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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및 실태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의 평가 연구를 분석하
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
의 주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노동시장정책을 정리하고, 관
련 연구들을 분야․방법론․정책 제안별로 종합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취업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로 접어들었지만, 청년층 고
용사정은 OECD 평균인 39.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 주변노동력의 존재를 고려하
면, 청년실업 문제는 통계에서 보여지는 그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
다.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에 따른 경제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는 청년층의 고용 하락 및 부진 해결을 위해 노동시
장의 효율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모색과 수립을 위한 토대
구축이 시급하며, 고용률 70% 로드맵이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된 현
재, 사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청년들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수준을 낮추어 고용 기대치를 줄임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
고, 일자리 이동(job turnover)을 통해 기대치를 회복하려는 경향을
보이나, 일자리 이동은 임금이나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진입 후의 일자리 이동이 고용 및 근로환
경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고, 소규모 및 중소기업 하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

ⅱ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일치직무 제고 방안과 소규모
및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
다(천영민․윤정혜, 2008b; 채창균․김안국․오호영, 2005; 반정호
외, 2005).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은 분석 방법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한 결과를 보이는데 성별, 연령, 고졸․대졸 여부, 현 고용형태, 고교
성적, 자격증 소지 유무, 구직활동 경험 여부, 진로지도 경험 등이 취
업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 결정요인은 노동시장 초기 진
입․재진입 시의 임금수준과도 결부된 문제이므로, 미취업 결정요인
에서 드러난 인적․사회적 특성별 격차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과 사
회제도의 보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김안국, 2003; 강순희․안준
기, 2012; 노경란․허선주, 2012a; 박성재․반정호, 2012).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의 계층별 격차는 고졸층과 대졸층 간 비교
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고․실업고․특성화고의 차이와 전공
별 차이에서도 발견된다. 고졸 청년층의 유휴화율이 증가하는 가운
데, 일반고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실업고 졸업 청년들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취업이 경력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비경제활동 선택확률을 낮
출 수 있는 노동시장 이행프로그램이 학교 위주로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김안국․신동준, 2007; 김은석, 2013).
노동생산성 증가로 취업률 및 임금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
는 직업교육훈련은 그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분석하고 있다. 직업관련 훈련 및 자격증은 취업의 선별 도
구로 작용할 뿐 취업 이후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기술습득 제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 정보제공 체계의 구축과 함께, 전공직
무의 매칭을 촉진시키는 직업안정사업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우영, 2002; 전재식, 2002; 김주섭․박성재, 2003; 김안국, 2006).
고학력자 과잉(초과공급)에 따른 노동력 낭비, 과도한 사교육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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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등의 문제로 부각되는 과잉학력의 문제점은 교육이 본 목적인 인
적자본축적의 방향에서 벗어나 단순히 경쟁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의 학력과잉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
하고 학력, 자격증 등과 같이 취업 스펙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졸자의 직장선택
기준이 여전히 고용안정성, 고임금, 작업조건 등 전통적 조건에 치우
쳐 있음을 고려할 때, 자율성 및 독창성이 우대될 수 있는 사회적 분
위기의 확산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대졸 실업자 문제의 해
결책으로 제시하였다(김상대, 1995; 채창균․김안국․오호영, 2005).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수준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여성의 주급 중윗값은 전일제 근로자 기준, 남성 대
비 37.2%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취업
률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이며, 이는 고학력층에서 더욱 두드러지지
만,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고 그 격차가 증가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은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직업선택이 노동시장
의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취업정보 획득의 기회 역시 제
한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취업지원체계의 역할의
변화와 효율적인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자연계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지원의 확대 및
강화, 저학년 여학생들의 인턴십 참여 기회 활성화 등 여성의 구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여성 청년층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라 하겠다(박주헌, 1997; 김선영, 2000a;
김선영, 1999; 이영민․임정연, 2008).
제4장에서는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관점에서 대졸 청년층의 취업
준비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재학 중 휴학은 상당부
분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취업재수자의 취업 눈높이와 현실 간의 괴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이것이 일자리 제의 거절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취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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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노동
시장 성과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이것이 취업재수에 따른
불이익인지 낙인효과에서 비롯되는지는 판단이 어렵다. 취업재수자
의 경우, 이행과정에서 교육-노동시장 연계효과, 직장만족도 역시 낮
게 나타나, 취업재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는 다른 취업준비 유형에
비해 우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자의 역량과 취업 눈높이
간의 격차를 줄여 취업목표를 설계하고, 일자리 체험이나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취업 환경의 이해를 높여 취업확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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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및 실태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의 평가 연구를 분석하여 정책 시
사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지
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취업자 수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
의 고용사정이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으나,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러, 2013년 우리나라 15∼24세 청
년층 고용률은 24.2%로 2000년에 비해 5.2%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OECD 평균인 39.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60%대의 경제 전체
고용률이 청년 고용률 배제 시 70%에 이르는 것 역시, 최근의 고용률 정
체의 원인이 청년층 고용률에 기인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및 부진은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의 약화에 따른 경제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효율
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모색과 수립을 위한 토대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역시,
청년층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고민 없이는 목표 달성이
요원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많은 연구
의 주요 결과들이 주제․분야별로 고립되어 있고 연관성을 토대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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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발전의 가능성이 제약되어 있어 정책 제안, 수립 및 이행(implemen
tation)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 채 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노동시장정책을 정리하고, 관련 연구들을 분야․방
법론․정책 제안별로 종합하여, 현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에 주는 시사점
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
의 실태 및 성과를 노동시장 이행 측면, 취업․미취업 결정요인, 학력 및
직업교육훈련 효과, 과잉교육(overeducation), 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
및 청년 NEET 현상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
동시장의 문제는 마찰적․경기적 요인과 더불어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 취업률을 증가시킴
으로써 고용지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
시장의 근본적 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2장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를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서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간의 성과 차이, 일자리 이동의 고용성과
분석, 미취업 및 휴학 경험의 노동시장 이행 효과, 고졸층과 대졸층의 노
동시장 성과 격차, 직업교육훈련 효과 등 다각도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를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격차
측면에서 바라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임금격
차 측면에서도 남성 대비 37.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장기간에 걸쳐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취업률, 임시․
일용직 비율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데,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
보다 높고 그 격차가 증가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은 노동
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3장에서는 임금격차, 취업률 격차 등, 성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와 더불
어, 이러한 성별 노동시장 격차가 앞서 열거한 가설들에 의해 청년층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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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어학연수, 어학성적, 자격증, 시험준비, 구직활동 등 취업 스펙 쌓기로 대
변되는 취업준비 활동의 성과에 중점을 둔 기존 연구와 달리 취업준비의
기회비용에 대한 관점에서 청년 고용률 부진의 원인을 찾아본다. 또한 졸
업 후 미취업상태에서의 취업준비 활동을 취업재수로 간주하여, 미취업
유형을 취업재수, 취업준비 휴학, 졸업 유예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노동
시장 이행과정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선행 연구들의 비교분석 결과들을 종합하
여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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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 및 성과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 및 성과를 노동시장 이
행 측면, 취업․미취업 결정요인, 학력 및 직업교육훈련 효과, 과잉교육
(overeducation), 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 및 청년 NEET 현상의 측면으
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실태 분석

이병희(2001)는 청년층의 고실업 문제가 마찰적․경기적 요인과 더불
어 구조적 요인에서도 기인함을 지적하고, 청년층 고실업의 원인에 대한
시론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청년
층의 노동이동 및 지위변동을 살펴본 결과, 직전 직장의 취업형태는 비임
금근로 실직근로자와 정규직 실직근로자 간의 재취업 가능성에서의 차이
를 제외하고, 실직경험자를 포함한 청년층 전체에서 경력 간 이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발적 실업은 타 실업사유에 비해 경력 간 이
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자발적 실업이 경력 변동을
위한 일자리 탐색과정의 일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 후 경력이동을 살펴보면, 자발적 실업의 경우 정규직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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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가능성이,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났으나, 실직경험자의 경력 간 이동확률을 감소시켜 취업 불안정
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창균(2001)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30․40대인 핵심 인력층보다 일관
되게 상회하며,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사이에 놓여 있는 청년층 주변노
동력(marginal workers)이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실업
률 통계 이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추정 결과, 15∼19세와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 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취업 가능성을 낮게 보고 구직을 포
기하는 경향이 있는 실망노동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20대의 경우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유휴화된 실망노동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근로의욕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
해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20대 청년층의 지표상 실업률이 실제 실
업률보다 과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0세 이상 인
구 대비 30세 미만 청년층 인구의 증가는 청년 노동력의 초과공급을 초래
하여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수준의 상대적 비율
은 청년실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최저임
금제도 도입 역시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실업
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실제로 30․40대의 핵심 인력층보다 크게
나타나, 전분기 실질 GDP 증가율 1%포인트 증가에 당해 분기 실업률은
약 0.19%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분기 전의 경제성장률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청년실업의 실태를 산업구조 변화에 비
추어 볼 때, 15년 사이 청년층 남성은 취업자 수가 약 40만 명이 줄었고
청년층 여성은 약 20만 명이 늘어, 청년층 전체로 볼 때 약 20만 명이 줄
었으나, 산업․직종별로 볼 때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이 산업이나 직종 축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년층 고용 비
중의 하락에서 기인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병희(2002)는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가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대
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즉 노동시장과 교육의 괴리에서 기인한다고 보
고,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실태 파악과 함께 노동시장 성과

6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 청년층 부가조사(2000년)를 이용해 분석
하였다. 노동시장 진입 후 취업실태를 살펴본 결과, 평균 일자리 수는 2.1
회로 나타났고, 미취업 경험률은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하였지만, 5년 후
미취업 비율이 9%로 유휴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자리 이동은 시간 비례 증가하여, 교육 종료 후 1년 내에는 약 25%, 3
년 내에는 약 50%, 5년 후에는 약 61.9%가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1년 내 단절 후 일자리 1회 이동 비중 역시
51.3%로 나타나, 노동시장 진입 후 안정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직장이동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은
다소 감소하지만 지위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직장이동 현상이
고용형태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변동률은 직장이동에 따라 감소하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아 경력일
치에 역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동의 임금에
의 영향을 살펴보면, 직장경험 횟수와 비정규직 경험 비중이 임금에 부
(nega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이동으로 인해 임금 추
구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영민․윤정혜(2008b)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의 불안정성을 대졸자 직
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
를 이용하여 대졸자의 첫 일자리 이후(대학졸업 후 20개월 이후) 일자리
이동(job transitions)1) 실태를 통해 파악하고, 그 이후의 노동시장 정착
성과를 살펴보았다. 대졸자 중 일자리 이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는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나, 4년제 대졸 남학생은 다른 계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고용 취약계층
들이 고용 기대치를 줄여 노동시장 진입 후 일자리 이동을 통해 기대치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이동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월평
균 소득 및 고용성과 비교 시, 일자리 이동은 임금상승 및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 부(negative)의 영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초기 노동시장 안정
1) 천영민․윤정혜(2000b)는 로짓모형을 통해 일자리 이동 전후 상태 비교, 일자리
이동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변화, 직업변동, 산업변동, 경력변동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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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일치직무의 중요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
한다.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은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빠져 있으나, 이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선호하는 청
년층의 합리적 경제행위의 결과이므로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청년의
높은 눈높이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을 기업규모
별 취업과 기업 간 노동이동 실태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
동시장 첫 진입 시점과 현 직장 비교 시, 중소기업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의 이탈자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 고용 불안정성 실태
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경력은 대기업 취업에 부정적 영
향을 끼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이 크게 제한적
이지 않아, 현 대기업 근로자 기준으로 26.1% 비중을 보인다. 노동이동
유형은 첫 직장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안정적임을 보여 취업능력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임금 비교 시에는 전자가 약 5% 임금을 더 받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대
기업으로의 이동이 제한적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취업을 거쳐
상향 이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상향
이동 및 하향 이동을 모두 포함, 전직 시 20∼30%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
여, 노동이동이 직무일치(job matching)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회의론적 시각과 대비되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정호 외(2005)는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여성과 저학력
자의 비정규직 고용,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학력별로 차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
시하며, 정부 관련 기관, 소규모 사업체 및 중소기업 입직 시 비정규직 관
련 고용안정성이 더욱 우려되는바, 이들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남기곤(2009b)은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전기의 미취업이 다음 기
미취업에 미치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
기의 미취업 개월 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던 Ellwood(1982)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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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달리, 차분방정식의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
를 가지며,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미국에 비해 미
취업경험의 낙인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주용 외(2013)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졸층 휴학경험 및 취업준비 활동이 취업, 임금,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이행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졸 청년층의
휴학실태 분석 결과, 대졸 청년층의 평균 휴학기간은 군입대 휴학을 제외
할 경우 3학기 정도였으며, 3학년 이상 고학년에서의 휴학 비율이 증가세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휴학(경제 및 건강 사유) 비율도 증가세
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해, 취업준비 휴학기간을 이용한 인적자본축적으로 취업기회의 증가를
기대하고, 취업재수에 뒤따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 결과, 취업준비 휴학은 질적 측면에
서의 성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
사의 단기패널 특성상 취업준비 및 휴학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률, 취업률,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효과 분석
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 분석

김안국(2003)은 청년층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구분하여 이들의 실태
와 원인을 분석하고, 청년패널조사, Heckman 선택편의 모형 및 다항 로
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통해 미취업자들의 시장가능임금 추정과
더불어 미취업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취업자
의 66% 이상이 향후 취업을 계획하고 있고 미취업자 간 인적 속성에 큰
차이가 없어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구분이 모호하였으나, 실업자는 사업
체 취직준비 비율이, 비경제활동 청년층은 개인사업 및 창업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 청년층의 희망연봉은 1,713만 원으로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 및 성과

9

취업자 평균 연봉 1,236만 원보다 높아, 희망임금 수준이 시장임금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고졸일 경우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일 경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첫 직장경험은 취업선택확률을 낮추고,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취업 질의 개
선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강순희․안준기(2012)는 청년층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대졸자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분석의 대상을 고졸 청년층으로 한정하여「고
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를 이용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
와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다항 로짓 분석으로 고졸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진로경험이 많을수록, 사업계열일수록, 고교 성적이
중위권 이상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확
률을 높였으나, 전기의 일자리 경험은 취업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재학 중 취업목표 설정,
진로 관련 경험이 정(positive)의 효과를 보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
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직
장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로 분석한 노경란․허선주
(2012a)의 분석 결과 역시, 강순희․안준기(2012)의 분석 결과와 상응하
는데, 거주 지역에 있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취업이 유리하여, 고
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별 고용
실태 분석의 필요성을 논함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가정에서 제
공하는 진로지도에 대한 고졸 청년의 수혜 경험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관련 지식, 노
하우를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분석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으로 제한한 노경란․허선주(2012b)의 경우에서도
분석 결과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 성별, 거주 지역, 취업목표
설정 시기, 학교 성적, 자격증 소지 유무, 구직활동 경험 여부, 진로지도
수혜 경험 등이 취업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박성재․반정호(2012)는 우리나라의 높은 저임고용 비중과 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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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년층 및 상용직으로의 편입에 주목,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실태와 결
정요인, 저임금근로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데
이터는 청년패널(YP2007)조사의 1∼3년도 자료로 다항 선택(Multinomial
Logit) 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 대비 청년층 저임금근
로의 동태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경제활동 부가조사
의 연도별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분류하였
을 때 전체 표본 중 저임금근로 취업자는 17.2%였고, 저임금근로 탈출률
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청년층의 저임금근
로 실태는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분석 기간, 표본이탈
가능성에 의한 과대 추정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저임금근로 비율 9.6%에 비해 여성은 23.8%로 높았고, 혼인상태별
로는 미혼자 18.2%, 기혼자 12.9%,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3.1%로 대졸
이상 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의
경우에 저임금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의 인구사회학적
사업장 특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박성재․반정호(2012)는 취약
집단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제도의 보완․정비를 제언하고 있다.

