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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상당히 크다. 이러

한 상황은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 못지않게 대학생의 사교육 문제

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생의 사교육은 초·중등

학생 사교육과 달리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생 사교육

은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종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 사교육 문제는 초·중등 학생 사교

육 문제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사교육의 목적이 취업이므로 대학생 사교육은 노동시장

의 구조와 관련된다. 이중노동시장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일자리

는 노동자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할당되므로 대학서열 간

에 취업기회가 분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취

업 가능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학생 사교육은 대학서열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지

금까지 대학생 취업사교육을 노동시장의 구조 차원에서 대학서열

과 관련지어 설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서열이 대

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그 영향은 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2~10차년도

자료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1,5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

석방법으로는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와 취업사교육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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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제한된 범위(limited range)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Model)과 토빗 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서열은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

에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대학서열에 따라 취업기회가 분화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

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에 맞게 취업사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주로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므로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

모가 크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주로 진입하게 될 2차 노

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에 맞게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에

덜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한다.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정적 관계는 대학의 교육중점과

도 연결된다. 상위서열 대학에서는 연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

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함양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

위서열 대학의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의 경우 직업지향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

준의 지식과 역량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위서열 대

학이 상위서열 대학에 비해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 iii -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

어 사교육과 해외연수의 경우 대학서열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무원시험 준비 사

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오히려 중위

권이나 하위권 대학의 사교육 참여 정도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

량의 종류가 다르고, 대학생들은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교육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1차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인 국제화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 사교육 등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

들은 2차 노동시장에서 더 강조하는 직무 관련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전공공부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

하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교육 개선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대학교육

관계자와 정책입안자에게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문 중심 일변도에서 벗어

나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실업과 취업사교육 문제로 인하여 대학에 요

구되는 역할은 교양교육을 통한 엘리트의 양성보다 산업사회에 적

합한 인력 양성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여전히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이 학문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실용적 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

하는 상위서열 대학도 현장중심 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노동시

장의 요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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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과에 효과가 있지만,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취업지원 프

로그램이 취업활동 지원에만 초점을 두어 구직자인 대학생의 역량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요구 역량의 함

양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서

열에 따라 주로 진입하는 노동시장이 다르므로 각 대학에서는 요구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산학협력을 내실화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면 대

학이 현장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은 해당 기업에 취

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취업률 향상 및 취업사교육의 감소가 이루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은 교과목 편

성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

론과 실무가 병행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기업체의 요구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므로 취업사교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대학서열, 취업사교육, 이중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

대학의 교육중점

학 번 : 2014-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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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초·중등 학

생 못지않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

학생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3%(264명)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생들이 수강한 사

교육은 토익·토플·텝스(53%), 영어회화(43.2%), 각종 자격증(31.1%), 컴퓨

터 처리능력(29.5%), 어학연수(23.1%), 국가고시 및 각종시험(20.5%) 등으

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13.12.3.). 사교육에 참여한 대학생들

이 1년간 지출한 사교육비는 평균 207만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5년 전

(170만원)보다 37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그 비용이 늘어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높은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

낸다. 대학생의 과다한 사교육도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과 같이 대학생 개

인 및 가정의 부담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은 초·중등학생의 사교

육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초·중등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명문대학

에 입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초·중등학생의 사교

육은 주로 대학 입시에 중요한 학업성취도 향상이나 경쟁적 시험에서 상

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정지선, 김훈호, 2009), 입시 과

외 및 학원, 입시 인터넷 강의 등이 사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학입

학수학능력시험 대비에 편향된 형태이다(허수진, 임호진, 이혜진, 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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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0.). 그러나 대학생 사교육은 대학에서 학과나 전공 공부에서의 성

취도를 향상시키려는 것보다 주로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 즉, 취업을 목

적으로 이루어진다(고혜원, 2013; 신광영, 문수연, 2014). 취업 목적의 대학

생 사교육은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처럼 한 가지 유형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 어학시험 대비 학원, 자격증 준비, 취업 관련 아카데미, 어학연수, 해

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다(허수진 외, 2009.6.10.). 직업

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과 대학생

사교육은 그 목적과 형태가 다르므로 대학생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초·중

등 학생 사교육 문제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원인과 대책을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대학생 사교육의 목적이 취업인 만큼 대학생 사교육은 노동시장의 구조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 인력 채용 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교

육을 받는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리고 취업 가능한 노

동시장은 그들이 재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 노동시장

은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으로 분절되어 있고(Doeringer &

Piore, 1971), 분절된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노동자의 상대적 학력에 따라

할당되기 때문이다(Sakamoto & Powers, 1995).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대학의 위계서열화가 발생하면서(김영화, 1993; Spring, 1976)

노동자의 상대적 학력은 대학졸업 여부 자체가 아니라 졸업한 대학의 서

열이 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재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분절된 노

동시장으로 취업기회가 분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

해 사교육을 받게 되므로 대학생 사교육은 대학의 서열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생 취업사교육을 노동시장의 구조 차원에서 대학

서열과 관련지어 설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배경 변인별 대학생 사교

육비의 차이를 밝힌 민혜리(2003)의 연구와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김지하, 박지은, 2008; 박지윤, 김병주,

2012b; 정지선, 김훈호, 2009, 김동일, 김영식, 김경선, 2011)한 연구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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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김동일 외, 2011; 김지하, 박지은, 2008)에서 대학서열을 독립변인

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들(김동일 외, 2011; 김지하, 박지은, 2008; 민혜리,

2003)은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려고 시도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혜리(2003)의 연구는 단순히 기술통계량 위주

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서열이 대학생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김지하, 박지은(2008)의 연

구와 김동일 외(2011)의 연구는 공변인을 통제한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대학서열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독

립변수 중 하나로 투입하였기에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 두 연

구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결과만 언급했을

뿐 노동시장의 구조와 연결 지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김동일

외(2011)의 연구는 사교육비 자료가 분절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자료를 활용하여 대

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의 서

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의 관계가 어떠한지, 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학의 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교육 유형에 따라 그 관계가 달

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관련 이론을 탐색하

였고,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와 사교육비 조사 자료가 제한된 범위(limited

range)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과 토빗 회귀모형(tobit regression)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방향, 대학생 사교육

과 관련된 청년 취업지원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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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서열은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그 영향은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대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

장으로의 취업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

은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

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3

학년 코호트 2-10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재학 중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

육 참여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유

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교육 유형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다

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 대학서열은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

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은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가?

