 노동

시장의 격차(임  수 , 임 만족도, 직장만족도 등)에 미치는 향도 분석하려

고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개인  특성 요인

노동시장 성과에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성별은 기본 인 개인 속성으로 다

루고 있으며(강순희·박성재, 2002; 원지 , 2011), 부모의 학력(원지 , 2011), 

문 /4년제 학에 따른 분류(최바울·김성환, 2003), 수도권/지방 학의 지

역  변수(최바울·김성환, 2003), 공계열(원지 , 2011), 결혼 여부(유홍 ·

성민, 2010)등이 변수로 활용되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학 졸업 

후 약 1년 만에 수집된 자료인 을 감안하여 혼인 여부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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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졸자 일자리 진입에 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종성·이병훈(2009)의 연구

는 출신 학이 치한 지역이 수도권인 졸자가 비수도권 졸자에 비해 일자

리에 진입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 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입학한 학생들이 인

자원 측면에서 우수하기도 하지만, 구직 인 라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취업정

보를 많이 하면서 구직활동 기 출발이 비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 학교생활과 취업 비

학에서의 공교육 만족도  취업 지원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을 높이며, 구직활동으로부터 탈출율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박천

수, 2009). 황여정·백병부(2008)도 4년제 졸자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

의 취업지원 활동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  기업, 

정규직 취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채창균·김태

기(2009)는 다른 조건들이 통제될 경우 학에서의 교육지원 노력 에서는 취

업지원 활동만이 졸업생의 취업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어학연수 경험은 노동시장 성과에서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어학연수 경

험은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규직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여정·백병부, 2008; 김정숙, 2009; 박가열·천 민, 

2009). 박천수(2009)도 어학연수 경험자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취업 성

공 가능성과 임  수 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 다. 반면 채창균·김태

기(2009)는 어학연수 경험은 4년제 졸업생의 취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문 학 졸업생의 취업에는 오히려 부정 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다.

황여정·백병부(2008)는 학 졸업 에 구체 인 취업목표를 설정한 것이 취

업 여부 자체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기업과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는 유의하게 도움이 된 것으로 악하 다.

그 외에도 학교생활  취업 비와 련하여 졸업평  는 공인 어시험의 

수를 분석에 포함하는 선행연구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졸업평 은 다

른 변수들과의 상 계가 지나치게 높아 다 공선성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

고, 공인 어시험의 경우 무응답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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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방식

구직방식과 연 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김성훈(2005), 강순희(2010), 원지

(2010), 박진희(2010)등이 있다. 김성훈(2005)은 공개채용이 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보다 사회  차원에서 효율 이며 공개채용을 통해 취업하는 이들

의 기술 합도나 교육 합도가 인  네트워크를 통해 채용되는 이들에 비해 높

다는 것을 보 다.

청년패 조사를 이용한 강순희(2010)에 의하면 2006년도 청년 취업자들이  

직장을 찾을 때의 주된 일자리 탐색경로는 친척·지인 등 인  네트워크를 통한 

경우가 30.9%로 가장 많으며, PC통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28.8%), 직

지원, 학원, 인턴쉽 등 기타(13.0%), 공공서비스(12.6%), 매체(10.4%), 학

교를 통한 경우(4.3%)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지 (2010)은 일자리 유형에 향을 미치는 인 자본과 사회 계망을 분석

하 다. 그는 청년들의 일자리 유형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인 자본 변수

인 학력으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하 다. 하지만 인 자본 련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회 계망이 청년

들의 일자리 유형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 다. 구직 정

보를 획득하는 경로로 학교 선생님이나 지인을 활용한 청년들이 신문이나 정보

지를 포함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한 청년들에 비해 더 나은 일자리

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사회 계망의 활용이 더 나

은 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회 계망  강한 연 의 특성을 지닌 가족이나 친구와의 계는 취업을 

한 정보 제공 면에서 약한 연 보다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졸 청

년층의 구직탐색 방법과 그에 따른 취업성과를 연구한 박진희(2010)에 따르면, 

약한 연 를 활용하여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강한 연 를 활용하여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사회경제  측면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2012)2)의 가설을 지지한다.