제3절 학력 및 직업교육훈련

1.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
김안국․신동준(2007)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졸 청년층의 유휴화율이 19.5%로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
고, 특히 일반고졸 청년들이 실업고졸 청년들보다 노동시장 이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층의 취업은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조립 검사원, 제조업 등의 취업에 집중되어 있는 등 경력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특정 직종 및 업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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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청년의 요구임금 수준은 평균 113만 원으로 시장임금과 거의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나, 김안국․신동준(2007)은 적절한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
램이 선행된다면 고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선택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은석(2013)은「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를 이용하여 고졸 취
업자의 취업목표, 진로준비행동과 직장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목표 설정 집단의 진로준비행동과 직장만족
도가 취업목표 비설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
교․관련 기관 차원에서의 목표 설정의 구체화 및 지원에 도움이 되는 프
로그램의 보급이 고졸자들의 취업준비도 및 취업 질 향상에 효과적일 것
으로 보았다.
남기곤(2005)은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를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수준 차이, 전공․직무적합도의
임금 매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수
준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낮게 나
타났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남성 비율과 평균 연령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성별 격차 및 연령 격차에서 편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11.7%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에 비해 수도권 지역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
격차는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전공과 직무일치
도 역시 임금프리미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기곤(2005)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김동규(2012)는 교육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노동시장 성과를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성화고의 학교 및 가정 진로, 취업지원과 진로선택의 자발
성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 진로지도와 학교 취업지원
만족도는 상용직 취업확률과 직장만족도에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쳤고,
가정 내 진로지도 빈도는 직장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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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계열선택 시 성적에 맞춘 계열선택에 비해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한 계열선택의 경우가 상용직 취업확률이 높았고, 흥미와 적성을 고
려한 경우나, 부모나 교사의 권유로 전공선택을 한 경우는 직장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동선(2012)은 특성화고 졸업 임금근로자 중 45.8%가 비정규직
이고, 이 중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95%를 넘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역시 50%에 근접하여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함을 들어,
특성화고의 노동시장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
다. 이에 최동선(2012)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학교의 내
적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운영으로 특성화고의 교육 내실화를 기해야 함
을 제언하고 있다.
이기종․김은주(2006)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 모형들이 취업과 미취업
에 관한 포괄적 설명력이 부족하여, 취업 및 미취업 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함을 지적하고,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교육 모형2)을 분석하였는데, 외국어 능력을 제외한 다른 변
수들은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시점에
서의 학교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에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직업교육훈련의 노동시장 효과
청년층 고용률 및 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하나
의 주제는 직업교육훈련 효과이다. 직업교육훈련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증가 및 임금상승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 학교
교육의 실효성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노동시장 진입
시의 청년층의 고용형태가 단순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고, 취업까지의

2) 이기종․김은주(2006)는 최종학교 생활에 관한 변수로 1. 독해․처리능력, 2. 문
서작성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외국어 능력, 5. 수리 능력, 6. 컴퓨터 능력, 7.
전문 지식, 8. 협력 능력 및 태도, 9. 변화적응도, 10.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11. 생활습관, 12. 스스로 배우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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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행이 장기화되어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직업교육훈련의 의의는 더욱 강조된다
하겠다. 본 장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의 실태 및 효과
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김우영(2002)은 청년패널조사(2001)를 이용하여 학력, 직업훈련, 아르
바이트, 자격증의 취업확률(employability) 및 임금효과를 프로빗(Probit)
모형과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과 자격증은 청년층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
로 아르바이트 경험은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훈련 경험의
효과는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격증이 취업 선별
도구(screening device)로서의 역할을 하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그리고 취업 이후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 관련 훈련은 단순히 자격증 획득에 그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습득
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의 매칭(matching)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직업안정사업 역할 강
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전재식(2002)은 학교-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과정상의 취업결정요인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전공계열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 대상 추정 결과와 학력․계열별 추정
결과가 변수별 효과 및 유의성에서 차별되게 나타나, 각 집단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재학 중 취업 여부가
탈출률에 유의성을 가지는 반면, 사회계열의 경우 교육훈련만이 음(-)의
경과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재식(2002)은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 정보의 생성 및 제공 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통계 생산 및
통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주섭․박성재(2003)는 청년패널(1〜2차 자료, 2001∼2002)을 이용하
여 교육훈련을 선호하는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선호하는 교육
훈련 유형, 그리고 교육훈련의 성과에 대해 로짓(Logit), 콕스비례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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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진입 이후 교육훈련 참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고학력자 선
호 관행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이후는 고학력․자연계열 졸업자의 참
여율이, 진입 이전에는 저학력․인문계열 졸업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
났다. 직업교육훈련은 서비스 훈련 분야를 제외하고 노동시장 이행 단축
에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취업확률 및 임금수준에도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김주섭․박성재(2003)는 이를 기업의 연공급 임금체계
유지에 원인이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전공을 고려한 교육훈
련의 체계화 및 세분화, 그리고 내실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다만, 교육훈
련의 장기효과 및 교육훈련의 질 분석에 있어서의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은(2005)은 이 자료(청년패널 1〜2차 자료, 2001∼2002)를 이용하
여 직업훈련 참가결정 추정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
제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청년층 직업훈련 취업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 미통제 하에서는 직업훈련의 취업증가 효과가
유의미했으나 고정효과 통제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하위 집단별 분석 시에는 대재 이상의 학력자, 20∼24세의 청년층에
서 취업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은 모든 분석 결과에서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이 청년층의 생산성,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업훈련의 질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만
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직업훈련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인적자본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이 요구되고 있다.
채창균 외(2004)는 청년층의 특성별 노동시장 이행실태 파악을 위해
대학(4년제, 전문대학 포함) 및 기타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자 명단과 고용
보험 DB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으로
의 진입, 현 직장 및 노동이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학력별 차이가 발생했
으며, 교육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4년제 대학－2년제 교육훈련기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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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순으로 취업률 및 취업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
련의 성과가 대학교육의 성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노동시장의 진입은 직업 관련 훈련기관의 졸업생이 더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실업자 비율, 직장유지율, 근속 비율, 직장이동 간 미취
업 기간 등 대부분에서 대학교육의 효과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이 연구 결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내 취업자들만을 샘플링
(sampling)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으로서 교육훈련이 전체 청년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대변하지 못해 해석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가 노동시장의 고학
력화 현상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할 때 나타난 부작용 완화를 위해 4
년제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이원화하거나, 대학교육
과정을 학문지향적․취업지향적으로 모듈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김안국(2006)은 채창균 외(2004)와 같이 대학 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 피보험자를 결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계열별 노동시장의 차이
점을 고려하여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로 분석 범위를 좁혀 그들의 노동시
장 이행실태와 전공직무일치 성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공계 출신
청년층의 전공직무일치 비율은 첫 직장 시 33%, 두 번째 직장 시 36%의
낮은 수준을 보였고, 50% 이상이 전공직무일치와 불일치를 반복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의 경우 전공직무일치인 경우가 불일치의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임금 이상의 전공직
무일치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전공직무일치 비율은 임금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서비스업에 비해 건설업에 종사할수록,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의 이행기간 및 미취업기간이 짧을수록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공계 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는
일반적인 전공직무불일치자들과 전공직무일치자 중 평균임금 이하 수급
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직무
일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위와 비교하여 박진희(2011)는「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6∼2008년 자료와 경쟁위험 모형을 적용해 이공계 대졸자들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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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행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이공계 졸업자, 특히 공학계열 졸업자의 경
우에는 평균 일자리 수와 첫 일자리 유지 비율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첫 일자리의 경우 김안국(2006)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50% 이상이 전공직무불일치 경험 및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에서 전공직무불일치를 경험
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인해 전공직무불일치 비율은 노동시장 이행과
정에서 더욱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임금․직무만족도의 하락은 미취업
으로의 이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전공
직무일치인 경우 불일치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한 전재식(2002) 및
김안국(2006)과 달리, 임금수준은 전공직무일치의 경우가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는 미취업으로의 이동 시에는
현재 일자리의 직무불만족이, 전공직무불일치로의 이동 시에는 자신의
노동시장에서의 기대성과가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노동 생애주기별로 노동시장의 기대성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이공계 직업의 중장기적 경력경로 구축 및 보급은 적절한 정
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엄미정(2007)은 이러한 청년층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기대성과의 차
이에서 기인한 경력변화가 안정성을 높이지 못하고 임금에 부정적인 효
과를 가짐을 지적하였다.「전문대․대학교 졸업생의 경제활동상태 추적
조사 2005」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공직무일치는 임금수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나, 이는 동일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이직 시 직업
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큰 규모의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직장의 특성 및 근속기간이 앞으로의 노동시
장 이행과정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쳐, 졸업 직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박정현․류숙진(2008)은「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진입 초기경력자들의 이직의도 및 이직행위 결정변수
들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은 개인 특성, 직무 관련, 조직․구조적 요인
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 특성 요인에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근속연수,
학교 유형, 전공계열 등이, 직무 관련 요인에는 만족도, 교육수준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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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적합도, 조직․구조적 요인에는 첫 임금, 주당근무시간, 고용형
태, 기업규모, 사회보험, 기업복리후생, 노동조합 유무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 요인변수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이직의도 및 이직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혼인상태, 학력,
근속기간 등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이직행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체능 및 기타 계열 전공자가 이공계 전공자
보다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 요인변수들은 모두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
준 및 업무 내용에 대한 평가, 기술수준 및 업무 내용에 대한 평가로 나타
났다. 조직․구조적 요인변수 중 임금, 고용형태, 사업장 종사자 수, 고용
보험, 퇴직금/퇴직연금/유급병가는 이직의도와 이직행위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산재보험, 기업복리, 시간외 수
당, 상여금으로, 이직행위에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당근무시간, 유급출
산휴가, 유급병가, 노동조합 유무로 나타났다.
이「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
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만기(2013)의 분석 결과, 역시 일자리 적합,
전공적합, 임금복지수준, 객관적 직무만족도 측면에서 이직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도는 일자리․전공․임금복지수준을 매개로 이
직의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요인변
수의 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임금복지수준이 이직의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석․이기훈(2008)은 직무만족도, 이직의사, 이직행동 간의 연관성
및 기타 이직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2단계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이직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가진 요인들을 검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 상용직 여부, 근무개월 수, 월평균 수
입, 정규직 여부 등을 함께 포함한 모형상 편의가 발생하지 않아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김은석․정철영(2010)은「청소년패널(Youth Panel)」조사 자료를 사용
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직무만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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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발생률 및 이직 시점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나이 변인과
직무만족도는 이직 발생 시점을 늦추고, 나이와 교육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은 이직 발생 시점을 앞당기며, 청년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의 생존확률
(survival rate)은 13개월 시 5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천수․나영선(2013)은 청년층 중 대학생을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한「2011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0GOMS1)」를 이용하여 외국어 학
습활동 및 직업훈련 참가의 노동시장 이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어 학습활동과 직업훈련 참가가 동시진행 시 상호보완적 효과로 인
해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제고와 임금상승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에서의 외국어 사용 여부 및 활용
정도의 영향을 분석한 김호원 외(2014)의 분석 결과 역시 이들 변수들이
임금과 이직의도에 대해 정(+)의 효과를 가짐을 뒷받침한다.
이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포함된 고학력 노동시장
에서, 그리고 전공 분야 이외의 취업 가능성에 있어 더욱 두드러진다. 박
천수․나영선(2013)은 이를 기업의 현 채용관행이나 인사관리 방식으로
인한 ‘스펙 쌓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을 선결 요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김강호(2009)는「청년패널 2차 웨이브조사 1차년
자료(2007)」를 토대로 단순선형회귀모형(OLS), Heckman 2SLS, Neumark
임금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학력과 직업훈련 모
두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4년제 대졸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시 약 15.7%의 임금프리미엄을 가졌으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직업훈련이 임금상승에 양(+)의 효과를 나타낸 반면, 학력
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4절 과잉교육(Overeducation)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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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같은 높은 교육열이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반면, 현재는
고학력자 과잉(초과공급)에 따른 노동력 낭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과잉학력에 의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종각․김기수(2003)
는 교육열을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동기로 자녀가 사회적 경쟁에서 우
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로 정의하였는
데, 이는 현 교육이 인적자본축적의 방향성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진입 우
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즉, 과
잉학력의 문제점을 노동시장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학력과잉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력, 자격증 등과 같이 취업 스
펙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표 역할(screening effect)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2011년 대학․대학원 교육 이
후를 포함한 고등교육 성취율3)이 64.0%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 OECD 국
가 중 1위이며, 대학진학률은 84%에 이른다.
[그림 2-1] 고등교육 성취율(2011)
(단위 : %)
영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캐나다
일본
타이완
한국
싱가포르