학생 및 학부모는 사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사교육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할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사교육과 관련된 의

사결정은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동일 외, 2011).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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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서열이 대학생

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추정함으로서 대학서

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연구문제 1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사교육 유형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

들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중노동시장 이

론을 탐색하고 대학서열별 취업기회의 분화와 관련된 연구, 각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과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를 종합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문

제에 대한 잠정적 가설을 설정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제

3장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지 대학생 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유형화하

고 분석하였다. 셋째, 제4장은 분석 자료와 방법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를 소개하고,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간의 관계 분석에서 사용한 제한

종속변수 회귀모형인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과 토빗

회귀모형(tobit regression), 그리고 결측값을 처리한 방법인 다중대체법

(multiple imputation)을 설명하였다. 넷째, 제5장 분석결과에서는 회귀모

형 추정결과를 정리하여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

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

업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여섯째, 제7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에 대해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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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의의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사설학원,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정

도와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못지않게 증가하

였으며 그에 따라 대학생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고

등교육 단계에서의 사교육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차원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김동일 외, 2011).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

은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는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

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대학서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학생 사교육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취업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책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대학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를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서 대학생 취업사교육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사교육이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시장 및 직업의 종류와 요구

역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 취업사교육 전체뿐만 아니라 취업사교육의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를 통해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대학생 취업사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

는데 있어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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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종속변수로 선정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유형이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는 분석 대상이 대학 재학 중 취업사교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외국어 사

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

부 사교육으로 분류된 각각의 취업사교육에 참여했는지의 여부이다. 종속

변수로 사용한 취업사교육의 유형은 선행연구(정지선, 김훈호, 2009)에 제

시된 대학생 사교육 유형을 바탕으로 하였고,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에

서 제공하는 설문문항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사교육 문항을 선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교육 유형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석 자료의 한

계로서 개인 연구자 차원을 넘어 국가기관 차원에서 대학생 사교육에 대

해 다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서열 변수에 활용한 자료 및 정의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의 선행연구(김성훈, 2014; 조윤서, 2013)를 근거로 하여

대학서열을 나타내는 변수로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평판도 부문 점수를 활

용하여 산출한 순위를 사용하였다. 대학서열은 대학이 대학의 기능을 얼마

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기초하지만(황갑진, 2005), 사실상 그동안 대

학서열이 평판이나 명성,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점(오호영,

김승보, 정재호, 2006)에서 본 연구의 대학서열변수가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으나 대학의 서열을 정확하게 나타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

학서열의 개념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동시장이 구

조 차원과 대학교육 차원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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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어

떤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노동시장

의 구조와 대학의 교육중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

사교육 간의 관계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와 대학의 교육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노동시

장 구조와 대학교육이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

명하는지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실시하여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서열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구 대상

이 대학 재학 중 취업사교육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지출한 총 사교육비

를 종속변수로 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대학서열과 취업사

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의 오차항 간에는 시각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

지만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iety)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귀식에 부합하는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민인식, 최필선,

2012),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고 그 타당성을 이론적,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향후 적절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엄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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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론적 틀

[그림 1] 이론적 틀

본 연구 목적은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생

사교육의 주요 목적이 취업이므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

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으로 분절되어 있다(Doeringer & Piore, 1971). 1차 노동시장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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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약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용안정성, 연공서열의 임금체계 및 상대

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 직무사다리(job ladder)를 통한 승진기회를 보장

한다. 1차 노동시장에는 정부기관, 공공기업, 대기업의 화이트 컬러 노동

자, 관리직 및 전문직 등의 직업이 포함된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초보적

이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단기적 고용관계 및 낮고

정체된 임금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2차 노동시장에는 미숙련 블루컬러 노

동자 및 서비스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분절된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할당(ration)된

다. 1차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여 기업 내의 규칙으로 장기고

용과 높은 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동공급보다 노동수요가

적다(Doeringer & Piore, 1971).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

고, 임금경쟁(wage competition)보다는 직무경쟁(job competition)이 이루

어진다. 직무경쟁 상황에서 노동자는 노동행렬(labor queue)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일자리 기회에 분배되는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적 학력(educational attainment)이다(Sakamoto & Powers,

1995).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대학이 위계서열화 되면서(김영화, 1993;

Spring, 1976) 노동자들의 상대적 학력은 졸업한 대학의 서열(ranking)이

되었다. 따라서 대학의 서열이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대학

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기회가 분화된다. 상위서열 대학의 졸업생은 1

차 노동시장에, 하위서열 대학의 졸업생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다.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지출한 취

업사교육비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중점도 대

학생 취업사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집약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

는 반면, 노동집약적 생산기술로 운영되는 2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찾는다(장상수, 1999).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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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여 취업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 또한 상위서열 대학에서는 학문지향의 교육을 실시하여(이

춘근, 민철구, 2001)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것도

학생들의 높은 취업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위서열 대학 학생

들은 2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이므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

에 덜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한다. 또한 하위서열 대학에서는

직업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는 직업지향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이춘

근, 민철구, 2001)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가 적을 수 있다.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교육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서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그 수준뿐만 아니라 중시

하는 종류도 다르기 때문이다. 1차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창의력과 적극성, 문제해결능력, 국제화 능력 및 전문지식인 반면(이임정,

진정오, 윤관호, 2006; 정동섭, 강인철, 2007),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

체적인 지식과 기술은 상대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서 많이 요구한다

(Doeringer & Piore, 1971).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은 사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국제화 능력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영어 등의 외국

어 사교육 및 전문지식 관련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하위

서열 대학의 학생들은 직무관련 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 2 절 이중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에 의하면 자본주의 노동시

장은 1차(primary) 노동시장과 2차(secondary)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

다(Doeringer & Piore, 1971). 1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 양호한 근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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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및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강한 노조를 특징

으로 하고, 직무사다리(job ladder)를 통해 승진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상

대적으로 발전된 자본집약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1차 노동시장은 정부기

관, 공공기업, 대기업의 화이트 컬러 노동자, 숙련 블루컬러 노동자, 관리

직 및 전문직 노동자와 경영자 등 좋은 직업(good job)으로 구성되어 있

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단기적 고용관계, 나쁜 근무환경, 높은 이직률, 낮

고 정체된 임금 수준 및 경쟁적 임금결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직무사다

리(job ladder)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없고

노동력의 관리 방법이 발달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못하다. 또한 생산기술

은 초보적이고 노동집약적이다. 2차 노동시장은 미숙련 블루컬러 노동자

및 서비스 노동자, 이동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여타 중소기업 간 혹

은 독점부분과 비독점 부분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분단되어 나타

난다(남기곤, 1994; 정이환, 1992; 황수경, 2003). 이중노동시장의 구조 하

에서 1차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시장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할당(ration)

되며,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은 매우 어렵다

(Doeringer & Piore, 1971).