1) 청년층은 인터넷을 통한 직업탐색을 일반 으로 이용하는데, 남녀 간에도 이러한 특징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지원센터, 워크넷(worknet) 등 공공서비스 이용 비율이 일반인에 비

해 높은데 이 은 공공서비스의 청년친화 인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5)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공식  방식(formal means)이나 직

지원(direct application)을 활용한 경우보다 인  (personal contacts)이 사용된 경우에 상

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얻게 된다고 확인했다. 인  의 경우에도 강한 연 (strong tie)를 

가진 사람과의 보다는 약한 연 (weak tie)로 이어진 사람과의 우연한 에서 얻어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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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장 성과

여러 련 기존연구에서 노동시장 성과로서의 종속변수는 취업여부(김종성·

이병훈, 2009), 정규직/ 기업 여부(강순희, 2010), 임 (최바울·김성환, 2003; 

김두순, 2011), 임 만족도(김종성·이병훈, 2009; 이만기, 2011)와 직장만족도

(최바울·김성환, 2003), 직업 포부(심경섭·설동훈, 2010)등으로 측정되고 있다.3)

1) 취업 여부

졸자 일자리 진입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종성·이병훈(2009)의 연구에 의하

면 단순히 취업 비를 했던 졸자에 비해 보다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한 

졸자가 일자리 진입 성공확률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구직활동 방

법과 일자리 진입 성공확률에 해서 살펴보면, ‘개인  연결망’을 활용한 졸

자가 ‘제도  연결망’을 활용한 졸자에 비해 일자리 진입 성공 확률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규직/ 기업 여부

강순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정규직

과 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탐색경로가 정규직 

취업에 가장 정  효과를 미치고 있다. 한 주된 일자리 탐색방법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비하여 매체나 인  네트워크를 통한 경우에 기

업 취업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고하 다.

3) 임

김두순(2011)에 의하면 입직경로에 따라 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성

이 여성보다 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 차이는 공식  경로

가 가장 크고, 사회  경로의 경우 남녀의 임 차이가 비교  낮게 나타나고 

리 정보가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약한 연 의 강 (the strength of weak ties)’ 명제이다.

3) 노동시장 성과와 련하여 이 외에도 이규용·김용 (2003), 장원섭(1997), 최유정·최샛별·이명진 

(2001), 블라우와 로빈스(Blau and Robins, 1992), 린, 쿡, 벌트(Lin, Cook and Burt, 2001) 등을 

참고하 다.

4) 김종성·이병훈(2009)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졸자이동경로조사의 2006년 1차 년도 자료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던 졸자 에서 2007년 2차 년도에 일자리 진입 성공 혹은 실패여부를 분석하 는데, 

2006년 조사 당시 졸미취업상태에 있던 구직자에게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단순히 ‘취업 비’라고 답한 사람과 ‘구직활동’이라고 답한 사람들 간에는 분명 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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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공식  경로보다 사회  경로를 통해 취업할 

경우에 임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입직경로별로는 개인  경로를 통한 

입직자가 가장 낮은 임 수 을 보이고 있다. 시간당 임 에 해 입직경로, 개

인 속성, 학 속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입직경로 효과는 개인  경

로가 공식  경로에 비해 임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속성을 통

제한 모형에서는 양자 간 임  차이가 사라졌다. 공식  경로에 비해 개인  

경로의 임  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졸업 후 직업경력과 숙련형성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비공식 경로(개인  경로)가 질 낮은 일

자리나 2차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을 시사한다. 반

면에 사회  경로는 모든 유형에 있어 공식  경로에 비해 임 효과가 일 되

게 낮게 형성된다. 이는 학의 취업 정보, 교수나 과사무실을 통한 취업 일자

리가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  인맥이나 공

식  직업탐색 통로가 더 높은 임  리미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속

성을 통제하면 성별 임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학력 청년

층의 기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다. 