자료 : IMD(201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3) Higher Education Achievement(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tertiary education for persons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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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1995)는 1970․1980년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기인한 노
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육수준과 실업기간 간의 정(+)의 상관관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 대졸 실업자 발생 원인을 외국 사례와 비교․고찰하고 있다. 실업상
태에 있는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 분석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실업기간이 길어져, 대학 졸업 후 취업실패 시 취업 가
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대비 남성 대졸자 실업기간은
13.16개월, 여성은 10.22개월로 남성 대졸자들의 실업기간이 길었으나, 취
업 상황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오히려 심각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영역별 실업기간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14.61개월, 사회계열 9.93개
월, 자연계열 11.75개월, 이공계열 10.61개월, 농학계열 9.64개월, 기타계열
17.0개월로 실업기간은 전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대(1995)
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졸 직후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
색과 더불어, 여성 대졸자, 인문․사범계 전공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대책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대졸자의 직장선택 기준이 여전히 고용
안정성 및 고임금, 작업조건 등의 전통적 조건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자율성 및 독창성이 우대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 역시 대졸 실
업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은 대졸자 공급증가 속도의 수요증가 속
도 상회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벗어나 있고, 이러한 과잉교육이 직장
불일치의 중요 요인임에 주목하여 과잉교육의 원인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과잉교육은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
과 직종별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척도로 측정되고 있
는데, 주관적 판단에 있어서의 불만족으로 인한 과대 추정 문제, GED 척
도의 적용 문제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사용된 자료는「한국직업
사전의 GED 자료」와 병합(merge)한「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
상태 추적조사 2005」자료이다. 분석 결과, 과잉교육은 전문대학보다는
대학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학교 및 교육의 질, 임금의 영향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은 과잉교
육이 기업 내부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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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차성현․주휘정(2010)은「2007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GOMS1)」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및 기술불일치가 임금,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등의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신규 대졸자 중 과잉교육
및 과잉직무에 포함되는 비율은 22.5% 정도로, 과잉교육 수준의 근로자
들은 적정교육 수준의 근로자에 비해 약 8.1%, 과잉기술 근로자들은 적정
기술 수준의 근로자보다 약 7.9%의 임금 손실을 경험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교육 및 과잉기술은 직무만족도와 이직의
도에도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의 직업몰입도, 생산성 저하의 우려
를 낳고 있다. 따라서 차성현․주휘정(2010)은 산학연계 및 인턴십 프로
그램 등 교육과 직무수준의 일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노일경․임언(2010)은 직무불일치의 유형을 직무불일치 상태 유지집단
과 전환집단으로 구분하여 직무불일치의 지속 여부와 임금, 직장이동과
의 관계를 여성 청년층에 국한해 살펴보았는데, 교육부족 상태 지속 시의
소득증가 폭에 비해 교육과잉에서 일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
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또한 능력부족 불일치의 경우에는 직
장이동이 아닌 방식으로, 능력과잉․교육부족․교육과잉의 경우는 직장
이동의 방식으로 직무불일치를 해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분석하였다.

제5절 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 및 NEET 현상

기대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의 저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
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이는 세대 간의
고용대체 가능성에 비추어볼 때, 고령층만이 아닌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
제점들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
시된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지원 등의 방안들이 신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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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 실업 타계 방안과 대비되어 종종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 대두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 절에서는 우
리나라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세대 간 고용대
체 가능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요약․분석하여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재량(2014)에 따르면, 고령층 노동시장은 베이비 붐 세대가 50대에
이르는 2005년을 기점으로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는 50대 취업자의 증가
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5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취업자 비율
모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0〜2013년까지 50대 고용률 증가
폭이 6.6%인 데 비해 15∼29세 고용률은 감소 추세, 30∼40대 고용률은
1.7% 증가하여 50대 고용률 증가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5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와 비율의 지속적 증가세 아래에서, 청년층
과 중․장년 및 고령층 노동시장의 고용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청년
층과 고령층 노동시장이 서로 역의 상관관계 혹은 경쟁관계에 있다는 세
대 간 고용대체 가설과 세대 간 직종분리 및 분업으로 인한 보완관계 가
능성에 주목하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주엽(2011)은 청년층․고령층 간 고용대체 가설을 5개 연령계층 간의
직종격리지수(inter-generational occupation dissimilarity index) 및 이들
의 가중평균 값인 세대 직종격리지수(generational occupation dissimilarity
index)를 이용해 검증하고 있다. 청년층․고령층 고용률 변화의 동시성을
고려한 시계열 모형의 추정 결과, 고령층 고용률과 청년층 실업률 간의
정(+)의 관계, 고령층 취업률과 청년층 실업률 간의 정(+)의 관계, 고령층
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 간의 부(-)의 관계 등 세대 간 고용대체 가설들
을 모두 기각하여 고용 보완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4) 이는 청년층 및
고령층의 직종별 비교우위을 살펴보았을 때, 세대 간 직종경합의 수준보
다 직종분리의 수준이 보다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대 간 고용대
체 가설보다는 고용보완 가설에 무게를 둔 연구 결과, 안주엽(2011)은 생
4) 동시성(contemporaneous effect)만을 고려한 모형상의 한계로, 고령층 고용의 청
년층 고용에 대한 후행효과(lagged effect)가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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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임금과 생애생산성의 등가성(equivalence)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을 ‘합
리적 정년연장’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고령층 파트타
임 일자리 파악, 국민연금 체계 및 퇴직금 제도의 개선, 저임금근로를 위
한 사회보험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1990
년대 영국 등 유럽에서 유래되어 교육과정 혹은 직업훈련 중에 있지 않으
며, 일하지 않는 근로의욕이 없는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단일 문제점을 나타내기보다는 앞에서 살
펴본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에서 비롯된 사회․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 니트(NEET)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근본적 분석 대상이
아닌 파생 현상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연령층의 노동시장
특성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며, 청년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재
생 등과도 구별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인적자본축적
(human capital accumulation) 과정에 있는 이들 부류의 청년층은 근로의
욕이 없는 전형적인 비노동력화와 구별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20대 청년실업률이 7.9%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보다 낮
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재량․김세움
(2013)은 청년기 니트5)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청년 비노
동력화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비구직 니트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6) 이 연구는 최근의 고용률 전체의 원인을 고학력화에 의한 청년
층 비노동력화에서 기인한 NEET 현상에서 찾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KLIPS)로 패널 분석을 통해 니
트 경험 유무에 따른 6∼9년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청년
니트를 성별․연령별․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니트 경험자 중 남
성의 비율이 10% 이상 높고, 비경험자 그룹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
5) 남재량․김세움(2013)은 청년 니트를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고 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15∼34세의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6) 남재량․김세움(2013)은 청년실업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변동하는
반면, 비구직 니트는 경기와 무관하게 높은 비율을 유지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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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현상을 보였으나 저학력
자 비중이 니트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크게 낮고 감소하는 추이를 보
여준다. 고용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면, 니트 경험자가 비경
험자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더 낮고 실업자 비율 및 비경제활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경험자의 고용성과 부진은 니트 경험 기
간이 길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임금 측면에서의 니트 경험 영향은 니트
경험 시가 니트 비경험 시에 비해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각각
74.1∼85.5%, 71.6%∼89.0%의 임금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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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발표된 IWPR(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보고
서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임금 중윗값(median)은 여성주도, 남성주도 등
성별 비교우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직종에서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상용직 여성의 주급 중윗값은 691달러로 상용직 남성의 854달러 대비
19.1%의 임금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성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및 차별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그 격차는 심화되어 왔다.
[그림 3-1] 성별 임금격차(2013)
(단위 : %)

캐나다

체코

헝가리

자료 : OECD Employm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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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49.7%에서 2012년 49.9%로 증가세에 있지만,
남성의 7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
가율을 살펴보면, 25∼29세가 71.6%, 여성의 결혼․임신․육아 시기인 30
∼39세에 56%, 40∼49세에 65.2%, 50∼54세에 62.5%로 나타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중윗값으
로 분석해 볼 때, [그림 5-1]에서 보듯 1990년대 45% 수준에서 2013년 현
재 37.2% 수준으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장기간에 걸쳐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취업률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이며, 이는 고학력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1,958천 원
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남성 월평균 임금의 68%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74.0%로 남성의 70.2%보다 높았으나, 상용직은 여성이 38.7%로
남성의 49.4%보다 낮고,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2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4.3%로 남학생 68.6%보다 높고, 그
격차가 증가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은 노동시장의 성별 격
차 해소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그 동기 및 참가율(participation rate)이 생애주
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생애주기론, 여성을 2차 노동력이라 보고 경기의
호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상대적 과잉인구론, 축적된 인적자본(human
capital accumulation)에 비례한다는 인적자본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박주헌, 1997). 본 장에서는 임금격차, 취업률 격차 등, 성별 노동시장 성
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별 노동시장 격차가 앞서 열거한 가설들
에 의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박주헌(1997)은 전화조사 방식인「동덕여대 1997년 졸업생 취업실태
조사」자료를 학생취업 데이터베이스, 졸업생 성적 및 개인신상 자료와
병합(merge)하여,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 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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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로짓(Logit), 프로빗
(Probit) 모형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학 시 평균 학
점 및 영어 성적과 보호자 대졸 여부는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변수는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이 연구는 미취업
자와 취업자 간의 평균 학점, 영어 성적의 차이가 유의한 것을 고려하여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우수 신입생 확보를 취업률 향상으로 제시하고 있
지만, 진로결정 후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전공
교육 및 직업훈련의 역할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김선영(2000a)은 4년제 대학 여학생들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요인들을
설문지 조사에 응답한 여자 대학생 4,0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부모
의 교육수준, 직업, 주관적 사회계층 및 성역할 태도, 대학 유형, 전공계열
등을 독립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취업 희망직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성별 유형, 소재지, 학년, 전공계열의
영향은 유의미하였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역할 태도, 대학
취업지원 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의
직업선택이 현 노동시장의 인식에 영향을 받고, 대부분의 취업정보가 여
성 전통직에 국한되어 직종분리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전통직
으로의 연결을 포함한 대학 취업지원 체계의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박
주헌(1997)과 같이, 대학진학의 목적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적성과 흥미
와 연계될 수 있는 직업선택을 이끌 수 있는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이에 앞서, 김선영(1999)은 위와 같이 여성 전통직과 비전통직으로 구
분되는 직종분리 현상에 주목하여 이에 따른 여대생의 취업준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여성 전통직 취업준비 학생들의 취업준비 시기가 비전통
직 준비 여대생들에 비해 빠르고, 전공 밀접도가 높으며, 취업 관련 자격
증 획득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직정보 획득과정
에 있어서도 여성 전통직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으
나, 채용 방식에 있어서는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대학 4학년 재학생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취업준
비 과정의 노동시장 이행 후의 실제적 성과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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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임정연(2008)은 한국고용정보원의「2006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를 이용하여 직업준비 과정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이 연
구 역시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 대상이 4년제 대학 이공계 전공 여대
생으로 제한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 결과, 이공계 전공 여대생들은
졸업 후 순수 취업, 미취업 및 실업, 학교 진학 등 세 가지 진로이행 과정
가운데 전공 관련 분야로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졸업
후 대학원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전공의 일치,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노동시장 이행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취업 전 목표 설정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공계 여대생들은 대체적으로 학점 관리와 자격증 취득에
노력을 보이며, 어학연수 및 직업훈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훈련 경험 분야,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있어 전공별 차
이점을 보였다. 공학계열은 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자연계열은 비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참가 비율이 커, 취업에
있어 진로목표 설정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 구직활동 역시 공학
계열 여대생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태를 띠어, 취업과 고용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은 학교진학 선택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학과 성적을 제외한 자격증 취득률, 직업훈련․어학연
구․구직경험 등의 성과가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여대생 집단과 비교해
저조한 것을 고려할 때, 대학원 진학이 인적자본축적의 목적이 아닌, 취
업 대체수단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이영민․임정연(2008)은 노동시장에 있어 보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자연계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제언하고 있다.
장서영 외(2006)는 직업선택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 희망 비
율이 가장 높은 과외활동이 인턴십(34.7%)임에 주목하고, 인턴십 경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인턴십 경험이 진로준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 대상은 의도적 표적 방식으로 선정된, 인턴
십을 경험한 여자 대학생 12명으로 구성된 제한적 자료이지만, 반구조화
된 면담지를 이용한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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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턴십 활동이 여대생들의 진로결정도와
편향된 취업준비 극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
턴십 활동은 고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그 효과가 단기간에 형성되
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서영 외(2006)는 저학
년 여대생들의 인턴십 참여기회 활성화와 더불어, 인턴십 프로그램상의
직업의식과 가치관 강조, 개별적 취업준비 극복을 위한 참가자들 간 네트
워크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지현․장재윤(2005)은 김선영(2000a)에서 밝힌 성별 직종분리 현상과
더불어, 여대생들을 남성 중심적 직업선택(여성 비전통직, male-dominated)
집단과 여성 중심적 직업선택(여성 전통직, female-dominated)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개인 특성 및 구직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장재윤 외(2004)의 연구에서 2003〜2004년까지 6개월 단
위로 수집된 패널데이터 중 1차와 2차 조사 자료이다. 42개의 희망직종
중 남성 중심 직업집단에서는 자연과학계열 연구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여성 중심 직업집단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의 임상심리사 및 언어치료
사 등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위의 분석 결과는 표본 추출과 설
계상 발생하는 편의(bias)를 고려해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들의 전공 역시 남성 중심 집단은 이공대의 비율이, 여성 중심 집단은 인
문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전공분리 현상을 보임으로써 진
로 및 직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
의 학력 및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기존 연구
들의 분석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한지현․장재윤(2005)은
여대생들의 구직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 및 전략, 진로
교과목의 개발을 제언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여러 세대를 걸쳐 하나의 틀로 형성되어 온
성별분업 현상은 점차 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견고
하여 경제․정치․문화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한적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별분업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포부 형성과정과 더불어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
써 성별분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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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2007)은 계층․전공별 차이를 가진 13명의 여대생과 3명의 대학
취업지원 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직업
포부 형성과정에는 가정(부모들의 조언 및 권유)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업 담론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들은 그들이 선호하
는 여성 진출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직업군을 권하는 경향이 크며, 여성
비우호적인 담론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직업포부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의 조정과 타협으로 인해 형성 방식에서 상이점을
보이기도 하나, 최종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유사 분야로 수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정표(2004)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성별․학력 격차를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2003년 5월)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성별․학력 수준에 따라 차별되는 이행경로와 이행에 따른 장애요인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점인 유휴화율을 성별․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의 18.1%에 비해 여
성은 33.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학력일수록 유휴화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구직 제의(job offer)를 더 많이 받고,
첫 취업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나 근로조건 불만족이 더 높아 상대
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남성의 군 복무기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이정표(2004)는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성별 격차만이 아니라 여성 내
에서의 학력별 이행격차 역시 존재하는 만큼, 학력수준을 고려한 실업대
책의 차별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성림(2004)은 한국노동패널(KLIPS)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의중임
금과 시장임금의 비교를 통해 여성 미취업실태의 유형별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선택된 표본은 20∼45세의 비(非)학생 여성으로 청년층
여성으로서의 대표성은 떨어지나, 노동시장 진입․탈퇴․재진입 빈도 분
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학업 효과를 통제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 가계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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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이전 직장 경험이 미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
취업자의 50%는 의중임금이 기대임금보다 크며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
자로서 20%는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을 이끌 유인책과 더불어, 진입 후 노동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여성의 취업의사 상실의 원인이 수요․공급 중 어떤 요인에 기
인하는 것인지의 구체적 분석 역시, 효과적 방안 마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곽윤숙(2006)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대졸 여성들의 취업률이나 종
사상 지위에서 나타나는 저해 요인을 교육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가 행해진 2006년 당시는, 남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곽윤숙(2006)은 남학생들에 비해 늦은 취업준비 시기(4학
년), 취업준비 과정의 미흡7), 진로장벽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 및 소극적
태도, 직업에 대한 기대의식과 현실과의 괴리, 여성이 특정 전공에 집중
되는 전공의 성별분리 현상, 남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사회적 관계망 등을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저해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는 곧 대학의 역
할 변화 즉,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으로 직업 이행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조기직업교육 지원, 취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취
업정보실 활성화, 전공의 다양화 유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여성 친화적인 대학문화 형성 등의 요구로 이어진다.
임정준(2012)은 여성의 고등교육투자 급증으로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
되었으나, 남성 근로자에 비해 소득의 분산․격차가 큰 점에 주목하고,
여성의 소득분위별 교육투자 수익을 분위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청년패널(Youth Panel) 1∼6차 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
층 여성의 교육투자수익률은 11%로 남성의 8.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우
리나라 노동시장의 여성 인적자본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교육수준 이외 불관찰 변수(unobserved variables)가 소득분위별로 미치
는 영향이 남성보다 커, 대학 서열, 전공, 개인의 능력에 의해 소득수준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 결과를 이전의 연구 결
7) 취업을 위한 정보수집 부족, 구체적 취업준비 전략 및 활동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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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비교해 유추해 볼 때, 여성의 인적자본투자, 즉 교육투자수익률 증
가로 고학력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감소되고 고학력 여성인
력의 노동시장 진출 및 안착,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 간의 고용기회 및 임금격차는 심화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임정준(2012)은 취약직종 여성 근로자
를 타깃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및 대학의 장기적 전문 여성인
력 양성계획 수립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전주용 외(2013)는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인적자본축적에 의한 생산
성 차이와 제도․관행을 통한 차별로 보고, 대졸 신규 취업자의 성별 성
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는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승진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효과
를 나타내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과 고소득 직종의 남성 집중도
가 높은 점, 그리고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사회보호제도의 효과를 원인
으로 추정한다. 또한 과밀모형(crowding model)에서 설명하는 성별 직종
분리 현상으로 인한 여성 간의 노동시장 진입경쟁이 심화된 점도 여성 임
금수준의 상대적 저하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Blinder-Oxaca 모형 추
정 결과, 임금격차에 유의미한 변수는 기혼 여부, 전공계열, 비정규직 여
부, 노조가입 여부, 직종 내 여성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대졸 취업자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졸업 평점 및 토익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 및 취업 가능성 격차 중 차별에 의한 부분
은 각각 46%, 20%로 나타나, 남녀 간 성차별이 노동시장 진입 시부터 이
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용 외(2013)는 임금격차 완화를 위
한 대안으로 50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확대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노일경․임언(2009)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전문대졸 여
성 신규 취업자에서 확인되는 직무불일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노동시
장의 수급 문제를 수급의 양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끌어내어 필요 노동력
의 적재 배치 등 수급의 질적 문제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를 가진다. 사용된 자료는「2007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로,
전문대졸 여성 신규 취업자의 직무불일치 발생 요인, 직무불일치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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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효과, 불일치 유형에 따른 대응 양상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직무불일치는 유형8)에 따라 관련 변수의 양상이 틀린 것으로 나타나, 교
육과잉 여부는 월평균 가구소득, 재학 중 총 근로시간, 대학 전공계열, 취
업경로, 직장규모, 근무형태 등의 변수가 53%의 설명력을 가지며, 가구소
득 및 재학 중 근로경험이 교육과잉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역시 5% 수준에서 음(-)의 유의성을 띠는 것으
로 나타나, 가정의 배경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숙련
과잉 여부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일반계고․비정규직의 경우 저숙련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공불일치의 경우는 부(父)의
학력만이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립변인의 설
명력이 낮아, 모형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수정(2010)은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치 않는 점을 지적하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그 극복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수정(2010)은 고용노동부가 발
표한「2009 여성 고용 동향」을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세
로 50% 이하로 떨어진 점과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 성별 격차의 확대를
정부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청년인턴, 희망근로 집중에서 기인한 것이라
고 해석한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의 양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여성 고용의 질과 일자리
사정을 더 나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령을 포함한 사회적 계층과
성별 간의 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8) 직무불일치의 유형 : 교육과잉(overeducation),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 전공불
일치(subject mis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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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졸 청년층의 취업재수와 노동시장 효과