노동시장이 1차와 2차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중구조일 가능성도 제기

되었다. Reich, Gordon와 Edward(1973)는 Doeringer와Piore(1971)의 이중

노동시장이론이 경제체제와는 외생적인 직무기술의 특성과 노동자의 행동

특성에서 노동시장의 분단요인을 찾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급진적 노동시

장 분단이론(a radical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을 제시하였

다. 급진적 노동시장 분단이론에 따르면, 미국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힘

이 서로 다른 특징과 행동규칙을 가진 분절된 하위 노동시장을 등장시켰

고 지속되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기업규모, 노동통제, 직무,

노동행동, 숙련, 직종 등에 따라 노동시장을 3부문으로 구분하였다(주무현,

김혜자, 2011). 우선 Doeringer와 Piore(1971)의 이중노동시장이론과 같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1차 노동시장을 다시 종속적

1차 부문(subordinate primary jobs)과 독립적 1차 부문(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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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jobs)으로 세분화하였다. 종속적 1차 부문에서 노동자는 반복적인

일을 하고, 의존성, 규칙과 권위에 대한 책무성, 기업 목표의 수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도록 강조된다. 이 부문에는 독점적 대기업의 반숙련 블

루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직종이 포함된다. 반면, 독립적 1차 부문에서는

노동자에게 창의성, 문제해결력, 자기개발적 특성을 요구하고, 업무에 대

한 전문적 표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동기와 성취는 높게 보상된다

(Reich et al., 1973). 이 부문은 관리․감독직, 전문직 그리고 숙련공 직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적 1차 부문에 있는 노동자가 독립적 1차 부문인

사무직, 관리직으로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주무현, 김혜자, 2011).

1차 노동시장이 2차 노동시장과 구분된 특징을 가지는 것은 1차 노동시

장에 내부 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

실상 Doeringer와 Piore(1971)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외부의 노동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에 대해 연구하면서부터이다. 내부노동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임금과 같은

노동의 가격 결정과 채용, 직무 배치, 승진과 같은 고용 결정이 시장에 의

해서 이루어지기보다 기업 내 일련의 관리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

조화된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Doeringer & Piore, 1971;

Osterman, 1984). 따라서 내부노동시장의 성립 기준은 노동자들이 전체적

으로 외부 노동시장의 노동자들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리면서 그들과

의 경쟁에서 보호되는지의 여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안정

성과 높은 임금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정이환, 1992).

내부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때문이며, 이는 이연임금론(delayed compensation contract)과 효

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의해 설명된다. 이연임금론에 따르

면 장기고용 및 연공서열적 임금체계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정년퇴직제도가 안정적으로 작용한다

(주무현, 김혜자, 2011). 내부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가 일정한 근속년수에

도달하게 되면 이연보상을 받기 시작하여 경력이 종료될 때까지 과거 노

동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근속 노동자는 과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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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이연보상으로서 상대적인 고임금을 받고, 이러한 고임금은 노동

자에게 장기근속의 가치를 높이다. 또한 고임금은 기업에게 광범위한 대리

인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효율임금이론에서도 내부 노동시장의 장기고용과 상대적 고임금은 경제

적 효율성을 가진다고 본다(Bulow & Summer, 1986). 자본집약적 생산에

서 노동자의 기술숙련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근로행위와 성과에 대해 적절하게 감독하고 보다 높은 노동력

지출이 필요한 직무의 노동자로부터 최적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

자에게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상대적 고임금은 업무규율

(discipline)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Calvo, 1979), 해고될 경우 노동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높여 주인-대리인(principal-agency) 및 근무태만

(shirking)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의 노력과

생산성은 그들이 잘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 높아지므로 기업이 상대적

으로 고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Solow, 1979;

Akerlof, 1984).

이 외에 내부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업특수적 기술도 장기적 고용관

계를 형성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는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

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기업특수적 기술은 다른 기업에서 가치가 적기

때문에 장기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Althauser, 1989; Gordon, 1972).

제 3 절 대학서열 간 취업기회 분화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는 1차 노동시장은 장기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통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1차 노동시

장 노동자의 생애소득이 2차 노동시장 노동자의 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소득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

쟁적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Sakamoto & Power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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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노동공급보다 노동수요가 적게 되고 그 결

과 임금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임금의

일자리가 노동자에게 할당(ration)된다. 기업내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부

까지 연결되는 긴 일자리 행렬(job queue)이 형성되고, 기업 내부 노동자

들은 연공서열이나 기술숙련에 따라, 기업 외부 노동자들은 능력에 따라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서 빈 일자리가 있을 때 일자리를 얻는다(Doeringer

& Piore, 1971; Dickens & Lang, 1988). 즉, 임금경쟁(wage competition)보

다는 직무경쟁(job competition)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수요

-공급 평형화 가정을 거부하고, 고소득 일자리는 비경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 할당된다고 주장한다(Thurow, 1975). 직무경쟁이론에 따르면 임금

은 일자리 특성(job characteristic)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각 일자리의 임금

과 일자리의 수는 고정되어 있다. 일자리들은 높은 임금 등과 같은 노동자

의 선호도에 따라 차례로 배열되어 일자리 행렬(job queue)을 구성한다

(Reskin, 2001). 특정 일자리에 고용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노동자들 역

시 고용주들의 선호도에 따라 노동행렬(labor queue)을 구성하는데

(Reskin, 2001), 고용주들은 노동시장의 공급을 구조화하기 위해 노동행렬

을 조직적 여과장치로 이용한다(Fernandez & Mors, 2008). 이렇게 일자리

행렬과 노동행렬로 구성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노동행렬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일자리 행렬의 일자리에 할당된다(Thurow,

1972). 노동행렬에서 가장 앞자리에 위치해 있는 노동자가 최고(고소득)의

일자리를 얻게 되고, 차례로 다음 순위의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따

라서 노동행렬에서 자신의 순위가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 수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노동자가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자신의 순위가 그보

다 낮은 노동자의 경우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노동행렬에서 노동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력

(educational attainment)이다(Sakamoto & Powers, 1995). 직무경쟁이론

에서는 실제적 업무기술이 학교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현직교육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습득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향후 업무기술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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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교육비용을 기초로 하여 그 비

용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의 순서로 노동자를 노동행렬에 배열

한다(Thurow, 1972). 그러나 잠재적 교육비용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

기 때문에 성, 인종, 학력과 같은 노동자의 배경특성에 따라 간접적으로 측

정된다. 이 중 학력은 노동자를 선별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특

성이다. 교육은 훈련의 일종이므로 교육이라는 한 종류의 훈련을 받아들이

는 능력은 다른 종류의 훈련을 통해 필요한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한다(Thurow, 1975). 그러므로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빨

리 업무기술을 배울 수 있다. 여기서 학력은 노동자의 절대적인 교육연한

(year of schooling)보다 상대적 학력(educational attainment)을 말한다.