한 학교 서열 변수 간의 임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문 의 임 효과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

최바울·김성환(2003)의 연구는 지방 학 졸업생의 임 수 이 수도권 학 졸

업생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 다. 학력별로는, 문  졸업생의 경우 지역 간 격

차가 거의 없는 반면에 4년제 학 졸업생의 임  수 은 수도권이 지방 보다 

비교  큰 차이를 보 다. 한 출신 학의 지역별 임 격차를 분석한 결과, 비

수도권 졸업생의 임 이 수도권 졸업생에 비해 약 13% 정도 더 낮은 임 격차

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4) 임 만족도

김종성·이병훈(2009)은 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임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견에 해서는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한데 남성의 임 이 여성에 비해 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과 임 만족도가 주  태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의 임 에 한 애

의 희망 기  수 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 이 가능하다.

5) 직장만족도

최바울·김성환(2003)의 연구는 일자리 만족도와 련하여 ‘  직장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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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닐’ 의사에 있어서 수도권 학 졸업생과 지방 학 졸업생 간의 차이가 었

다는 것을 보여 다. 2001년 기 으로  직장에 한 만족도는 수도권 학 졸

업생들보다 지방  졸업생들이 약간 더 높았지만, 2002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

어졌다.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2001년에 상 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 던 4

년제 지방  졸업생과 수도권 문  졸업생들의  직장 만족도가 2002년에는 

크게 높아져서 수도권 문  졸업생의 경우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다는 

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도출한 연구모델은 아래 [그

림 1]과 같다.

이러한 연구모델에 따라 도출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구직에 성공한 졸자와 실패한 졸자 사이에는 개인  특성, 학교

생활  취업 비, 구직방식에 따라 취업이 될 승산(odds)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 2. 구직에 성공한 졸자의 개인  특성, 학교생활  취업 비, 구직방

식에 따라 정규직이 될 승산(odds)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 3. 구직에 성공한 졸자의 개인  특성, 학교생활  취업 비, 구직방

식에 따라 기업에 취업할 승산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 4. 구직에 성공한 졸자의 개인  특성, 학교생활  취업 비, 구직방

식에 따라 임 이 증가( 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5. 구직에 성공한 졸자의 개인  특성, 학교생활  취업 비, 구직방

식에 따라 임 만족도가 증가( 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6. 구직에 성공한 졸자의 개인  특성, 학교생활  취업 비, 구직방

식에 따라 직장만족도가 증가( 는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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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자들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즉 2010년 9월 기  일제, 상용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직자로서 구직 활동을 경험한 7,663명이 최종 분석 상이

다. 한편 취업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분석에서는 같은 

시기 구직에 실패한 응답자(963명)를 분석에 포함하 다.

2) 변수의 조작  정의

(1) 개인  배경

성별은 더미(dummy) 변수로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의 값을 부여하 다.

학력은 문 , 4년제, 교육 로 구분된 학교유형 문항에서 교육 를 제외한 

후 문 인 경우를 거집단으로 삼아 더미변수로 처리하 다.5)

학교 소재지는 서울권, 경기강원권, 충청권, 남권, 제주호남권으로 조사되었

는데 서울과 그 외 지방으로 분류하여 지방을 거집단으로 하 다.

공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체능계열로 조사되었는데, 인문계열을 거집단으로 하 다. 교육계열과 의약학

계열은 동일한 직업으로 진출할 비율이 높다는 공통 이 있으므로 분석모형에

서는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 고, 체능 계열은 동일 직업으로 진출할 비율이 

높지만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교를 해 분석에 포함하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무학,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문 , 학, 

학원으로 구분하여 조사된 것을 졸 이하, 고졸, 문 졸 이상인 경우로 재

분류하 으며, 졸 이하인 경우를 거집단으로 하 다.

(2) 학교생활  취업 비

학교육만족도는 응답자가 졸업한 학의 교육과 련하여 교육지원 시설, 

학생복지 시설, 학생지원제도(장학 , 해외연수 등), 진로 련 상담  지원 제

도, 공 커리큘럼  내용, 공 교수진의 능력  열의, 수업의 방식  질, 

공에 한 반 인 만족 수 , 학교에 한 반 인 만족 수  등 총 9개

의 문항으로 측정된 척도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8이며, 분

석에서는 9개 문항의 평균값을 용하 다.