제1절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녹녹치 않다. 언제나 경기 사정이 좋지 않다
고 하듯, 청년 노동시장 역시 그러한 것 같다.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
장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생애경력의 초기라는 점에서 이미 정착해 있는
다른 세대들보다 좀 더 어려운 구조적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다. 이들에
게 주어진 노동시장으로 이행과 정착은 극복해야 할 이중의 과제이기 때
문이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해서 취업준비 실태와 노동시장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간의 연구는 취업준비를 위한 어떠한 행
동들이 노동시장 성과에 효과가 있는지에 집중하였다.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구직활동, 어학연수 등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취
업준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그 효과의 검증에 나섰다(박성재․반정
호, 2006; 김정숙, 2009; 신선미, 2013; 이영민․임정연, 2013; 노경란․허
선주, 2014 등). 취업준비의 노동시장 성과 계측에서도 연구마다 다양하
였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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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자리 이행기간(박성재․반정호, 2006), 대기업 정규직(박성재․반정
호, 2006; 김정숙, 2009; 이영민․임정연, 2013),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이영민․임정연, 2013), 좋은 일자리(신선미, 2013), 학력․전공일치(정지
선 외, 2011; 오성욱, 2014), 취업목표(정지선 외, 2011; 노경란․허선주,
2014)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증분
석 결과, 또한 검증 가설의 설정, 관심 변수와 제어 변수의 조합 등 추정
방식에 따라 그 효과는 방향과 정도에서 상이하였다.
한편 청년의 재학 중 취업준비 노력에 대해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요약된다. 즉 인적자본론(human capital)과 시그널링(signalling
device)이다. 인적자본축적은, 취업준비 활동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취업의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반
면 시그널링은, 이질적인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공급과 그로 인한 경쟁에
서 차별화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유발
한다고 보았다(전주용 외, 2013). 박천수․나영선(2013), 정수연․박기성
(2013) 등은 인적자본론을 지지하고, 오호영(2013), 박성재․고영우(2013)
등은 시그널링을 옹호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최근 전주용 외(2013)의 취
업준비 휴학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에서는 인적자본론에 대해 다소 회의
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관점에서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청년의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어학연수, 어학성적, 자격증,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 소위 취업 스펙 쌓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간의 연
구에서는 취업 스펙 쌓기의 결과와 그 효과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
취업준비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다소 간과된 경향이 있다. 재학 중 취업준
비를 위한 휴학, 취업재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졸업 유예, 졸업 후 미
취업상태에서 계속되는 취업준비 등은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을
지연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또한 이러한 청년의 취업준비 활동은 최
근의 청년 고용률 부진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는 한 요인으로서
‘졸업 후 취업준비’의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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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준비 활동을 취업재수로 간주하였다. 다른 한편 취업재수의 불이익을
염려한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졸업유예도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는 또 다
른 요소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는 ‘졸업 전 취업준비’ 상황으로
취업재수와 대조된다고 하겠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 이행기간
을 고려하여 분류한 취업준비 유형에 포함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한편 대
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휴학과 노동시장 효과에 대해서는 전주용 외(2013)
에서 별도로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및 자료, 취업준비 유형
등에서 전주용 외(2013)의 연구와 일부 공유하고 연속성을 가진다.

2. 분석 대상 및 자료9)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준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GOMS는 전국의 2～3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들을 대표하는 단기패널 조
사로서 매년 졸업자의 3～4%를 선정하여 졸업 후 약 20개월 경과 시점에
서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조사
를 한다. 또한 1차 조사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적조사를 통해 졸
업 후 44개월 이후까지의 노동시장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대졸 청년층이고, 이를 위해 조사 당시 35세 미만 4
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로 분석을 제한하였다. GOMS 각 조사에서는 대졸
자의 약 15%가 35세 이상이며,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의 취
업문제에 집중하고,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는 최
근의 추세를 고려하여 34세까지로 제한하였다.10)
둘째, 교육대 졸업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교육대 졸업자의
규모가 많지 않고, 대졸 청년층의 재학 중 휴학경험, 취업재수 등과 관련
한 전체적인 분석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11) 셋째, 편입자를 제

9) 전주용 외(2013)의 해당 부분 인용. 분석 대상과 자료에서 본 연구와 동일하다.
10)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의 범위를 15～34세로 보고 있다.
11) 오호영(2013)은 대졸 청년층의 취업 스펙 문제를 다루면서 비슷한 이유들로 교
육대 졸업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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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GOMS 분석 대상 표본 규모
2009(2008GOMS)

2011(2010GOMS)

18,066 (100.0)

18,078 (100.0)

4년제+34세 이하

12,097 ( 67.0)

11,889 ( 65.8)

4년제+34세 이하+정규입학

11,478 ( 63.5)

11,388 ( 63.0)

원표본
분석
대상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외하고 정규 입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대졸 청년층의 휴학경
험, 재학기간 등 휴학과 관련된 지표들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이다. 예
를 들어, 편입자는 3～4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휴학 관
련 설문에서 편입 이전에 재학했던 대학에서의 휴학경험을 응답한 사례들
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2) 넷째, 졸업자 코호트는 2008 GOMS와
2010 GOMS를 사용하였고,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실태와 관련한 분석
에서 시간적 추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성과 분석
은 2008 GOMS의 1차와 3차 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제2절 취업준비 유형 분류 및 취업재수 특성

1. 취업준비 유형 분류 및 정의
노동시장 이행기간 측면에서 보면, 이상적으로는 졸업 후 취업재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도 취업준비 휴학을 거치지 않으면서 노
동시장에 바로 진입하여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초기 노동시장 이행의 지연과 장기화는 그만큼 청년층 노동력의 미
취업에 따른 유휴 인력화로 이어지고 인적자본의 마모를 가져온다. 이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본 손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졸업 후 1년

12) 또한 전체 휴학기간이 전체 재학기간(졸업연도-입학연도)보다 큰 경우 등 응답
오류(inconsistent)로 판단되는 표본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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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시점에서(GOMS 1차 조사)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준비 휴학경험을
기준으로 대졸 청년층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졸업 전후 취업
준비 실태를 살펴보았다(표 4-2 참조).
먼저, 졸업 이후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취업재
수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GOMS 1차 조사의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질
문에서 구직활동, 취업준비, 진학준비,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에
응답한 자를 취업재수(③)로 분류하고, 나머지 미취업자는 기타 비경제활
동(④)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에 따르
면 취업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질문에서 구
직활동, 취업준비, 진학준비, 취업준비 학원․기관 수강 등으로 응답한 졸
업자는 취업재수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취업자는 재학 중에 취업준비 휴학 경험을 기준으로 취업준
비 휴학 무경험 취업(①)과 유경험 취업(②)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취업
준비 휴학은 휴학 사유(GOMS 설문) 중에서 어학연수/해외여행, 자격증
및 고시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전주용
외, 2013; 정수연․박기성, 2013).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졸업 후 취업준비의 실태와 노동시
장 성과에 있다. 이들의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취업재수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재학 중에 괜찮은 일자리,
또는 좋은 일자리를 취업목표를 하였으나 취업경쟁에서 밀려 스펙 쌓기,
시험준비 등 졸업 이후 미취업상태에서 다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항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졸업 전 취업목표’와 연계하여 취업재수를
재정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기의 취업재수 중에서 ‘졸
<표 4-2>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 분류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재수
기타비경활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유경험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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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이전 설정했던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GOMS 설문)’로 제한하여 취업
재수를 재분류하고 이들의 행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취업
재수 중에서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는 자를 구분하여 분석에
또한 포함하였다. 이들은 이행기간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지연
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취업재수의 인적․전공별 특성
먼저 대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2008년, 2010년 졸업자의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자는 약 214천 명, 실업자는 약 15천 명, 비
경제활동인구는 약 45천 명으로 나타났다. 지표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에서 증가하고 실업률에서 감소를 보였다(전주용 외, 2013). 앞
에서 제시한 취업준비 유형에 따라 대졸 청년층을 보면 (졸업 후 1년 6개
월 시점에서) 취업재수자는 약 33천～35천 명이고 전체 대졸자에서 약 12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전 취업목표가 있었던 취업
재수자(협의 취업재수)는 약 22천～24천 명으로 집계되었다(8.2～8.6%).
<표 4-3> 대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천 명, %)
2009(2008GOMS)

2011(2010GOMS)

전체(생산가능인구)

275.6 (100.0)