학력이 더 높은 사람을 고용하면 향후 교육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고용주

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 이러한 고용주의 선호배열(preference

ordering)에 따라 학력이 높은 사람이 노동행렬의 앞쪽에 위치하고, 학력

이 낮은 사람은 노동행렬의 뒤쪽의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

신의 학력에 따라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1차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기회의 분화는 실증적인 연구들에서도 뒷받

침된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상대적 학력은 졸업한 대학의 서열(ranking)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대졸학력 그 자체가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했으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이르면서 졸업장 효과

(sheepskin effect)는 약화되고, 대학졸업 여부보다 대학의 위계서열이 노

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오호영 외, 2006). 대학서열

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차이 즉, 취업 기회의 분화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대학서열 간 직업 및 사회적 지위 획득의 차이를 밝힌 연구(김성훈, 2014;

김영화, 1997; 김희삼, 이삼호, 2007; 박성재, 2005; 이혜영, 박인종, 성기선,

한만길, 1998), 대학서열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고은미, 2011; 김진영,

김태종, 남기곤, 안상훈, 전성인, 2007; 김희삼, 이삼호, 2007; 김성훈, 2014;

장수명, 2002, 2005, 2006; Behrman, Rosenzweig, & Taubm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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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er, Eide & Ehrenberg, 1999; Chevalier & Conlon, 2003; Kingston &

Smart, 1990), 대학의 서열이 기업의 인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호영 외, 2006; 홍영란, 이남철, 신범석, 2002)가 있다.

먼저 대학서열은 직업 및 지위 획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혜영 외(1998)는 대학 위계서열의 한 지표인 대학의 학벌이 첫 번

째 직업지위 획득에 적정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김영화

(1997)는 대학의 학벌이 첫 직업지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후 경력과정

에서의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규모가 큰 사업체에 취직하고 대학서열이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사업체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삼, 이삼호, 2007). 이

러한 결과는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취업자의 첫 일자리가 대기업 정규

직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김성훈, 2014), 학력의 상대적 순위가 1차 노동시

장에 고용되는데 중요한 결정요소라는 결과(Sakamoto & Powers, 1995)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박성재(2005)는 대학의 서열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지방대 졸업생의 첫 일자리는 서울

이나 수도권 출신에 비해 소속 사업체의 규모가 작고, 임시․일용직의 비

율이 높으며 저급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1.6배나 높았다.

대학서열은 노동자의 임금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위 서열일수

록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서열 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 먼저 명문대학(elite college)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시작

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명문대학 졸업생이 비 명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많

은 경제적 소득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Behrman et at al., 1996; Brewer et

at al., 1999; Chevalier & Conlon, 2003; Kingston & Smart, 1990). 우리나

라에서도 대학서열 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장수명

(2002)은 학과 입학성적으로 나타난 대학의 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학성적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았고, 입학성적이 최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임금이 특히 높게 나타나 그 다음 그룹과의 격

차가 컸다. 또한 최상위 5개 명문대학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시간당임

금을 기준으로 약 42%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였지만, 그 이하 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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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았다(장수명, 2006). 이는 소수

명문대학과 그 밖의 대학 사이의 큰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장수

명(2002, 2006)의 연구결과는 개인 능력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김진영 외(2007)과 김희삼, 이삼호(2007), 김성훈(2014)이 각

각 학과의 평균 입학성적, 개인 입시성적, 학점으로 개인능력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학의 서열이 임금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열은 기업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홍영란 외(2002)에서는

100개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기준을 분석하여, 학력을 전

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31%이며 배점기준은 100점 중 20-40점

에 이르고 있음을 밝혔다. 542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기준

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기준으로 출신대학을 중요하

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16.7%로 나타나(김희삼, 이삼호, 2007) 아직도 적지

않은 기업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소재지가 수도권일수록 출신대학을 더 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기회가 분화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졸업한 대학의 서열이 높은 경우 대기업 정규직, 전문직

및 관리직 등으로 취업하여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고, 졸업한 대학의

서열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정규직 및 저급 직종으

로 취업하여 낮은 임금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즉, 대학의 서열에 따라 분

절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달리 얻게 된다. 서열이 높은 대학의 졸업

생은 1차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은 대학의 졸업생은 2차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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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노동시장 간 요구 역량의 차이와 대학 간 교

육중점의 차이, 그에 따른 대학서열 간 취업사교육 차이

1. 분절된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

이중노동시장을 구성하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은 신규 노동자

를 채용하는 방식과 그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다. 역량이란 특정한

직무를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와 함께 다양

한 환경적 맥락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 및 수행능력 등의 내적 특성을 의

미한다(김진모, 2001; 오은주, 2012). 즉, 역량에는 특수한 환경적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역량과 일반적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 역량이

모두 포함된다. 기본적 역량의 경우 일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1

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중시될 수 있다. 그

러나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은 다른 상황과 특징을 가지며 그 안에

포함되는 직종 및 직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 역량 면에서는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 1차 노동시장의 기업은 고도의 자본

집약적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전문직 및 관리자, 대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 화이트칼라 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기업은 초

보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미숙련 블루컬러

노동자 및 서비스 노동자, 이동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다(지은정, 2007). 따라서 1차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2차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찾는다(장상

수, 1999).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서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의 수

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의 종류도 다르다. 두 노동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은 사업의 특성이나 경영자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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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각 기업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나름

대로의 인재기준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임정 외, 2006). 그렇다고 1

차 노동시장의 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전혀 다르

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사원 채용 시 요구하는 역량

들이 있지만, 각 노동시장에서 주로 더 강조하는 역량이 다른 것이다. 오늘

날 기업에서는 ‘글로벌 환경에서 전문지식과 프로근성을 갖고, 올바른 가

치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조직구성원과 상호 협력하여 맡은바 임무를 완

수하는 국제화된 인재’를 필요로 한다(이병욱, 한선옥. 2003). 이와 같은 기

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적극성, 협동성, 책임감, 자기계발, 예절, 자신감,

신뢰성 등과 같은 태도 면과 기획력, 업무수행력, 문제해결력, 인간관계,

리더십, 창의력, 업무전문지식 등과 같은 능력 면으로 나뉜다(이만표,

1999). 조금 더 세분화하면 기본능력(의사표현력, 추진력, 업무상식 등), 세

계관(국제감각,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조직관(대인관계, 상호협력체제 구

축 등), 가치관(윤리의식, 창의력, 도전정신 등), 인성관(예절 및 태도, 성실

도, 책임감, 적극성 등), 적응력(전공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업무적응능력,

분석력, 판단력 등)으로 나뉘기도 하고(양승실, 김현지, 주경필, 2006; 홍병

선, 2012), 조직역량(상호존중 노력, 조직구성원에 대한 신뢰, 책임 등), 개

인역량(자기개발, 교양과 인간미, 전문지식능력 등), 국제화능력(국제적 비

즈니스 감각, 외국어 구사능력 등), 태도 및 가치관(유연한 사고력, 창의력,

도전능력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정동섭, 강인철, 2007).