어학연수 경험 유무는 학 재학  는 졸업 후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 

있는지를 측정하 다.

취업목표 유무는 학을 졸업하기 이 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는 직업을 

5) 교육 는 동일한 직업으로 진출할 비율이 높으며 진로결정, 구직방식, 취업에 있어서 다양성이 떨

어지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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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한 정보

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3) 구직 방식

구직 방식은  직장에 한 일자리 정보를 얻은 주된 방법을 말한다. 구직

방식은 원래 15가지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재분류하여 ① 인  , ② 제도  

장치, ③ 공식 정보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었다. 인  은 교수, 부모 

는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해  직장(일자리)에 한 정보를 얻은 경

우이다. 제도  장치는 학교 취업정보실, 공공취업알선기 , 민간취업알선기 , 

직업  취업박람회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은 경우이다. 공식 정보망은 신문, 

TV 등 언론매체, 인터넷(취업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은 경

우이다. 그 밖에 생활정보지, 회사에 직  연락, 학원, 장실습/인턴쉽, 헤드헌

터, 기타 분류는 본 연구모형에 합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

(4) 노동시장 성과

노동시장 성과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며, ① 취업 여부, ② 정규직 여부, ③ 

기업 여부, ④ 임 , ⑤ 임 만족도, ⑥ 직장만족도를 각각 분석하 다.

취업여부는 조사시 을 기 으로, 즉 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통

해 취업에 성공한 졸자와 실패한 졸자를 비교하기 해 분석에 포함되었다.

정규직 여부는  직장(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면 1, 비정규직이면 

0의 값을 부여하 다. 기업 여부는 응답자들의  직장을 종사자 수에 따라 분

류한 것으로 정부, 공공기 , 공익기  등을 제외하고 사기업 에서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기업, 그 지 않은 경우를 소기업으로 분류하 다.

임 은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조사되었고, 분석에서는 자연로그(log)를 용하

다. 임 만족도와 직장만족도는 리커트척도(5 )로 측정되었다.

Ⅳ. 분석 결과

1. 분석 상에 한 기 통계분석

<표 1>은 분석 상 직자 7,663명에 한 기 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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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 표본에서 남성은 55.5%이고 여성은 44.5%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졸자가 73.3%이고, 문  졸업자가 26.7%이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권이 

24.9%이고 지방  졸업자가 75.1%로 집계되었다. 공계열은 인문계열 9.7%, 

사회계열 29.5%, 교육계열 4.8%, 공학계열 28.4%, 자연계열 11.3%, 의약계열 

8.1%, 체능계열 8.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졸 이하 22.3%, 고졸 

44.2%, 문 졸 이상이 33.5%이고, 어머니의 학력은 졸 이하 29.0%, 고졸 

53.4%, 문 졸 이상이 17.6% 다.

학교육만족도는 5  만 에서 평균 3.23 이고,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응답

자는 23.1%, 졸업  취업목표가 있었던 응답자는 62.4%로 나타났다. 구직 방

식에서 인  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은 경우는 21.8%, 제도  장치를 통

한 경우가 8.0%이고, 공식정보망을 통한 경우는 71.3%이다.

정규직 여부와 련하여, 정규직은 73.8%이고 비정규직이 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상  정부, 공공기 , 공익기  등을 제외하고 사기업에 종사

하는 응답자는 6,528명이며, 이  48.3%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51.7%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측정된 임 은 평균 213.10만원(최소 40만원~최  

1,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분석모형에서 임 은 자연로그(log) 처리하여 평균 

5.30(최소 3.69~최  6.91)이 되었다. 임 만족도와 직장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3.18과 3.49로 나타났다.

2.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교(가설 1)

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상은 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구직

활동을 통해  직장(일자리)을 구한 응답자들이다. 이에 비되는 응답자들은 

조사시 을 기 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구직에 성공한 

졸자와 실패한 졸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

구직에 성공하지 못한 졸자들은 조사 직  주(週)에 일자리가 없어서 유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 경험이 있고,  알맞은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조사 당시를 기 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963

명이다.