270.2 (100.0)

취업자

214.3 ( 77.8)

213.3 ( 78.9)

205.9 ( 74.7)

205.4 ( 76.0)

8.4 ( 3.0)

7.9 ( 2.9)

실업자

15.6 ( 5.7)

14.3 ( 5.3)

비경제활동인구

45.6 ( 16.6)

42.6 ( 15.8)

경제활동참가율

- ( 83.4)

- ( 84.2)

고용률

- ( 77.8)

- ( 78.9)

실업률

- ( 6.8)

- ( 6.3)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주 :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2)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3)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전주용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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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별 분포
(단위 : 천 명, %)
2009(2008GOMS)
2011(2010GOMS)
전체
275.6 (100.0)
270.2 (100.0)
휴학 무경험 취업
115.7 ( 42.0)
116.8 ( 43.2)
휴학 유경험 취업
96.6 ( 35.1)
94.2 ( 34.9)
취업재수
33.1 ( 12.0)
34.7 ( 12.9)
기타 비경제활동
30.2 ( 11.0)
24.4 ( 9.0)
취업재수(취업목표)
23.7 ( 8.6)
22.1 ( 8.2)
취업재수(휴학경험)
14.3 ( 5.2)
15.3 ( 5.7)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취업자 중에서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을 거치지 않은 무경험 취업자는 전
체 대졸자의 약 42～43%를 차지하였다.13) 반면 취업준비 휴학을 하였던 유
경험 취업자는 약 35%이다. 결국 대졸 취업자의 약 45%가 취업준비를 목적
으로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6.6/(115.7+96.6)).14) 한편 졸업 이후 취업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취업재수
자 중에서도 약 43～44%가 취업준비 휴학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졸업자에서 약 5%대를 차지하고 이들은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계속된 취업준비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가
장 지연되고 있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학재학(등록)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표 4-5>에서 취업준비 유형별 평균 재학기간을 살펴보았다.
대졸 청년층의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재학기간, 또는 등록기간은 평균
10.1～10.2학기로 나타났다.15) 취업준비 유형별로 보면 취업준비 휴학을

13)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에 대해 이하에서는 ‘취업준비 휴학’으로 간략하여 표기
한다.
14) 취업준비 휴학경험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휴학기간이 재학기간보다 큰 경
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하의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5) 여기서 재학기간은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취
업준비로 인한 휴학뿐만 아니라 경제/건강, 진학준비 등 다양한 휴학 사유를
포함한다. 한편 대졸 청년층의 휴학 사유들 중에서 취업준비로 인한 휴학이 가
장 많았다. 예를 들어, 2008년 졸업자의 경우 취업준비 휴학이 63.1%, 경제/건
강상 휴학이 19.7%, 진학준비 휴학이 6.2% 등이다(전주용 외, 2013).

제4장 대졸 청년층의 취업재수와 노동시장 효과

41

하였던 유경험 취업자에게서 재학기간이 가장 길었고, 증가하는 추세도
보였다(11.0～11.4학기). 취업재수자의 재학기간은 평균 10～10.2학기로
나타났고, 특히 취업준비 휴학을 경험한 취업재수자의 재학기간은 약 1학
기가량 더 길었으며,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의 등록기간은 9.3～9.4학기로 가장 짧
았다. 대졸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직업세계로 이행하고(school to work)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5>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별 평균 재학기간
(단위 : 학기, %)
2009(2008GOMS)
2011(2010GOMS)
전체
10.1 (9.6)
10.2 (10.4)
휴학 무경험 취업
9.3 (9.0)
9.4 ( 9.9)
휴학 유경험 취업
11.0 (8.5)
11.4 ( 8.4)
취업재수
10.0 (9.6)
10.2 (10.4)
기타 비경제활동
9.8 (9.0)
10.0 ( 9.9)
취업재수(취업목표)
10.0 (9.3)
10.2 (10.7)
취업재수(휴학경험)
11.1 (8.3)
11.5 ( 8.6)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 )는 표준편차. 군입대 휴학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6>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별 성 분포
(단위 : %)
2009(2008GOMS)
2011(2010GOMS)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52.6
47.4
52.2
47.8
휴학 무경험 취업
54.1
45.9
53.1
46.9
휴학 유경험 취업
53.1
46.9
53.6
46.4
취업재수
49.6
50.4
48.6
51.4
기타 비경제활동
49.0
51.0
47.7
52.3
취업재수(취업목표)
49.8
50.2
47.0
53.0
취업재수(휴학경험)
50.0
50.0
49.1
50.9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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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별 출신학교 소재지역 분포
(단위 : %)
2009(2008GOMS)
전체

2011(2010GOMS)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24.6

75.4

24.8

75.2

휴학 무경험 취업

19.1

80.9

18.6

81.4

휴학 유경험 취업

30.4

69.6

31.8

68.2

취업재수

20.9

79.1

21.5

78.5

기타 비경제활동

30.0

70.0

30.5

69.5

취업재수(취업목표)

20.1

79.9

22.3

77.7

취업재수(휴학경험)

26.9

73.1

30.4

69.6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수도권은 출신 대학의 소재지역이 서울이고, 비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한 기
타 지역.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별 성별 분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다만 전체 졸업자에서 (평균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52.2～52.6%) 취업재수와 기타 비경제활동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고, 증가하는 추세도 보였다.
대졸 청년층의 출신 대학이 위치한 지역 분포를 보면, 전체 졸업자의
경우 수도권 대학이 25%, 비수도권이 75%를 차지하였다. 취업준비 유형
별의 경우 다소의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준비 휴학을 하였던 유경험 취업
자와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30～
31.8%). 취업재수자 중에서 취업준비 휴학을 하였던 자 또한 수도권 대학
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와 취업재수자는 비
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78.5～81.4%)
다음에서는 취업준비 유형별 대졸 청년층의 전공 분포를 살펴보았다.
취업재수자는 인문, 사회, 교육 등의 전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증가하
는 추세도 보였다. 특히 교육계열에서 가장 높은 취업재수 비율(약 21～
25%)을 보였는데 교육계열의 전체 졸업자 수가 많지 않아 취업재수자의 절
대 수치는 가장 낮았다. 또한 교육계열은 취업준비 휴학을 거치지 않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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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별 전공 분포(2009)
(단위 : 천 명, %)
2009(2008GOMS)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전체(졸업자)

35.3

72.2

15.9

63.8

34.2

휴학 무경험 취업

30.3

33.1

52.5

41.8

39.6

휴학 유경험 취업

45.1

45.1

16.7

37.8

31.3

취업재수

13.3

14.7

20.8

8.6

11.6

기타비경제활동

11.3

7.2

9.9

11.8

17.5

취업재수(취업목표)

8.9

10.5

18.0

6.0

8.0

취업재수(휴학경험)

7.5

7.7

3.4

4.0

4.8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경험 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따라서 유경험 취업자의 비율 또한
가장 낮았다. 교육기관 입직과 같은 전공의 일자리 특수성(job-specific)
으로 인하여 여타 계열에 비해 취업준비 휴학을 통해 취업 스펙 쌓기 등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취업준비 휴학을 하였
던 취업재수자의 비율에서는 교육계열이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16)
(2010년 졸업자의 전공 분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부표 2 참조)
다. 취업재수의 취업 스펙 특성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은 일 차적으로 학점, 어학성적 등 소위
취업 스펙으로 나타난다. 취업 스펙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이 취업
등 노동시장 성과로 연계되는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취업준비 유형
에 따라 취업 스펙에 차이가 있는지 취업재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취
업준비 스펙으로는 오호영(2013) 등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평균 학

16) 전공별 전체 졸업자에서 휴학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문․사회 등의 계
열에서 가장 높았고, 교육․의약 등에서 가장 낮았다(전주용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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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취업준비 유형별 학교성적(GPA) 분포
(단위 : 천 명, 점수, %)
2009(2008GOMS)

2011(2010GOMS)

260.8 ( - )

258.7 ( - )

휴학 무경험 취업

81.3 (41.8)

82.0 (43.3)

휴학 유경험 취업

81.2 (40.2)

81.2 (39.8)

취업재수

80.2 (42.1)

80.7 (41.4)

기타 비경제활동

81.5 (40.9)

82.2 (41.2)

취업재수(취업목표)

80.6 (41.4)

81.4 (40.0)

취업재수(휴학경험)

78.9 (42.8)

79.8 (39.4)

전체(졸업자)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 )는 표준편차. 군입대 및 휴학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점, TOEIC 점수, 자격증 보유 여부 및 개수, 어학연수 경험 등으로 계측
하였다(전주용 외, 2013).
학점은 취업준비 유형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학점수를 대표하
는 TOEIC 점수는 취업준비 휴학을 하였던 유경험 취업자에게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2008년 졸업자의 평균 학점은 80.0～81.5점으로 나타났고 2010
년 졸업자에서도 이와 비슷하였다(80.7～82.2점). 또한 취업재수자, 졸업
전 취업목표가 있었던 취업재수자,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재수자 등
취업재수자의 세부 유형에서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TOEIC 점수의 경우 2008년 및 2010년 졸업자 중 취업재수자는 730.5
～743.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보다는 55.1
～57.6점 낮고,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보다는 23～26.5점 높은 수준
이다.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에게서 가장 낮은 TOEIC 점수를 보
였다(707.5～717.2점). 한편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재수자의 TOEIC
점수는 취업재수자보다 29～34점가량 더 높았다(764.3～772.7점). 전반적
으로 TOEIC 점수는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자에게
서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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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취업준비 유형별 어학성적(TOEIC) 분포
(단위 : 천 명, 점수, %)
2009(2008GOMS)

2011(2010GOMS)

전체(졸업자)

260.8 ( - )

258.7 ( - )

휴학 무경험 취업

707.5 (690.0)

717.2 (746.4)

휴학 유경험 취업

788.1 (623.8)

798.8 (563.4)

취업재수

730.5 (680.7)

743.7 (685.6)

기타 비경제활동

741.0 (675.7)

756.9 (656.1)

취업재수(취업목표)

726.9 (679.1)

741.6 (679.4)

취업재수(휴학경험)

764.3 (591.6)

772.7 (602.4)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 )는 표준편차. 군입대 및 휴학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개수, 어학연수 경험 유무 등을 살펴보면, 자격증
소지 여부 또는 평균 자격증 보유 개수는 취업준비 유형 간 큰 차이가 없
었다. 대졸 청년층은 취업준비 유형에 관계없이 약 72～73%가량이 자격
증을 한 개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2.2～2.4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기타 비경제활동 제외). 한편 졸업 전 취업
목표가 있었던 취업재수자에게서 (일반)취업재수자보다 자격증 보유 비
율이 다소 높았다. 재학 중 취업목표의 설정과 함께 이의 달성을 위한 수
단으로서, 즉 취업 스펙의 하나로서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으로 판단된다.
어학연수 경험 여부는 취업준비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취업준
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에게서 45.1～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준
비 휴학은 정의상 어학연수/해외여행으로 인한 휴학을 포함하고, 어학연
수/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휴학이 상당하였다(27.1～28.7%). 특히 어
학연수는 최소 1학기 이상 휴학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전주용
외, 2013). 취업재수자의 경우 어학연수 경험 비율은 18.3～21.1%로 나타
났으며,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재수자는 이보다 15.7～16.9%포인트
만큼 더 높았다(34～38%).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는 7.2～7.8%의
비교적 낮은 어학연수 경험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TOEIC 점수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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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어학연수 경험 여부는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자에게서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요약하면, 취업재수자의 취업 스펙은 다른 취업준비 유형들과 비교하
여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점과 자격
증 보유는 취업준비 유형 전반에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어학점수와 어학
연수 경험은 취업과 무관하게 취업준비 휴학을 하였던 유경험자에게서만
높았다. 통상적인 취업 스펙의 관점에서는 취업재수에 따른 독특한 특징
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1> 취업준비 유형별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천 명, 수, %)
2009(2008GOMS)
2011(2010GOMS)
전체(졸업자)
260.8 ( - )
258.7 ( - )
휴학 무경험 취업
71.9 (2.4)
71.1 (2.3)
휴학 유경험 취업
71.9 (2.4)
71.8 (2.3)
취업재수
72.8 (2.2)
72.6 (2.1)
기타 비경제활동
63.0 (2.1)
61.7 (2.1)
취업재수(취업목표)
76.7 (2.2)
77.4 (2.2)
취업재수(휴학경험)
68.9 (2.2)
68.9 (2.1)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 )는 평균 자격증 개수. 군입대 및 휴학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2> 취업준비 유형별 어학연수 경험
(단위 : 천 명, %)
2009(2008GOMS)
2011(2010GOMS)
전체(졸업자)
260.8
258.7
휴학 무경험 취업
7.2
7.8
휴학 유경험 취업
45.1
46.9
취업재수
18.3
21.1
기타 비경제활동
21.5
23.7
취업재수(취업목표)
18.1
19.7
취업재수(휴학경험)
34.0
38.0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군입대 및 휴학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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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취업재수자의 졸업 전후 취업준비 실태

취업준비는 앞 절에서 살펴본 취업 스펙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일
자리 경험, 전공 선택 이유 등 문헌에 따라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한
다. 본 절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을 졸업 전후 취업목표, 구
직활동, 시험준비 등으로 살펴본다. 취업재수는 졸업 후 1년 6개월 시점
에서 구직활동, 취업준비,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주된 활동
으로 하였다. 따라서 취업재수를 통한 취업준비는 이들 설문을 통해 보다
잘 드러날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대졸자의 65%가 졸업 이전에 취업목표를17) 설정하였고, 60.9%는
졸업 전후 구직활동 경험을, 27.4%는 현재까지 시험준비를 하였던 것으
로 나타났다. 대졸 청년층은 과반수 이상이 재학 중에 희망하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고 일자리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
에 임하고 있었다. 취업준비 유형별의 경우 다소의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
목표, 시험준비 등 경험은 취업재수자에서 가장 많았고(47.3～71.4%), 구
직활동은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에게서 가장 높았다(71.6～72.8%).
일자리 정보 수집, 일자리 지원과 면접, 제의된 일자리의 거절과 재탐색
등 보다 적극적인 취업준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구직활동은 취업재수자
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54.4～56.9%), 이는 취업재수의 상당수가
시험준비인 데 반해 고시, 공단(공사) 등 시험준비는 구직활동에 포함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18)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 시험준비뿐만 아니라 취업목표 여부
또한 낮았다. 어쩌면 취업목표가 부재하므로 구직활동이나 시험준비 등