1차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에 비해 주로 강조하는 능력은 적극성과

창의성, 국제화 능력, 전문지식 등이다. 1차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주요 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적극성

과 창의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국제화 능력과 전문지식능력 등을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임정 외, 2006; 정동섭, 강인철, 2007). 21세기

는 획일성보다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는 이에 맞게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기발한 생각과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요구

한다(이임정 외, 2006). 또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

국제적 비즈니스 감각, 글로벌 스탠더드 등의 국제화 능력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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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태용, 김영주, 김현욱, 박혜진, 심윤희,

김정수, 김사라, 김솔이, 안여명, 2008; 정동섭, 강인철, 2007). 자신의 분야

에서 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역시 대기업에서 강조하고 있

었다(이임정 외, 2006).

반면 구체적인 직무 관련 기술은 1차 노동시장보다 상대적으로 2차 노

동시장에서 요구한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시키지만(Doeringer & Piore,

1971), 2차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 기술을 갖춘 노동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것이다(지은정, 2007). 1

차 노동시장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으로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

된 기업특수적 기술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업특수적 기술은 기업 내부에서

현장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다. 기술의 숙련을 중심으로 일자리들이

서열화 되는데 가장 아래의 진입부분만 외부 노동시장에 열려있을 뿐 그

이외의 자리는 기업 내부에서 채워진다(Doeringer & Piore, 1971). 그렇기

때문에 서열화된 일자리의 아래 부분으로 진입하는 신규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관련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직무기술보다는 오히려 그

외의 학력, 연령, 지식 및 기타 인지적 역량 등이 채용기준이 된다(황수경,

2003). 반면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술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자 대상 직업훈련을 자주 실시

하지 않는다(지은정, 2007). 또한 노동자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여 연공서

열이 아닌 직무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갖는다(황수경, 2003). 따라서 2차 노

동시장에서는 인력 채용 시 상대적으로 직무 관련 기술을 갖추고 있는 노

동자를 선호한다.

2. 대학서열별 교육중점

전통적으로 대학은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어서 직업주의

(professionalism)보다는 학문주의(academism)적 경향이 강하다(민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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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9세기 초까지 대학은 일부 귀족들을 대상으로 고전 중심의 인문학

을 강조하였고, 전문 직업인의 양성보다는 진리를 탐구하고 보편적 지식을

함양한 고도의 교양적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유현숙,

김동석, 이만희, 1998; Trow, 1987).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은 인문 중심의

전통적 상아탑 교육에서 탈피하도록 요구되고 있다(서병우, 2011). 이에 대

학은 일의 세계와 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문제와 사

회의 요구에 반응하여 인문학적 교양교육에 치중하기보다 실용성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유현숙 외, 1998).

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상위서열 대학은 연구중심대학(research-focused university)을

표방하여 학문지향교육을 실시하고, 하위서열의 대학은 교육중심대학

(education-based university)으로서 직업지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이춘

근, 민철구, 2001).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모두 현대 지식기반사회

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연구중심 대학은 대학원 중심

의 학문지향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학문 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

고, 교육중심대학은 학부 중심의 직업지향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박동열, 배을규, 2004; 이춘근, 민

철구, 2001).

먼저, 상위서열 대학이 표방하는 연구중심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 인재

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춘근, 민철구, 2001). 우리나라의 대학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이

르렀을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수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취약하고, 대학에서 양성되는 고급 인력의 수

준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춘근, 민철구, 2001).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연구 지원 정책과 대학특성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1999년도에는 두뇌한국21 (Brain Korea21) 사업을 시

작하였다. 이 사업은 평등성의 원칙보다는 수월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

수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자 한다. 대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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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연결시키고, 우수한 교수와 학생, 세계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대학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사업대학의 선정이 대학

의 서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3년 두뇌한국21플러

스 선정결과에서도 서울대학교의 선정분야가 가장 많고, 지원규모가 가장

컸으며, 서울대학교 외에도 상위권 대학의 선정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교육부, 2013.8.16.). 이를 보면, 상위서열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직업교육보다는 학문연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서열의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으로 운영되어 노동시장에서 요구

하는 능력을 갖춘 노동자를 공급함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서

병우, 2011). 대학교육은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과 유리된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충

분히 배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이 보다 용이

하게 직업세계로 이행하게 하여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

도록 산업현장의 필요에 맞게 대학교육의 내용을 변화하도록 요구되었다

(박동열, 배을규, 2004).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이론에 치우친 교육에서 벗

어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 실무 중심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

을 함께 실시하는 실용적 교육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서병우, 2011; 박동

열, 배을규, 2004). 이러한 변화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대학원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는 상위서열 대학보다 학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하위서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대학서열 간 취업사교육의 차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차이로 인해 대학서열에 따라 학

생들이 받는 취업사교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각 노동시장에서 요

구하는 역량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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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 정도와 지출한 취업사교육비 규모가 다르다. 대학생들은 자신

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취업

사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이 주로 진입할 기회

를 얻는 노동시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직무에 분배될 수 있다

(Thurow, 1972). 따라서 대학생들은 대학서열에 따라 그들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

고자 그에 맞는 사교육을 받는다. 상위서열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주로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더 지출한다. 반면 하위서열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진입하게 될 2차 노동시장에서의 요구에 따라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기르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고 취업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한다.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는

대학서열에 따라 다른 교육중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과 대학의 교육중점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불일치는 1차

노동시장과 상위서열 대학 사이에서 발생한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2차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은 1차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찾는다(장상수, 1999). 그런데 1차 노동시장에 주로

진입하게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상위서열 대학에서는 연구 중심의 학문지

향교육을 실시하고,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진입하게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하위서열 대학에서는 실무 중심의 직업지향교육을 실시한다. 1차 노동시

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지만, 상위서

열 대학에서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보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요구와 대학의

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들의 높은 취업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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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위 서열 대학에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

하여 2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므로

학생들은 취업사교육을 받을 유인이 적다. 따라서 하위서열 대학의 직업지

향교육은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율과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낮추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력은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과 2

차 노동시장에서는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더

강조하여 요구하는 역량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1차 노동시장에서는 적극성과 창의성, 국제화 능력, 전문지식을 더 중요하

게 요구한다. 적극성과 창의성은 사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함양하기 어려운

역량이지만 국제화 능력에 해당하는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문지식은 사교

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얻는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의 경우 영어 등의 외국어 사교육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1차 노동시장과 달리 2차 노동시장에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는 기술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로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얻는 하

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2차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직무관

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

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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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분석

대학생 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대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연

구(공은배, 백성준, 1994; 공은배, 한유경, 장수명, 허순영, 2001: 김흥주, 한

유경, 김현철, 김성은, 김연, 1998), 변인별 대학생 사교육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김태기, 류장수, 이종훈, 이영대, 2005, 민혜리, 2003; 박지윤, 김병주,

2012a; 이정미, 2010; 천세영, 이석열, 이선호, 2004)와 대학생의 사교육 참

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동일 외,

2011; 김지하, 박지은, 2008; 박지윤, 김병주, 2012b; 정지선, 김훈호, 2009)

로 나뉜다.