<표 2>는 구직에 성공한 졸자와 실패한 졸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학력, 학교 소재지, 

계열, 학교육만족도, 어학연수경험, 취업목표유무이다. 응답자가 4년제 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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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변  수
분포

( 는 평균)
사례 수 비  고

성별
남성 4,255(55.5)

7,663 거집단=여성
여성 3,408(44.5)

학력
4년제 5,585(73.3)

7,619 거집단= 문
문 2,034(26.7)

학교 소재지
서울 1,910(24.9)

7,663 거집단=지방
지방 5,753(75.1)

계열

인문 741( 9.7)

7,663 거집단=인문

사회 2,261(29.5)
교육 366( 4.8)
공학 2,173(28.4)
자연 868(11.3)
의약 623( 8.1)
체능 631( 8.2)

아버지 학력
졸 이하 1,673(22.3)

7,505 거집단= 졸 이하고졸 3,315(44.2)
문 졸 이상 2,517(33.5)

어머니 학력
졸 이하 2,178(29.0)

7,504 거집단= 졸 이하고졸 4,005(53.4)
문 졸 이상 1,321(17.6)

학교육만족도

(5  만 /평균)
3.230 7,654

표 편차=0.660

최소 0  ~ 최 5

어학 연수
경험있음 1,773(23.1)

7,663 거집단=경험없음
경험없음 5,890(76.9)

취업 목표
있음 4,780(62.4)

7,663 거집단=없음
없음 2,883(37.6)

구직방식
인  1,544(21.8)

7,089 거집단=공식 정보망제도  장치 564( 8.0)
공식 정보망 4,981(70.3)

정규직
정규직 5,656(73.8)

7,663 거집단=비정규직
비정규직 2,007(26.2)

기업
기업 3,153(48.3)

6,528
거집단= 소기업

(종사자 수 300명 미만)소기업 3,375(51.7)

임 (자연로그) 5.300 7,641
표 편차=0.361

최소 3.69 ~ 최  6.91

임 만족 3.180 7,658
표 편차=0.985

최소 0  ~ 최 5

직장만족 3.490 7,662
표 편차=0.813

최소 0  ~ 최 5

<표 1> 분석 상의 기 통계

졸업한 경우 문  졸업자에 비해 취업할 승산(odds)은 1.339배이며, 학교 소

재지가 서울인 경우 취업할 승산은 1.545배이다. 공이 교육의약계열인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취업할 승산은 2.140배이며 공학계열은 1.494배, 자연계열은 

1.376배이다. 그리고 학교육에 만족도가 높거나, 어학연수경험 는 취업목표

가 있는 경우 모두 취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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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부

b exp(b)

상수 0.830(0.218)*** 2.294

성별(남성) 0.106(0.076) 1.112

학력(4년제) 0.292(0.081)*** 1.339

학교 소재지(서울) 0.435(0.095)*** 1.545

계열

사회 0.152(0.124) 1.164

교육의약 0.761(0.162)*** 2.140

공학 0.401(0.133)*** 1.494

자연 0.319(0.151)** 1.376

체능 -0.049(0.149) 0.952

아버지 학력

고졸 -0.145(0.113) 0.865

문 졸 이상 -0.216(0.135) 0.806

어머니 학력

고졸 0.009(0.103) 1.009

문 졸 이상 0.047(0.144) 1.048

학교육만족도 0.189(0.053)*** 1.208

어학연수경험 0.221(0.094)** 1.248

취업목표유무 0.160(0.071)** 1.173

N 8,390

카이제곱 128.413***

-2LogLikeihood 5794.428

Pseudo-R2 (Cox and Snell) 0.015

Nagelkerke R2 0.030

주: * p<0.10, ** p<0.05, *** p<0.01

<표 2> 취업 여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3. 노동시장 성과(가설 2~6)