17) 여기서 취업목표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
을 말하며, 그 목표에 대한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경우를 대상
으로 한다
18) 지난 한 주간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이 취
업재수의 약 25%를 차지한다(GOM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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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취업준비 유형별 취업목표․구직활동․시험준비 여부
(단위 : %)
2009(2008 GOMS)
2011(2010 GOMS)
취업
구직
시험
취업
구직
시험
목표
활동
준비
목표
활동
준비
전체
65.0
60.9
27.4
60.3
62.2
22.8
휴학 무경험 취업
63.6
60.9
20.2
58.2
60.9
15.8
휴학 유경험 취업
69.4
71.6
28.6
64.9
72.8
23.8
취업재수
71.4
54.4
55.1
63.2
56.9
47.3
기타 비경제활동
48.1
32.1
20.1
48.1
34.3
16.4
취업재수(취업목표)
55.8
61.4
57.2
57.7
취업재수(휴학경험)
73.6
54.8
58.9
64.5
58.2
51.0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적극적인 취업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취업준비,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취업재수
로 정의한 분류 자체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에게서 취업준비 활동은 낮게
나타난다. 취업목표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취업재수자, 취업준비 휴학 유
경험 취업자 등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높은 구직활동, 시험준비
등으로 연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졸업 전 취업목표, 졸업 전후 구직
활동, 시험준비 등을 다음 소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졸업 전 취업목표 현황
전체 대졸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은 사회서비스직(43.2%), 경영․재
무직(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9) 취업준비 유형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취업재수의 경우 경영․재무직, 사회서비스직에 대한 선
호가 상대적으로 높았고(37～46.3%), 판매․개인서비스직, 건설․생산직
에 대한 선호는 떨어졌다(4.6～11%).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는 경

19) 희망직업 분류 내용은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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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무직의 선호가 가장 높았고(40.8%), 무경험 취업자는 서회서비스
직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51.8%). 이들의 건설․생산직 희망 비율은
약 19%로 취업재수자보다 약 8%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졸업
자의 희망직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부표 3 참조).
<표 4-14> 취업준비 유형별 희망직업 분포(2009)
(단위 : %)
2009(2008GOMS)

전체
휴학 무경험 취업
휴학 유경험 취업
취업재수
기타 비경제활동
취업재수(취업목표)
취업재수(휴학경험)

관리직

경영․
재무직

사회
서비스

판매․개인
서비스

건설․
생산직

1.3
1.2
1.5
0.7
1.4
0.7
1.2

29.9
19.4
40.8
37.0
20.7
37.0
46.3

43.2
51.8
30.7
46.3
51.4
46.3
36.1

7.1
7.6
7.8
4.6
5.1
4.6
5.5

18.2
19.4
18.9
11.0
21.2
11.0
10.2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5> 취업준비 유형별 희망직장 분포(2009)
(단위 : %)
2009(2008GOMS)

전체

민간회사

외국회사

정부투자
기관

정부기관

교육기관

45.4

8.1

6.0

15.8

11.8

휴학 무경험 취업

46.9

6.5

4.7

10.0

15.4

휴학 유경험 취업

49.3

10.9

7.6

17.0

6.2

취업재수

35.7

5.2

4.6

29.4

15.7

기타 비경제활동

34.9

7.5

6.5

17.4

13.7

취업재수(취업목표)

35.7

5.2

4.6

29.4

15.7

취업재수(휴학경험)

35.5

6.5

6.4

36.2

5.9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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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졸 청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 즉 직장과 관련해서는 민간회사
(45.4%), 정부기관(15.8%) 등의 순을 보였다. 희망하는 직업과 마찬가지
로 희망하는 일자리에서도 취업준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취업재수
자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등의 일자
리 선호가 높은(15.7～29.4%) 반면, 민간회사, 외국회사 등에 대한 선호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35.7～5.2%). 한편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와
무경험 취업자는 모두 민간회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49.3～46.9%)
가운데 전자는 정부기관(17%), 후자는 교육기관(15.4%)에 대한 선호가
다음으로 높았다. 2010년 졸업자의 희망직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표 4 참조).
희망하였던 직업․직장의 달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대졸 청년층의 경우
약 36.5〜39.5%가 취업목표를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준
비 유형별로 취업목표 달성 여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재수
에서 가장 낮은 취업목표 달성 비율을(6.8～8.6%), 그리고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와 무경험 취업자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높은 달성 수준
을 나타냈다(42.4～49.5%). 특히 취업재수자는(표 4-13에서와 같이) 취업
목표 여부가 상대적 높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취업목표 달성은 매
우 미흡한 수준이다. 어쩌면 취업재수자이기 때문에 취업목표 달성 수준
이 당연히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self-selected).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목표 여부를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건
설․생산직에 대한 희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의 일자리 선호는 높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취업목표 설정으로
인하여 달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나 추측해 본다.
취업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유와 관련해서 전체 대졸 청년층은 준비시
간 부족(25.3%), 자질 부족(15.1%),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목표상실
(14.7%)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취업준비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취업재수의 경우, 일자리 부족(16.2%), 준비시간
부족(27.4%)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너무 높은 목표 설정(6.8%), 관련
정보의 부족(5.3%) 등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
자와 무경험 취업자는 자질 부족(17.3～14.6%), 너무 높은 목표 설정(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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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취업준비 유형별 희망직업․직장 달성 여부
(단위 : %)
2009(2008GOMS)
2011(2010GOMS)
직업목표
직장목표
직업목표
직장목표
전체
36.5
36.5
39.5
37.1
휴학 무경험 취업
44.8
43.3
49.5
45.5
휴학 유경험 취업
42.4
44.4
45.5
43.9
취업재수
7.3
6.8
8.6
7.5
기타 비경제활동
13.5
13.6
9.4
8.1
취업재수(취업목표)
7.3
6.8
8.6
7.5
취업재수(휴학경험)
5.7
5.1
9.1
8.1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수도권은 출신 대학의 소재지역이 서울이고, 비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한 기
타 지역.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7> 취업준비 유형별 희망직업․직장 미달성 사유(2009)
(단위 : %)
2009(2008GOMS)
높은
관련
목표
준비
자질
일자리
목표설정 정보부족 상실 시간부족 부족
부족
전체
8.0
7.4
14.7
25.3
15.1
12.4
휴학 무경험 취업
7.4
7.1
14.4
25.0
14.6
12.9
휴학 유경험 취업
9.9
9.7
15.3
23.1
17.3
11.3
취업재수
6.8
5.3
14.9
27.4
14.5
16.2
기타 비경제활동
5.7
4.6
13.4
30.0
10.0
7.6
취업재수(취업목표)
6.8
5.3
14.9
27.4
14.5
16.2
취업재수(휴학경험)
8.3
5.0
19.3
26.3
17.2
11.3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7.4%)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실제 취업을 통해 취업 눈높이가 현실에
근접하면서 자신의 내부에서 그 원인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20) 2010
20) 박성재․반정호(2006)에 따르면 재학 중 일경험에서 정규직과 현장실습 경험은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일자리 체험을 통해 기업이 자신들에
게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고 이러한 자질을 쌓기 위한 준비를 서
두르는 것이 취업확률을 높였다고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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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졸업자의 취업목표 미달성 사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부표 5 참조).

2. 졸업 전후 취업준비 현황
전체 대졸 청년층은 졸업 전후 취업준비 과정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로 취업사이트/카페 등 인터넷(78.4～78.8%), 학교 취업정보실
(8.8～7.5%), 친구/선후배 등 지인(5.0～5.2%)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취업준비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재수는 인터넷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교 취업정보실, 선후배 등 지인의 활용은
낮았다. 반면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와 무경험 취업자는 학교 취업
정보실이나 선후배 등 지인에 대한 활용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전체 대졸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 경험과 관련해서는 평균 17.1회 일자
리에 지원하고, 그 중 면접을 본 횟수는 평균 4.5회, 일자리 지원한 후 합
격한 비율은 89.2%, 합격하여 일자리 제의를 받은 횟수는 평균 2.1회, 그
중 일자리 제의(취업)를 거절한 비율은 53.9% 등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원 경험과 관련해서도 취업준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취업
<표 4-18> 취업준비 유형별 일자리 정보 취득 경로
(단위 : %)

전체

2009(2008GOMS)
2011(2010GOMS)
학교
선후배 인터넷/
학교
선후배 인터넷/
취업정보 등 지인
카페 취업정보 등 지인
카페
8.8
5.0
78.4
7.5
5.2
78.8

휴학 무경험 취업

8.7

6.1

76.5

7.3

6.1

76.1

휴학 유경험 취업

10.3

4.4

78.7

8.5

4.5

80.8

취업재수

5.5

2.9

84.3

4.6

3.1

83.0

기타 비경제활동

5.1

6.2

79.8

7.7

8.7

73.7

취업재수(취업목표)

5.6

3.0

84.2

4.0

3.7

80.6

취업재수(휴학경험)

6.1

2.7

84.0

4.6

3.1

85.7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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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취업준비 유형별 일자리 지원 경험(2009)
(단위 : 횟수, %)
2009(2008GOMS)
지원횟수

면접횟수

합격비율

합격횟수

거절비율

17.1

4.5

89.2

2.1

53.9

휴학 무경험 취업

14.4

4.2

92.0

2.1

50.4

휴학 유경험 취업

19.6

4.9

93.8

2.2

55.2

취업재수

20.2

4.6

71.2

2.2

62.9

기타 비경제활동

11.8

3.4

68.9

2.0

56.3

취업재수(취업목표)

19.5

4.6

70.1

2.1

62.5

취업재수(휴학경험)

24.9

5.0

65.3

2.1

60.0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재수는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무경험 취업자와 비교하여 일자리 지원 횟
수가 많은데(20.2회) 반해 합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71.2%) 일자
리 제의(취업)를 거절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62.9%). 이러한 결과는 앞
에서 살펴본 취업재수의 낮은 취업목표 달성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업재
수의 분류에서 자기선택 편의(self-selection bias)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높은 일자리 제의(취업) 거절 비율을 감안했을 때 취업 눈높이가 다
른 취업자들에 비해 높지 않은가 추측해 본다. 2010년 졸업자의 일자리
지원 경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부표 6 참조).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와 관련해서 전체 대졸 청년층은 ‘임금과 근
로조건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8.7%), 다
음으로 ‘장래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17.1%,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 10%, ‘적성과 맞지 않아서’ 8.2%, ‘원하던
직장이 아니어서’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유형별로 거절
사유를 보면, 취업재수의 경우 ‘적성과 맞지 않아서’(11.5%), ‘원하던 직장
이 아니어서’(7.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재수의 경우 취업
눈높이와 현실 간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따라서 이것이 일자리 제의 거
절 비율을 높이고 계속해서 취업재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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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취업준비 유형별 제의 일자리 거절 사유(2009)
(단위 : %)

전체
휴학 무경험 취업
휴학 유경험 취업
취업재수
기타 비경제활동
취업재수(취업목표)
취업재수(휴학경험)

근로조건
48.7
49.7
47.5
48.5
52.6
50.8
52.6

적성
8.2
8.0
8.0
11.5
4.3
10.9
10.4

2009(2008GOMS)
장래성
근접성
17.1
10.0
15.3
11.5
18.8
9.3
15.3
7.5
19.0
10.7
15.7
6.2
14.9
7.3

희망직장
6.6
6.1
7.2
7.5
4.3
6.0
8.4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 2010년 졸업자의 제의 일자리 거절 사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부
표 7 참조).

3. 졸업 전후 시험준비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대졸 청년층은 약 23～27%가 졸업 전
후에 시험준비를 경험한 바 있었는데 이들이 준비하였던 시험을 살펴보
니 공무원, 공단, 교원임용 등 공공기관 입직을 위한 시험이 대다수로 나
타났다(86.7～87.0%). 특히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교원임용 시험이 70.
6～68.1%를 차지했고, 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소위 3대 고시준
비도 9～12%를 보였다. 반면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이나 언론
사 시험의 비중은 낮았다(13.3～13.0%).
취업준비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재수와 취업준비 휴
학 유경험 취업자는 고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11.1～16.4%), 취
업준비 유학 무경험 취업자는 7～9급 공무원․교원임용 시험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79.7～79.4%). 고시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시험준
비의 기간이 상당하였고, 이는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 졸업 이후 취업재
수 등으로 연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대졸 청년층의 취업재수와 노동시장 효과

55

<표 4-21> 취업준비 유형별 준비시험 유형
(단위 : %)
2009(2008GOMS)
2011(2010GOMS)
공공
(공직
공공
(공직
(고시)
(고시)
기관
교원)
기관
교원)
전체
86.7
70.6
9.0
87.0
68.1
12.0
휴학 무경험 취업
90.6
79.7
2.6
91.0
79.4
4.3
휴학 유경험 취업
82.0
61.4
11.7
81.6
57.0
16.4
취업재수
88.2
73.4
11.1
90.5
73.6
12.0
기타 비경제활동
89.6
70.6
14.4
85.1
58.7
21.9
취업재수(취업목표)
88.5
75.4
9.4
90.5
74.3
11.0
취업재수(휴학경험)
85.1
64.5
17.3
86.0
60.8
19.2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22> 취업준비 유형별 시험준비 동기
(단위 : %)
2009(2008GOMS)
2011(2010GOMS)
공정
근무
공정
근무
안정성
안정성
기회
환경
기회
환경
전체
65.7
4.4
6.2
64.2
4.2
6.1
휴학 무경험 취업
69.0
4.4
5.4
69.4
2.5
6.0
휴학 유경험 취업
68.1
3.0
4.5
66.6
3.7
5.0
취업재수
59.5
6.3
9.1
56.9
6.7
7.8
기타 비경제활동
61.7
4.2
7.3
58.6
4.1
6.0
취업재수(취업목표)
60.3
5.6
9.3
55.9
6.8
8.1
취업재수(휴학경험)
58.1
6.3
8.9
49.7
8.4
9.7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공공기관)시험준비를 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전체 대졸 청년층은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65.7～64.2%). 좋은 근무환경이
나(6.2～6.1%),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4.4～4.2%) 등은 많지 않았다. 취
업재수 역시 직업의 안정성 동기가 가장 높았으나, 취업준비 휴학 유경
험․무경험 취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고(59.5～56.9%), 좋은 근
무환경, 공정한 기회 등 동기는 높았다(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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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취업준비 유형별 시험준비 방법
(단위 : %)
2009(2008GOMS)
학원
인터넷
혼자
수강
강의
공부
41.4
21.9
28.6