대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

육비 조사연구’로 시작되었다. 가장 초기 연구인 공은배, 백성준(199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381,800원이며, 이중 5.6%

에 해당하는 133,380원을 개인 과외 사교육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학생의 약 80%(78-89%)가 사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흥주 외(1998)는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3,949,679원이며 이중

343,622원(8.7%)이 과외 사교육비로 지출되어 대학생의 사교육비가 상당

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대학생의 사교육 희망률은 72-81.3%로 다

소 감소하였다. 이후 공은배 외(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1인당 연간 사

교육비가 2,673,139원로 나타났고, 과외 사교육비는 총 사교육비의 8.7%인

233,198원이었다. 김흥주 외(1998)의 연구결과에 비해 사교육비가 다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대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해 학문적 관

심을 갖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단순히 대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용을 조사하는데 그쳐 그 영향요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

에 관한 변인이 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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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서는 학년, 학점, 가정배경에서는 부모 학력과 소득, 대학특성에서

는 전공 등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리(2003)의 연구에서 전국 32개 4년제 대학교 학생

3,2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배경은 대학생의 취업준비 과외

학습 경험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 특성에 따라서 대학생의 과외학습 비용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외학습이 단순히 대학교육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관계를 재생산하고 사회경제적 불

평등을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약 300

여명을 대상으로 한 천세영 외(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가 한 달 평균 약 38만원이고, 개인 배경인 아르바이트 여부와 가정 배경

인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외(2005)는 전국 8개의 4년제 대학 재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학생 중 19%가

취업준비를 위한 과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과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준비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월

평균 학원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2010)는 전국 50개 대

학의 재학생 5,946명을 대상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과외 사교육 참여 정도

및 총 사교육비(일반 사교육비 및 과외 사교육비 포함) 지출 규모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약 339만원이며,

예체능, 의약,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교육 계열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과외 사교육 참여는 성별, 학년 성적, 부모

학력, 부모 소득, 대학 또는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박

지윤, 김병주(2012)의 연구에서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 720명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6.9%가 사교육에 참여하였고, 학생 1인당 연

간 13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유무에

있어서 성별, 학년, 평점, 전공계열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고, 총 사교육비의 지출에서는 학년, 부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외국어 관련 사교육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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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학년, 부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시험준비 관련 사교육비 지출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학생의 사교육비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유

무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배경 변인별 집단

간 사교육 참여 와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배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엄밀히 추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들도 이루어졌

다.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 중 일부 요인이,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중 일부 요인이 대학생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하, 박지은(2008)은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 2차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빗 회귀모형과

토빗 회귀모형으로 대학생들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

였다. 분석결과, 성별, 수능점수, 강의태도, 편입계획 및 해외유학 계획, 고

교 과외 경험, 부모학력, 대학 재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평균이 사교육 참

여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리(2003)의 연

구결과와 달리 사교육 수요의 영향요인은 주로 학부모의 학력 및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변수였고, 대학특성 및 지역특성 관련 변수들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 사교육은 보충 목적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 및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정지선, 김훈호

(2009)의 연구도 한국교육고용패널 고3코호트 2차 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현황과 이들의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토빗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Heckman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평점 백분위 점수, 대학유형, 전공계열 등은 사교육 참여 유무에 영향을 미

치고, 고3 시절 사교육 경험, 수강태도, 월 평균 가계소득 등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윤,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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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는 기존 연구와 달리 대학생의 취업 사교육에 대한 인식 변인을 포

함하여 대학생 취업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모학력, 사교육 기능에 대한 인식, 전공

공부 만족도, 대학설립유형, 전공계열이 사교육 참여 유무에 영향을 미치

고, 총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학년, 월 평균 소득, 전공계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경험, 부모의 계급 및 자녀의 성별 등과 같은

특정요인에 중점을 두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김동일 외(2011)는 한국교육고용패널 고3코호

트 1-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유무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처지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고, 대학 수준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고3 시기의 사교육 경

험, 대학입학 이후의 경과 연수, 성향점수, 대학소재지, 대학 순위가 대학

생의 사교육 참여 유무에 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쳤고,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학 입학 이후의 경과 연수, 고3 시기의 사교육 참여 경험 등 개인 수준

변수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광영, 문수연(2014)은 교육개발

원의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 자료를 이용해 부모의 계급, 자녀의

젠더와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로짓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계급과 대학생 사교육 참여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여 모든 대학

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를 갖고 있는

중간계급 및 자본가 계급의 자녀들이 활발하게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쁘띠부르주아지 계급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사교육

참여에 적극적이어서 계급-젠더 연계 현상도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대학생 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탐색적 또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대학

생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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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생 사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 해 동안의 사교육 행위만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 해 동안의 사

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분석하면 특정 학년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의 사교육은 학

년에 따라 그 정도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김동일 외, 2011) 한 해 동안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는 4년 동안 또는 재학하는 기간 동안 축적된 사교육에 대한 정보를 바

탕으로 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비치는 변수로 대학서열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거의 없다. 대학생 사교육

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고 대학의 서열에 따라 취업기회가 달라진다는 점

에서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서열

을 대학생 사교육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포함시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김동일 외(2011)의 연구와 김지하, 박지은(2008)의 연구뿐이다. 그런데

두 연구에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서 대학생 사교육만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대학생 사교육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 대학생들은 본인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맞게 다른 사교육을 받으므로 유형에 따라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신광영,

문수영(2014)의 연구와 박지윤, 김병주(2012)의 연구에서 사교육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광영, 문수영(2014)의 연구는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

였지만 개인특성 및 대학특성에 대한 변인을 많이 누락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박지윤, 김병주(2012)의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가 대구·경북지역

으로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함으

로서 사교육비 자료가 제한된 범위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대학서열과 대학

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이 대학 재학 중

사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지출한 총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대학

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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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이때, 대학생 사교육의 목적이 취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관

계를 이중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지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사교육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대학서열

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가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연구

공은배,

백성준

(1994)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381,800원이며 이중 133,380원

(5.6%)을 입시학원 및 개인과외에 지출

김흥주

외

(1998)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3,949,679원이며 이중 343,622원

(8.7%)을 과외 사교육비로 지출

공은배

외

(2001)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673,139원이며 이중 233,198원

(8.7%)을 과외사교육비로 지출

변인별 대학생 사교육의 차이 분석 연구

구분 분석대상 분석결과

민혜리

(2003)

전국 32개

4년제 대학교

학생 3,260명

개인적 배경보다 부모의 학력, 소득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전공계열, 대학 소재지, 대학

위계서열 등의 대학특성에 따라서 대학생의 과외

학습 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천세영

외

(2004)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학생

총 300여명

개인배경인 아르바이트여부와 가정배경인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태기

외

(2005)

전국 8개 4년제

대학의 재학생

학년과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준비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높고,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월평균 학원

비 지출이 높음.