1) 정규직 여부

<표 3>은 졸자들이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향을 미친 요인

을 확인한 것이다. 정규직 여부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성별, 학교 소

재지, 계열, 학교육만족도, 어학연수경험, 구직방식(인 과 제도  장치)

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승산이 1.570배이고, 학교 소재지

가 서울인 경우 정규직이 될 승산이 1.265배이다. 공이 공학계열인 경우 인문

계열에 비해 정규직이 될 승산이 1.377배로 나타났다. 학교육에 만족했거나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이 될 승산이 증가한다. 구직방식은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는데, 인 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공식정

보망을 통한 경우에 비해 정규직이 될 승산이 0.806배이며, 제도  장치를 이용

한 경우는 정규직이 될 승산이 1.262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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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여부 기업 여부

b exp(b) b exp(b)

상수 0.208(0.184) 1.231 -1.931(0.184)*** 0.145

성별(남성) 0.451(0.061)*** 1.570 0.564(0.062)*** 1.757

학력(4년제) 0.090(0.067) 1.094 0.321(0.068)*** 1.378

학교 소재지(서울) 0.235(0.071)*** 1.265 0.799(0.067)*** 2.222

계열

사회 -0.059(0.105) 0.942 0.161(0.104) 1.175

교육의약 -0.140(0.122) 0.869 0.088(0.128) 1.092

공학 0.320(0.113)*** 1.377 0.215(0.106)** 1.240

자연 -0.197(0.121) 0.821 0.020(0.122) 1.021

체능 -0.076(0.131) 0.927 -0.423(0.135)*** 0.655

아버지 학력

고졸 0.011(0.089) 1.011 0.122(0.088) 1.130

문 졸 이상 0.106(0.108) 1.112 0.274(0.106)*** 1.316

어머니 학력

고졸 0.064(0.083) 1.066 0.060(0.081) 1.062

문 졸 이상 0.045(0.115) 1.046 -0.003(0.113) 0.997

학교육만족도 0.109(0.043)** 1.116 0.203(0.043)*** 1.225

어학연수경험 0.310(0.073)*** 1.363 0.634(0.068)*** 1.886

취업목표유무 -0.006(0.058) 0.994 0.115(0.057)** 1.122

인  -0.215(0.067)*** 0.806 -0.343(0.069)*** 0.709

제도  장치 0.233(0.113)** 1.262 0.548(0.107)*** 1.729

N 6,914 6,038

카이제곱 239.780*** 737.480***

-2LogLikeihood 7687.295 7626.072

Pseudo-R2

(Cox and Snell)
0.034 0.115

Nagelkerke R2 0.050 0.153

주: * p<0.10, ** p<0.05, *** p<0.01

<표 3> 정규직 기업 여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 기업 여부

 <표 3>의 오른쪽 부분은 졸자들이 재 일자리인 기업에 채용되는데 

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기업 여부는 어머니의 학력을 제외한 모

든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이 남성인 경우, 4년제 

학을 졸업한 경우,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모두 기업에 취업할 승산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지방 학 졸업

자에 비해 기업에 취업할 승산이 2.222배이며 모든 유의미한 변수들 에서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이 공학계열인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기업에 취업할 승산이 1.240배인 반면 체능계열은 기업에 취업할 승산이 

0.655배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문 졸 이상인 경우 기업에 취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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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은 1.316배이다. 학교육에 만족하거나 어학연수 경험 는 취업목표가 있

는 경우에도 기업에 취업할 승산이 있다. 구직방식을 살펴보면, 인 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공식정보망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업에 취업할 

승산이 0.709배이며, 제도  장치를 이용한 경우는 1.729배로 나타나 정규직 여

부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3) 임

구직에 성공한 졸자들의 임 이 개인  특성, 학교생활  취업 비, 구직

방식에 따라 얼마나 증가 는 감소하는지를 분석하 다. 이 모형에서는 어머

니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이 남성인 경우, 4년제 학을 졸업한 경우,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모두 임 이 증가한다. 공이 사회계열, 교육의약계열, 공학계열인 경우 인문