2011(2010GOMS)
학원
인터넷
혼자
수강
강의
공부
41.2
24.9
26.2

휴학 무경험 취업

30.7

24.8

34.7

26.5

27.8

36.3

휴학 유경험 취업

48.9

17.2

25.3

52.5

19.9

20.8

취업재수

42.5

26.3

26.3

43.2

28.7

22.1

기타 비경제활동

43.6

20.3

28.3

35.2

24.5

28.4

취업재수(취업목표)

41.6

26.8

25.8

43.4

27.9

22.1

취업재수(휴학경험)

48.2

21.5

26.5

50.1

26.3

18.3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 대졸 청년층은 시험준비 방법과 관련해서 학원수강(41.4～41.2%),
혼자 공부(28.6～26.2%), 인터넷 강의(21.9～24.9%) 등의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취업준비 유형별로 시험준비 방법에서 선호의 차이를 보였다. 취
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는 혼자 공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표 4-24> 취업준비 유형별 준비시험 평균 비용․최종합격․현재 계속
(단위 : 만 원, %)

전체

2009(2008GOMS)
2011(2010GOMS)
월평균
최종
현재
월평균
최종
현재
비용 합격경험 계속여부 비용 합격경험 계속여부
36.3
19.0
43.0
40.8
14.5
42.6

휴학 무경험 취업

30.9

21.4

31.9

34.0

16.9

36.7

휴학 유경험 취업

38.2

29.7

22.4

44.4

23.3

16.1

취업재수

39.9

1.6

76.8

42.8

0.0

75.7

기타 비경제활동

36.3

11.6

43.9

42.1

13.1

34.9

취업재수(취업목표)

39.6

1.2

76.6

42.3

0.0

77.4

취업재수(휴학경험)

43.7

1.5

71.4

46.8

0.0

72.2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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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6.3%), 유경험 취업자는 학원수강(48.9～52.5%), 취업재수는 인터
넷 강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26.3～28.7%).
시험준비를 위해 소요한 비용(책값, 학원 수강료, 고시원 비용 등)은 전
체 대졸 청년층의 경우 월평균 36.3만～40.8만 원으로 나타났고, 증가 추
세도 보였다. 준비한 시험에 최종 합격한 비율은 19.0～14.5%, 현재도 계
속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43.0～42.6% 등으로 나타났다. 준비한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던 비율은 감소하였다. 취업재수의 경우 준비한 시험에 최
종 합격 비율은 낮았고(1.6%), 현재도 계속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76.8～75.7%). 또한 시험준비를 위해 소요한 비용 역시 평
균 이상을 보였다(39.9만～42.8만 원).
취업준비 휴학을 경험한 취업재수자, 유경험 취업자 등에서 시험준비
에 따른 비용은 더 높았다. 취업준비 휴학과 길어진 시험준비 기간은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시험을 통한 취업의 비율이 낮아지면
서 시험준비로 인한 취업재수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취업준비의 노동시장 효과

1.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성과
가. 상태이동 현황 분석
앞에서 우리는 졸업 후 1년 6개월 시점(GOMS 1차 조사)에서 경제활동
상태와 취업준비 휴학경험을 기준으로 대졸 청년층을 4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고, 취업재수를 중심으로 졸업 전후의 취업준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대졸 청년층의 졸업 전후 취업준비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5>는 2008년 대졸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 1차 조사를 하고
이후 2년이 경과된 2011년도에 추적 조사한 자료(GOMS 3차 조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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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대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이동
(단위 : 천 명, %)
취업자
취업재수자
비경활자
전체
전체
223.4 (85.6)
19.5 ( 7.5)
18.0 ( 6.9)
260.8 (100.0)
휴학 무경험 취업
96.3 (90.0)
5.8 ( 5.4)
4.9 ( 4.6)
107.0 (100.0)
휴학 유경험 취업
86.1 (91.2)
4.4 ( 4.7)
3.9 ( 4.1)
94.4 (100.0)
취업재수
20.9 (67.8)
6.8 (22.1)
3.1 (10.1)
30.8 (100.0)
기타비경제활동
20.0 (70.2)
2.5 ( 8.7)
6.0 (21.1)
28.5 (100.0)
취업재수(취업목표)
14.9 (66.9)
5.1 (23.1)
2.2 (10.0)
22.2 (100.0)
취업재수(휴학경험)
9.2 (68.1)
3.0 (22.0)
1.3 (9.9)
13.5 (100.0)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표 4-26> 취업상태 변화 유형별 1차년도 직장만족도 비교
(단위 : %)
임금/소득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취업→취업

38.1

62.3

53.6

44.5

32.9

57.5

취업→취업재수

25.5

45.0

37.6

34.3

19.4

44.7

취업→비경활

25.4

46.2

47.1

26.6

18.0

45.7

복리후생 승진제도

사회적
평판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용하여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제시하였
다. 따라서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대졸자 260.8천 명 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취업자 182.4천(=96.3
+86.1) 명은 2년 전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30%는 취업에서 취업재수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또는 취업재수
에서 취업/기타 비경제활동으로, 또는 기타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취업재
수로 이동하였다. 이 중 졸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재수자
(30.8천 명)는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67.8%(20.9천 명)가 취업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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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2.1%(6.8천 명)는 취업재수를 계속하고, 나머지 10.1%(3.1천 명)는
기타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였다.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와 무경험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졸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자는 이후 2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약 90%만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약 5%(10천 명)
는 취업재수로, 나머지 5%(9천 명)는 기타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들 취업자의 졸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 즉 1차 조사 시점에서 직
장만족도는 대체로 취업 유지자에서 높았고, 취업재수나 기타 비경제활
동으로 이동한 취업자에서 낮았다. <표 4-26>의 임금/소득, 고용의 안정
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체계(승진제도) 등 세부 직장만족도에서 취
업상태 변화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직무적합, 고용형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취업상태 변화 유형
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추가로 살펴보았다(그림 4-1 및 4-2 참조). 결과는
학력 및 전공불일치의 경우 취업 유지자에서 낮았고, 상용직․정규직 등
의 비율은 취업재수나 기타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취업자에서 낮았다.
월평균 임금 또한 이들 미취업자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낮은 직장만족도
와 임금,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불일치, 고용의 불안정성 등은 더 나은 일
자리 탐색을 위한 취업재수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취업상태 변화 유형별 1차년 직무적합․고용형태 비교
1 0 0 .0
8 0 .0
6 0 .0
4 0 .0
2 0 .0
0 .0
직 장 만 족 도

학 력 불 일 치

취 업→
? 취 업

전 공 불 일 치

취 업→
? 취 업 재 수

상 용 직

정 규 직

취 업→
? 비 경 활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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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취업상태 변화 유형별 1차년 월평균 임금 비교
0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취 업→
? 취 업

취 업→
? 취 업 재 수

취 업→
? 비 경 활

2 5 0 .0

1 9 7 .9

1 5 8 .5

1 5 2 .5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한편 취업자에서 기타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사례는 대체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약 80%), 육아․가사․진학 등의 활동이 많았다(약 60%).
이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취업재수를 지속한 사례들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고시학원 등), 시험준비(고시 등) 경험 등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그간 준비해 온 시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된 취
업재수를 통해 시험준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 상태 이동과 근로조건
이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한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
과를 취업준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노동시장 성과로서 월평균 임
금을 비교해 보았는데, ‘통상적인 일자리’에서의 임금과 ‘좋은 일자리’에서
의 임금으로 구분하였다. 좋은 일자리는 신선미(2013)의 정의에 따라 상
용직, 적정․상향 취업, 사회보험 2종 가입, 평균임금 이상 등을 충족하는
일자리로 계측하였다.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대졸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좋은 일자리에서 더 높았고(309.2만 원),
취업준비 유형별로는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다(265.9
만～317.6만 원). 반면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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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취업준비 유형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0 .0

1 0 0 .0

2 0 0 .0

3 0 0 .0
2 3 9 .6

전 체

3 0 9 .2

2 3 4 .2

휴 학 무 경 험 취 업 자

3 0 6 .3

2 6 5 .9

휴 학 유 경 험 취 업 자
1 8 2 .1

취 업 재 수 자

취 업 재 수 자 (취 업 목 표 )

1 8 6 .2

취 업 재 수 자 (휴 학 경 험 )

1 8 9 .5

전 체 일 자 리

3 1 7 .6

2 6 2 .7

2 1 2 .3

비 경 제 활 동 인 구

4 0 0 .0

2 9 5 .7

2 6 4 .0

2 6 5 .3

좋 은 일 자 리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만～262.7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 평균임
금 대비 68.5～82.7% 수준이다.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취업준비는 인적자
본축적을 통해 취업의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증가로 연결된
다(박천수․나영선, 2013; 정수연․박기성, 2013). 이에 비추어 보면 취업
재수와 같은 지속적인 취업준비 활동은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가져올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휴학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이
길어질수록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는 더 많아지고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준비 휴학기간의 증가
에 따른 임금상승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
업자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높기는 하나(31.7만 원) 그 격차도 좋은 일자
리 기준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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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의 휴학 기간별 월평균 임금
4 00.0
333 .4
3 00.0

2 79.8

2 62 .1

277 .3

2 51.7

25 4.9

265 .9

6

평균

2 00.0

1 00.0

0 .0
1

2

3

4

5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표 4-27> 취업준비 유형별 취업자의 일자리․고용형태
(단위 : %)
상용직

정규직

대기업

좋은일자리

91.4

73.1

26.6

44.4

휴학 무경험 취업

91.4

70.5

24.0

42.2

휴학 유경험 취업

95.0

79.7

31.6

55.3

취업재수

85.3

67.8

12.2

19.5

기타비경제활동

82.3

62.6

32.8

34.2

취업재수(취업목표)

86.0

69.3

10.3

20.6

취업재수(휴학경험)

89.0

70.2

14.6

25.9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일자리 및 고용형태를 취업준비 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다.
상용직, 정규직, 대기업, 좋은 일자리 등 비율은 전반적으로 취업준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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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유경험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고,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전반적으로 낮
았다. 이러한 현상이 소위 취업재수에 따른 불이익인지 또는 낙인(scar)
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21) 취업재수를 하지 않았던 취업유지자의
높은 임금은 취업준비 활동 외에 조기 진입에 따른 그간의 노동시장 경력
도 포함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을 거친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대체로 높았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과 이를 통해 길어진 취업준비 행동이 적절한지 여전히
의문이다. 늘어난 취업준비 휴학 기간만큼 임금상승 효과는 추가로 발견
되지 않았다.

2.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교육 : 노동시장 연계 효과
교육-노동시장 연계의 관점에서 취업재수의 노동시장 성과를 좀 더 고
찰한다. 학력-직무일치(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현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의 수준)와 전공-직무일치(자신의 전공과 현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의 업무 내용 적합)는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
다(2.80～2.85%). 또한 전공-직무일치는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에
서 가장 높았고(3.29%), 학력-직무일치에서는 무경험 취업자와 유경험
취업자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2.91%).
취업 유지자의 경우 학력-직무일치는 졸업 후 1년 6개월 시점(1차 조
사)과 비교하여 이후 2년이 경과된 시점(3차 조사)에서 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4-1]에서 본 바와 같이, 학력과 전공불일치
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취업자들이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더 나은 일자
리 탐색을 위해 취업재수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직무불일치가 심하지
않았던 취업 유지자의 직무일치는 개선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직무일치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21) 소위 가교인지 함정인지의 판단은 장기간의 패널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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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취업준비 유형별 직무일치도 변화
(단위 : 점수)
학력-직무일치도

전공-직무일치도

3차 조사

1차 조사

3차 조사

1차 조사

2.90

-

3.17

-

휴학 무경험 취업

2.91

2.83

3.29

3.34

휴학 유경험 취업

2.91

2.82

3.06

3.09

취업재수

2.80

-

2.85

-

기타 비경제활동

2.88

-

3.41

-

취업재수(취업목표)

2.80

-

2.88

-

취업재수(휴학경험)

2.77

-

2.68

-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수치는 5점 척도 기준으로서, 매우 낮음/전혀 맞지 않음=1, 낮음/잘 맞지
않음=2, 알맞음/그럭저럭 맞음=3, 높음/잘 맞음=4, 매우 높음/매우 잘 맞음
=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대졸 청년층의 학력 및 전공-직무일치에 전공별로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학력-직무일치(하향취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인문의 하향취업 비율이 가장 높았고(25.3%), 공학, 교육 등 전공이 가장
낮았다(15.8～17.1%). 취업준비 유형별로는 취업재수에서 학력불일치 비
율이 전공 전반에 걸쳐 가장 높았다(19.3～33.3%).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는 무경험 취업자에 비해 자연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에서
학력불일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13.7～23.3%).
전공별 전공-직무일치(전공불일치)는 학력-직무일치와 전반적으로 비
슷하게 나타났는데 취업준비 유형별로는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대
졸 청년층의 전공불일치는 교육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에서 학력불
일치보다 약간씩 높았다. 특히 교육과 공학계열의 학력․전공불일치는
다른 전공에 비해 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전공의 일자리 특수적
인(job-specific) 학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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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취업준비 유형별 취업자의 전공별 학력 : 직무일치도
(단위 :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25.3

20.0

17.1

15.8

20.1

휴학 무경험 취업

27.2

19.4

16.3

16.1

18.4

휴학 유경험 취업

23.3

17.4

13.7

14.0

20.3

취업재수

33.3

28.7

19.3

22.6

26.7

기타 비경제활동

18.5

27.9

25.0

17.6

19.8

취업재수(취업목표)

29.4

30.6

21.8

24.5

25.1

취업재수(휴학경험)

36.6

35.3

30.2

18.2

19.5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수치는 매우 낮음=1과 낮음=2에 응답한(학력불일치; 하향취업)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표 4-30> 취업준비 유형별 취업자의 전공별 전공 : 직무일치도
(단위 :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43.4