이정미

(2010)

전국 50개 대학

재학생 5,946명

예체능, 의약,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교육 계열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큼. 대학생의 과외

사교육 참여는 성별, 학년 성적, 부모 학력, 부모

소득, 대학 또는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 1> 대학생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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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김병주

(2012)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

720명

사교육 참여 유무의 경우 성별, 학년, 평점, 전공계

열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총 사

교육비의 지출에서는 학년, 부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대학생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구분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김지하,

박지은

(2008)

한국교육고용패

널 고3 코호트

1, 2차 년도

자료

프로빗,

토빗

회귀모형

성별, 수능점수, 강의태도, 부모학력,

편입계획 및 해외유학 계획, 고교 과외

경험, 대학 재학생의 대학 생활만족도

평균이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지선,

김훈호

(2009)

한국교육고용패

널 고3 코호트

2차 년도 자료

Heckman

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

평점 백분위 점수, 대학유형, 전공계열

등은 사교육 참여 유무에 영향을 미치

고, 고3 시절 사교육 경험, 수강태도,

월 평균 가계소득 등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박지윤,

김병주

(2012)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

720명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다회귀

분석

성별, 학년, 모학력, 사교육 기능에 대

한 인식, 전공공부 만족도, 대학설립유

형, 전공계열이 사교육 참여 유무에 영

향을 미치고, 총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서는 학년, 월 소득, 전공계열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동일,

김영식,

김경선

(2011)

한국교육고용패

널 고3코호트

1-5차년도 자료

위계적

선형모형

고3 시기의 사교육 경험, 대학입학 이

후의 경과 연수, 성향점수, 대학소재지,

대학 순위가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

학 입학 이후의 경과 연수, 고3 시기의

사교육 참여 경험 등 개인 수준 변수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신광영,

문수연

(2014)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 자료

중 1976-1986년

출생자 1,322명

로짓

회귀분석

대학생 사교육은 부모 계급과 관계가

있어 경제적 능력과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정보를 갖고 있는 중간계급

과 자본가 계급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계급-젠더 연계 현상도 나타나 쁘띠부

르주아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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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자료 및 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

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

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의

2-10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

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한국직업능력개

발원, 2014). 한국교육고용고용패널조사(KEEP)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생의 기초적인 인적 정보뿐만 아니라 가정환

경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한 대학 및 계열, 학생의 강의태도 및 대학

생활만족도, 학점, 사교육 등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조사되었

으며, 사교육 유형과 목적 및 참여 기간,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다. 또한 총 166개 대학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기

존 조사에 비해 추정의 신뢰성의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지하,

박지은, 2008).

본 연구에서는 2004년(1차 년도)에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고3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학생

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5년에 조사된 2차 년도 자료부터 10차 년도 자료

까지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3년제 전문대 졸업자 1,120명, 해외대학 졸업자 19명을 제

외하였다. 또한 졸업 후 진로가 특정한 특수목적 고등교육기관인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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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졸업생 13명을 제외한 후 4년제 대학 졸업자 1,633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필요한 변수의 누락 및 이상치의 처리로 인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586명이다.

제 2 절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관련 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와 사교육비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종속변수는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이다. 대학 재학기

간 중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

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중 한 가지라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유형별 분석을 위하여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참여

여부 변수를 생성하였다. 외국어 사교육 참여 여부는 대학 재학기간 중 영

어, 제2외국어 등의 외국어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으면‘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해외연수 참여 여부는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연수를 받은 경

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여

부는 대학 재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취업목적 교육․훈련 참여여부는 대학 재학기

간 중 영어, 제2외국어, 공무원시험 공부 등을 제외하고 취업을 위한 교

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여부는 대학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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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종속변수는 취업사교육비이다. 총 취업사교육비1)는

대학 재학기간 중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

을 위한 교육․훈련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

하였다. 유형별 분석을 위하여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사교육비 변수를 생성

하였다. 외국어 사교육비는 대학 재학기간 중 영어, 제2외국어 등 외국어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해외

연수비는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연수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

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는 대학 재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취업목적 교육․훈련비는 대학 재학기간 중 영어, 제2외국어,

공무원시험 공부 등을 제외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에 지출한 총 비용

(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전공공부 사교육비는 대학 재

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 대학서열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서열은 대학이 가지

고 있는 연구 기능, 지적 비판 기능, 교양교육 기능, 전문교육 기능,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배분 기능 등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

가에 기초한다(김영식 외, 1982; 황갑진, 2005). 그러나 사회성원 다수가 수

용하는 한국의 대학서열은 대학의 특성이나 기능 수행, 대학교육의 질보다

1) 총 사교육비에서 전공공부 사교육비를 제외한 것은 다른 유형의 사교육비가

연간 사교육비로 제시된 것과 달리 전공공부 사교육비는 월평균 비용으로 제시

되었기 때문이다. 전공공부 사교육비는 월평균 비용으로 제시되었고, 참여 기간

에 대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연간 사교육비를 구할 수 없어 총 사교

육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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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된 대학의 명성과 대학생들의 입학성적에 따른 서열이라고 볼 수

있다(김경근, 1999; 김안나, 2003; 이두휴, 고형일, 2003). 이를 반영하여 기

존의 연구에서는 대학서열 변수로 입학생의 수학능력시험점수를 주로 사

용하였다(고은미, 2011; 김안나, 2003; 김홍균, 이지민, 2010; 이규용, 김용

현, 2003). 본 연구는 대학서열에 따라 이중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기회가 분

화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므로 개별 대학의 사회적 명성 및 평판을 더

직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서열 간 취업기회의 분화는 능력보다

출신학교 자체의 명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황갑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 변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2006-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2) 중 평판도 부문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한국에서 실시되는 대학평가 가운데 가장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박종렬, 배호순, 이영호, 2009), 근래의 선행연구(김성

훈, 2014; 조윤서, 2013)에서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평판도 점수를 대학서

열 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점수를 활용하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평판도 부문의 세부지표3)는 취업률,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신입사

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향후 발

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기부하고 싶은 대학, 국가와 사회에 기

여가 큰 대학이다. 본 연구에서 2006-2012년 평판도 점수의 평균을 사용한

이유는 연구 대상자의 대학 재학기간이 2005년과 2013년 사이에 있기 때

문이다. 2005년과 2013년의 경우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표본이 매우

작아 해당 연도의 평판도 점수는 제외하였다. 그런데 연도별로 평판도 점

수의 총점이 동일하지 않아 각 연도의 평판도 점수를 Z점수로 표준화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2)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제화, 교수연구, 교육여건, 평판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2007-2009년 평판도 부문의 세부지표는 평판도 1~7(신입사원 선발, 직무수행

능력, 리더십과 조직융화, 자기계발, 진학추천, 기부학고 싶은 대학, 발전 가능

성), 취업률, 고시합격자 수,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수, 코스닥과 거래소 임원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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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실제로 사용한 변수는 대학별 평판도 점수 평균으로 계산한

순위를 활용하여 최상위권(3위이상), 상위권(4-50위), 중위권(51-100위),

하위권(100위미만)으로 구분한 범주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에

따라 취업기회가 분화되고, 그로 인해 대학서열 간 사교육 차이가 발생한

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서열 간 취업기회가 분화된다는 것

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격차로 뒷받침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지점을 기준으로 대학서열 변수

의 범주를 구분하였다. 김진영 외(2007)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의 순위 100

위까지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그 이후 순위부터는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상위 30%에 해당하는 50위 이상 대학과 나머지 대

학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은미, 2011).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문대라고 평가되는 상위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은 별도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최상위 명문대학의 임금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김진영 외, 2007; 장수명, 2006).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서열 변수를 3위이상, 4-50위, 51-100위, 100위미만으로 범

주화 하여 더미코딩하고, 100위 미만인 하위권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으로 구분된다.