계열에 비해 임 이 증가하는 반면 체능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 임 이 0.099

만큼 감소한다. 아버지의 학력이 문 졸 이상인 경우 임 이 0.034만큼 증가

했다. 학교육에 만족하거나 어학연수 경험 는 취업목표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임 이 증가한다. 인 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공식정보망을 

통한 경우에 비해 임 이 0.032만큼 감소하는 반면, 제도  장치를 이용한 경우

는 0.08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 만족도

<표 5>는 임 만족도를 분석한 것인데, 성별, 학력, 학교 소재지, 계열, 학교

육만족도, 어학연수경험, 구직방식  제도  장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이 남성인 경우, 4년제 학을 졸업한 경우,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는 모두 임 만족도가 증가한다. 공이 공학계열인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임

만족도가 0.090만큼 증가하고 체능계열은 0.243만큼 감소한다. 부모의 학력

은 임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교육에 만족하거나 어학연수경험

이 있는 경우 임 만족도가 증가하 다. 구직방식  제도  장치를 이용한 경

우 공식정보망을 통한 경우에 비해 0.156만큼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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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b β

상수 4.763(0.024)
***

성별(남성) 0.218(0.008)
***

0.301

학력(4년제) 0.155(0.009)
***

0.191

학교 소재지(서울) 0.180(0.009)
***

0.216
계열
사회 0.050(0.014)

***
0.063

교육의약 0.158(0.016)
***

0.142

공학 0.108(0.014)
***

0.136

자연 0.021(0.016) 0.019

체능 -0.099(0.017)
***

-0.077
아버지 학력
고졸 -0.008(0.012) -0.011

문 졸 이상 0.034(0.014)
**

0.044
어머니 학력
고졸 0.018(0.011) 0.024
문 졸 이상 0.018(0.015) 0.019

학교육만족도 0.042(0.006)
***

0.077

어학연수경험 0.105(0.009)
***

0.123

취업목표유무 0.022(0.008)
***

0.030

인  -0.032(0.009)
***

-0.037

제도  장치 0.086(0.014)
***

0.065

N 6,898

F 184.039
***

r 0.559

  0.313

adj.   0.311

주: * p<0.10, ** p<0.05, *** p<0.01

<표 4> 임 에 한 회귀분석

5) 직장만족도

<표 5>의 오른쪽 부분은 직장만족도를 분석한 것인데, 성별, 학교 소재지, 계

열, 학교육만족도, 어학연수경험, 구직방식(인 과 제도  장치)이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이 남성인 경우, 학교 소재지가 서울이었던 경우 직장만족도가 증가한다. 

공은 체능계열인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직장만족도가 0.093만큼 감소하

고, 다른 계열은 모두 직장만족도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은 직장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교육에 만족하거나 어학연수경험

이 있는 경우 직장만족도가 증가하 다. 구직방식을 살펴보면, 인  과 제

도  장치를 이용한 경우 모두 공식정보망을 통한 경우에 비해서는 직장만족도

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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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만족도 직장만족도

b β b β

상수 2.097(0.075)*** 2.439(0.062)*** 　
성별(남성) 0.160(0.025)*** 0.081 0.140(0.021)*** 0.085
학력(4년제) 0.050(0.028)* 0.023 0.004(0.023) 0.002