31.9

15.1

22.6

33.9

휴학 무경험 취업

44.3

32.2

13.0

22.2

31.8

휴학 유경험 취업

44.0

28.5

18.3

22.6

38.4

취업재수

50.0

43.1

22.6

36.8

44.1

기타 비경제활동

26.5

36.0

7.8

15.4

23.0

취업재수(취업목표)

53.2

40.6

25.6

36.1

39.9

취업재수(휴학경험)

49.9

50.2

26.9

40.0

39.2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수치는 매우 낮음=1과 낮음=2에 응답한(학력불일치; 하향취업)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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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별 직장만족도
(단위 : 점수)
임금/
소득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복리
후생

승진
제도

전체
만족도

3.22

3.70

3.51

3.28

3.16

3.57

휴학 무경험 취업

3.23

3.67

3.53

3.28

3.17

3.59

휴학 유경험 취업

3.24

3.79

3.47

3.31

3.19

3.56

취업재수

3.08

3.53

3.41

3.19

3.04

3.45

기타 비경제활동

3.28

3.60

3.67

3.26

3.14

3.63

취업재수(취업목표)

3.13

3.57

3.44

3.24

3.07

3.46

취업재수(휴학경험)

3.04

3.54

3.36

3.20

3.00

3.44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3) 수치는 5점 척도로서,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
족=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전공불일치는 모든 전공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고, 다른 취업준비 유형에 비해서도 높았다(22.6～50%).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의 전공불일치는 학력불일치와 달리 사회계열을 제외한 대
부분의 전공에서 무경험 취업자보다 높거나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의 성과로서 대졸 청년층의 (3차년 시점) 직장만
족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직장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직장만족도는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에
서 가장 높았고, 고용의 안정성, 복리후생제도 등에서는 유경험 취업자에
게서 높았다.
요약하면, 이행과정에서 교육-노동시장 연계효과, 직장만족도는 취업
재수를 거친 취업자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취업 유지자의 학력불일치
는 상대적으로 불일치가 심했던 취업자들이 취업재수로 이탈하면서 좀
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공학계열의 학력․전공불일치는
전공의 일자리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전공에 비해 낮았다. 취업준비 휴
학 무경험 취업자는 유경험 취업자에 비해 전공불일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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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관점에서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졸업 후 미취업상태에서 취업
준비 활동을 취업재수로 정의하였으며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는 한 요인
으로 보았다.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도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는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졸업 후 1년 6개월 시점에서) 취
업재수자는 약 33천～35천 명이고, 전체 대졸자에서 약 12～13%를 차지
하였다. 대졸 취업자의 약 45%는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업재수자의 취업 스펙은 다른 취업준비 유형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으
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점과 자격증 보유는
취업준비 유형 전반에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어학점수와 어학연수 경험
은 취업과 무관하게 취업준비 휴학을 하였던 유경험자에게서만 높았다.
통상적인 취업 스펙의 관점에서는 취업재수에 따른 독특한 특징들은 발
견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에서 졸업 전후 취업준비 활
동이 낮았고, 취업목표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취업재수자,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 등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높은 구직활동, 시험준비 등
을 경험하였다. 특히 취업재수자는 건설․생산직에 대한 선호는 낮았고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의 일자리 선호는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취업목표 설정으로 인한 취업목표의 달성은 미흡하였다. 취업재수자는
취업 눈높이와 현실 간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따라서 이것이 일자리
제의 거절 비율을 높이고 계속해서 취업준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전체 대졸 청년층의 약 23～27%가 졸업 전후에 시험준비를 경험한 바
있으며, 공무원, 공단, 교원임용 등 공공기관 입직을 위한 시험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취업재수자는 고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고시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시험준비 기간이 상당하였고, 이는 재학 중 취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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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휴학, 졸업 이후 취업재수 등으로 연계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취업재수자는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67.8%가 취업으로 이동하였고,
22.1%는 취업재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속 취업재수자
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고시학원 등), 시험준비(고시 등) 등이 많
았다.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
러한 현상이 소위 취업재수에 따른 불이익인지 또는 낙인(scar)인지는 아
직 판단하기 어렵다.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을 거친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대체로 높았
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과 이를 통
해 길어진 취업준비 행동이 적절한지 여전히 의문이다. 늘어난 취업준비
휴학 기간만큼 임금상승 효과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행과정에서 교육-노동시장 연계효과, 직장만족도는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취업 유지자의 학력불일치는 상대적으로
불일치가 심했던 취업자들이 취업재수로 이탈하면서 좀 더 완화되었고,
교육 및 공학계열의 학력․전공불일치는 전공의 일자리 특수성으로 인하
여 다른 전공에 비해 낮았다.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는 유경험 취
업자에 비해 전공불일치가 낮았다.
대체로 취업재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는 다른 취업준비 유형에 비해
우월하지 않았다. 특히 재학 중 취업준비 휴학과 졸업 이후 계속된 취업
준비는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투자행위로 판단된다.
취업, 임금, 직무적합, 직장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높지 않았다. 취업재수
자의 취업 스펙은 다른 취업준비 유형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다
만 취업준비 활동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재수자는 다른 취업
준비 유형에 비해 과도한 취업목표의 설정과 취업/시험준비, 그리고 취업
눈높이에서 현실과 많은 괴리를 보이는 것 같다. 각자의 역량에 맞게 취
업목표를 설계하고 현실과 부합하도록 취업 눈높이를 낮추는 노력이 필
요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일자리 체험이나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좀 더 취업 현실에 접근함으로써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박성재․반정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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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및 실태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의 평가 연구를 분석하여 정책 시
사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
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노동시장정책을 정리하고 관련 연구들
을 분야․방법론․정책 제안별로 종합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취업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에 접어들었지만, 청년층 고용사정은
OECD 평균인 39.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업통계
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 주변노동력의 존재를 고려하면, 청년실업 문제는
통계에서 보여지는 그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
력의 약화에 따른 경제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는 청년층의 고
용 하락 및 부진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정
책과제 모색과 수립을 위한 토대의 구축이 시급하며, 고용률 70% 로드맵
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현재, 사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청년들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수준을 낮추어 고용 기대치를 줄임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일자리
이동(job turnover)을 통해 기대치를 회복하려는 경향을 보이나, 일자리
이동은 임금이나 노동시장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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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 진입 후의 일자리 이동이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에 효과적
이지 않고, 소규모 및 중소기업 하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악화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전공직무일치 제고 방안, 소규모 및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천영민․윤정혜, 2008b; 채창균․김안
국․오호영, 2005; 반정호 외, 2005).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은 분석 방
식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성별, 연령, 고졸․대졸 여부,
현 고용형태, 고교 성적, 자격증 소지 유무, 구직활동 경험 여부, 진로지도
경험 등이 취업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 결정요인은 노동시장
초기 진입․재진입 시의 임금수준과도 결부된 문제이므로, 미취업 결정
요인에서 드러난 인적․사회적 특성별 격차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과 사
회제도의 보완․정비가 요구된다(김안국, 2003; 강순희․안준기, 2012; 노
경란․허선주, 2012a; 박성재․반정호, 2012).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의 계층별 격차는 고졸층과 대졸층 간 비교에서
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고․실업고․특성화고 차이, 전공별 차이에서
도 발견된다. 고졸 청년층의 유휴화율이 높은 가운데, 일반고 졸업 청년
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실업고 졸업 청년들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취업이 경력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들의 비경제활동 선택확률을 낮출 수 있는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
이 학교 위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안국․신동준, 2007; 김
은석, 2013).
노동생산성 증가로 취업률 및 임금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직
업교육훈련은 그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분석한다. 직업 관련 훈련 및 자격증은 취업의 선별도구로 작용할 뿐, 취
업 이후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기술습득 제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 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과 함께 전공직무의 매칭을 촉진시키는 직업안정사업
역할의 강화가 요구된다(김우영, 2002; 전재식, 2002; 김주섭․박성재,
2003; 김안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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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 과잉(초과공급)에 따른 노동력 낭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의 문제로 부각되는 과잉학력의 문제점은 교육이 본 목적인 인적자본
축적의 방향에서 벗어나 단순히 경쟁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의 학력과잉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력, 자격
증 등과 같이 취업 스펙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표 역
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졸자의 직장선택 기준이 여전히 고용안정
성, 고임금, 작업조건 등의 전통적 조건에 치우쳐 있음을 고려할 때, 자율
성 및 독창성이 우대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직업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이 대졸 실업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다(김상대, 1995; 채
창균․김안국․오호영, 2005).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수준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여성의 주급 중윗값은 전일제 근로자 기준 남성 대비 37.2%의
임금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취업률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이며, 이는 고학력층에서 더욱 두드러지지만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
성보다 높고, 그 격차가 증가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은 노
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직업선택이 노동시장의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취업
정보 획득의 기회 역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취
업지원 체계의 역할의 변화와 효율적인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자연계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지
원의 확대 및 강화, 저학년 여대생들의 인턴십 참여기회 활성화 등 여성
의 구직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여성 청년층 노
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라 하겠다(박주헌, 1997; 김선영, 2000a;
김선영, 1999; 이영민․임정연, 2008).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관점에서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재학 중 휴학은 상당 부분 취업준비
를 목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을 늦추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업재수자
의 취업 눈높이와 현실 간의 괴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이것이 일
자리 제의 거절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취업준비 반복의 원인이 되는 것
으로 보인다.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전반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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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지만, 이것이 취업재수에 따른 불이익인지 낙인효과에서 비롯
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취업재수자의 경우, 이행과정에서 교육-노
동시장 연계효과, 직장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나, 취업재수에 따른 노동시
장 성과는 다른 취업준비 유형에 비해 우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각자의 역량과 취업 눈높이 간 격차를 줄여 취업목표를 설계하고, 일
자리 체험이나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취업환경의 이해를 높여 취업확률
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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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희망직업 분류
관리직
경영․재무직

사회서비스직

판매․개인서비스직

건설․생산직

농림어업직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금융․보험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화학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농림어업 관련직

<부표 2>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유형별 전공 분포(2011)
(단위 : 천 명, %)
2011(2010GOMS)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전체(졸업자)
34.1
72.9
15.8
62.6
33.2
휴학 무경험 취업
32.7
32.6
55.9
42.5
42.2
휴학 유경험 취업
44.8
44.9
13.0
38.7
30.5
취업재수
13.5
16.1
24.6
9.1
11.8
기타 비경제활동
9.0
6.4
6.5
9.7
15.6
취업재수(취업목표)
7.5
10.8
20.7
5.2
5.7
취업재수(휴학경험)
7.6
9.0
3.0
3.8
5.4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79

부표

<부표 3> 취업준비 유형별 희망직업 분포(2011)
(단위 : %)
2011(2010GOMS)
관리직

경영․
재무직

사회
서비스

판매․개인
서비스

건설․
생산직

1.1

29.8

41.6

7.1

19.9

휴학 무경험 취업

1.3

18.3

52.0

6.8

20.9

휴학 유경험 취업

1.0

42.7

25.4

8.9

21.9

취업재수

0.5

33.7

50.6

4.9

10.0

기타 비경제활동

1.4

22.2

49.0

4.3

23.0

취업재수(취업목표)

0.5

33.7

50.6

4.9

10.0

취업재수(휴학경험)

0.5

47.8

36.5

6.4

8.7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4> 취업준비 유형별 희망직장 분포(2011)
(단위 : %)
2011(2010GOMS)
민간회사

외국회사

정부투자
기관

정부기관

교육기관

50.7

7.2

5.1

14.4

11.4

휴학 무경험 취업

52.2

4.6

4.0

10.5

14.9

휴학 유경험 취업

55.8

11.0

6.3

13.9

5.0

취업재수

36.7

4.8

5.2

27.0

17.9

기타 비경제활동

41.3

6.1

5.3

15.4

14.0

취업재수(취업목표)

36.7

4.8

5.2

27.0

17.9

취업재수(휴학경험)

41.3

5.9

6.1

34.3

6.2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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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취업준비 유형별 희망직업․직장 미달성 사유(2011)
(단위 : %)
2011(2010GOMS)
높은
목표
설정

관련
정보
부족

목표
상실

준비
시간
부족

자질
부족

일자리
부족

9.3

7.5

13.9

25.9

15.4

12.4

휴학 무경험 취업

9.7

7.9

13.6

25.6

14.3

11.5

휴학 유경험 취업

10.1

9.4

17.4

21.2

16.2

12.6

취업재수

8.2

5.2

9.6

31.4

17.6

16.5

기타 비경제활동

6.8

3.8

11.2

32.9

12.1

6.8

취업재수(취업목표)

8.2

5.2

9.6

31.4

17.6

16.5

취업재수(휴학경험)

9.7

5.7

11.4

29.5

18.2

15.2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6> 취업준비 유형별 일자리 지원 경험(2011)
(단위 : 횟수, %)
2011(2010GOMS)
지원
횟수

면접
횟수

합격
비율

합격
횟수

거절
비율

15.5

4.4

86.0

2.1

50.7

휴학 무경험 취업

11.6

3.8

88.0

2.0

46.4

휴학 유경험 취업

19.7

5.1

90.0

2.2

54.5

취업재수

16.7

4.4

70.1

2.2

52.1

8.5

2.9

70.1

1.7

51.4

취업재수(취업목표)

18.6

4.5

72.4

2.2

50.1

취업재수(휴학경험)

20.8

4.4

68.5

2.1

56.3

전체

기타 비경제활동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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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취업준비 유형별 제의 일자리 거절 사유(2011)
(단위 : %)
2011(2010GOMS)
근로조건

적성

장래성

안정성

희망직장

42.6

5.1

9.5

3.7

5.3

휴학 무경험 취업

41.0

4.8

7.8

4.1

5.7

휴학 유경험 취업

43.8

4.9

10.1

2.9

4.8

취업재수

41.7

6.6

12.7

6.7

7.4

기타 비경제활동

47.3

6.3

10.8

3.3

2.6

취업재수(취업목표)

37.6

5.9

12.7

7.0

7.7

취업재수(휴학경험)

40.4

6.5

12.3

8.5

7.9

전체

주 : 1) 취업재수(취업목표): 취업재수 중 취업목표가 있었던 자.
2) 취업재수(휴학경험): 취업재수 중 취업준비 휴학경험이 있었던 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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