학교 소재지(서울) 0.048(0.028)* 0.021 0.056(0.023)** 0.030

계열

사회 -0.050(0.043) -0.023 -0.018(0.036) -0.010

교육의약 -0.054(0.051) -0.018 0.000(0.043) 0.000

공학 0.090(0.044)** 0.042 0.005(0.037) 0.003

자연 -0.036(0.050) -0.012 0.011(0.042) 0.004

체능 -0.243(0.055)*** -0.069 -0.093(0.045)** -0.032

아버지 학력

고졸 -0.005(0.037) -0.003 0.029(0.030) 0.018

문 졸 이상 0.035(0.044) 0.017 0.058(0.036) 0.034

어머니 학력

고졸 -0.011(0.034) -0.005 -0.036(0.028) -0.022

문 졸 이상 -0.005(0.047) -0.002 0.007(0.039) 0.003

학교육만족도 0.292(0.018)*** 0.196 0.276(0.015)*** 0.223

어학연수경험 0.074(0.028)*** 0.032 0.071(0.023)*** 0.037

취업목표유무 -0.029(0.024) -0.014 0.012(0.020) 0.007

인  0.016(0.028) 0.007 0.059(0.023)** 0.030

제도  장치 0.156(0.043)*** 0.043 0.134(0.036)*** 0.045

N 6,911 6,913

F 30.511*** 30.859***

r 0.265 0.266

  0.070 0.071

adj.   0.068 0.068

주: * p<0.10, ** p<0.05, *** p<0.01

<표 5> 임 만족도와 직장만족도 한 회귀분석

4. 가설 검증 결과 종합

아래 <표 6>은 에서 분석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이 게 볼 때, 가설

1~가설6은 모두 수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성별은 취업 여부를 제외하

고 정규직 여부, 기업 여부, 임  수 , 임 만족도와 직장만족도에 모두 유

의미한 향을 나타낸 반면 어머니의 학력은 취업 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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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여부 정규직 기업 임 임  만족 직장 만족

성별(남성) + + + + + 

학력(4년제)* + + + +

학교 소재지(서울) + + + + + + 

계열**

사회 + 

교육의약 + + 

공학 + + + + + 

자연 +

체능 - - - - 

아버지 학력

고졸

문 졸 이상 + + 

어머니 학력

고졸

문 졸 이상

학교육만족도 + + + + + + 

어학연수경험 + + + + + + 

취업목표유무 + + + 

인  - - - + 

제도  장치 + + + + + 

주: +/-: 통계  유의미성, *: ‘ 문 ’가 거집단임, **: ‘인문계열’이 거집단임.

<표 6> 분석 결과 종합

Ⅴ. 결론과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구직에 성공한 졸 취업자들 에는 4년제 

학 졸업자, 서울 지역 학 졸업생일 확률이 높았다. 학교생활과 취업 비를 잘 

한 경우에 노동시장 성과가 더 나았다. 구직방식도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인 자본과 사회  자본 양자 

모두가 노동시장에서의 결과와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직방식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  과 제도  장치를 더 많

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  을 통한 구직은 임  수 , 정규직 

여부  기업 취업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5)의 연구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인  을 

통한 일자리 구하기가 공식  수단이나 직  지원 방식에 비해 더 나은 일자리

를 구했다는 결론과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우리나

라의 노동시장이 그라노베터가 연구했던 1970년  미국 사회와는 다른 사회구

조를 갖고 있고 채용방식 한 다른 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즉 한국 

사회는 미국에 비해볼 때, 요한 정보가 주로 강한 유  속에서만 소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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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 정보를  수 있는 강한 유 는 실질 으

로 제한 일 수밖에 없다는 과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좋은 일자리의 취업이 

주로 공식 이고 제도 인 차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채용시장의 특성을 반

한 결과인 것으로 단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인  은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결(weak tie)만 측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  의 부정  효과가 주로 강한 연결(strong tie)

을 반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구직방식은 이미 취업한 사람을 상으로  직장에 한 정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상 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직자들이 강한 연결을 통

해 결과 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얻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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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Performance of Economically Active 

Korean College Graduates Population

Hong Joon Yoo ․ Tae-In Chung ․  Eunjoo Chun

 
This study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successful job seekers and 

unsuccessful ones in Korean college-graduates labor market. The labor market 
outcomes as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measured by employees’ 
income level and their satisfaction to job and incom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adiness for work, and job search 
methods. The data used is GOMS2010 and 7,663 employees are analyzed. The 
analysis show that both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labor market outcome of individual. In regard to job search 
method, getting a job through personal contacts had negative effect on income 
level and in getting a regular job in big firms. This result is contradictory to 
Granovetter’s thesis, which reflect the difference of social structure(network) 
and of recruiting system between the US and Korea.

Key Words: College Graduate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Labor Market Inequality, Job Search Methods, Income,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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