개인특성 변수에는 성별, 수능점수, 평점, 수업태도, 대학생활만족도가

포함된다. 성별 변수는 여자를 ‘1’로, 남자를 ‘0’으로 코딩하였다. 성별은 남

녀 간 예상되는 교육투자 수익률의 차이 및 과거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던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결정

이 성별에 다를 수 있음(김지하, 박지은, 2008; Alderman, King, 1998;

Filmer, 2005)을 고려하여 포함하였다. 수능점수는 수학능력시험 국어, 수

학, 영어 과목 표준점수 백분위의 평균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교육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고(Schulz, 1961), 학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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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은 입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수능점수를 개

인능력의 대리변수(proxy)로서 포함하였다(Wooldridge, 2002). 평점 역시

개인능력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였다. ‘졸업 평점/해당학교 평점 만점

*100‘으로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수업태도는 대학 재학기간 동안 출석, 복

습, 예습, 과제 성실성 및 강의집중도를 묻는 문항4)에 응답한 점수(5점척

도) 평균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노력(성실성)의 대리변수로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노력을 나타내는 수업태도는 대학생의 사교육

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정지선, 김훈호, 2009), 학생의 노력은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성식, 2008). 학생활만족도는 대학 재

학기간 동안 학생들 간의 관계, 학교자부심, 학과자부심, 학생상담, 진로

정보 제공 및 상담, 학생의견 반영 정도를 묻는 문항5)에 응답한 점수(5점

척도) 평균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전공만족도가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지윤, 김병주, 2012)에 따라 포함한 것이다.

가정배경에는 부모학력과 가구소득이 포함된다. 부모학력은 부 또는 모

중 높은 쪽의 학력을 학력연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대학

재학기간 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단위: 1만원)을 사용하였다. 이 두 변수는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자녀의 사교육비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김지하, 백일우, 2006; 민혜리, 2003;

박지윤, 김병주, 2012a, 2012b; 양정호, 2004; 이정미, 2010; 이주호, 김선웅,

2002; 양정호, 2004; 정지선, 김훈호; 2009; Tansel & Bircan, 2006)와 부모

의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경

근, 변수용, 2006; 김기헌, 2004; 김기헌, 방하남 2005; 김성식, 2008)를 근거

로 선정하였다.

4) 평소 수업태도에 관한 질문 ① 출석을 성실히 한다, ② 복습을 충실히 한다,

③ 예습을 충실히 한다, ④ 과제를 성실히 한다, ⑤ 강의 시간에 집중한다.

5)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 ①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는 학생들 간의 관계

가 좋다, ②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③ 나는 이 학교에 다니

는 것이 자랑스럽다, ④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⑤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⑥ 우리 학교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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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성에는 설립형태, 소재지, 전공이 포함된다. 설립형태는 국공립을

‘1’, 사립을 ‘0’으로 코딩하였다.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서울 외), 지방으로

구분하여 더미코딩 하였다. 대학의 설립형태와 소재지는 대학의 객관적인

특성으로서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김동일 외, 2011; 민혜리, 2003;

박지윤, 김병주, 2012b), 대학서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이듀휴,

2003; 황갑진, 2005)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전공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

여 더미코딩 하였다. 이 변수는 전공 계열이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다수의 연구(민혜리, 2003;

박지윤, 김병주, 2012a, 2012b; 이정미, 2010; 정지선, 김훈호; 2009)에 따라

포함하였다.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

변수

취

업

사

교

육

참

여

여

부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

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

부 사교육 중 하나라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외국어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영어, 제2외국어 등 외국어 사교육

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해외연수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연수를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공무원시험

준비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취업목적

교육 훈련

대학 재학기간 중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전공공부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

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표 2>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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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사

교

육

비

총사교육비

대학 재학기간 중 2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

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외국어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영어, 제2외국어 등 외국어 사교육

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해외연수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연수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

만원)의 자연로그 값

공무원시험

준비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취업목적

교육 훈련

대학 재학기간 중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전공공부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독립

변수
대학서열

최상위권(3위이상), 상위권(4-50위), 중위권(51-100

위), 하위권(100위미만)으로 구분하여 더미코딩

(2006-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평판도 부문 점

수 평균을 사용하여 순위 계산)

통

제

변

수

개

인

특

성

성별 여자 ‘1’, 남자‘0’으로 코딩

수능 점수 국어, 수학, 영어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평점 졸업 평점/해당학교 평점 만점 *100

수업태도
대학 재학기간 중 출석, 복습, 예습, 과제 성실성 및

강의집중도에 관한 문항 응답 점수 평균(5점척도)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 재학기간 중 학생들 간의 관계, 학교자부심, 학

과자부심, 학생상담, 진로정보 제공 및 상담, 학생의

견 반영 정도에 관한 문항 응답 점수 평균(5점척도)

가

정

배

경

부모 학력 부 또는 모 중 높은 쪽의 학력을 학력연수로 변환

가구소득 대학 재학기간 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단위: 1만원)

대

학

특

성

설립형태 국공립 ‘1’, 사립‘0’으로 코딩

소재지 서울, 수도권(서울외), 지방으로 구분하여 더미코딩

전공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더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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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1.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Model)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종속변수인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는 참여와 비참여의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것처럼 여

기고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이다. 그러나 선형확률모형은 이항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측확률이 기본적인 확률범위인 ‘0’과 ‘1’사이를 넘어서 추

정되는 비현실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다

(Greene,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항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수

를 추정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i f 
  

 i f 
 ≤ 

여기서 

는 학생 i가 대학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을 나타

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는 학생 i가 졸업한 대학의 서

열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벡터이고, 는 학생 i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 특성 등의 통제변수 벡터이며,  는

오차항이다. 

가 0보다 큰 경우 학생 i가 취업사교육에 참여하여 실제 관

찰값(observed value)인 가 1이 되고, 
가 0보다 작은 경우 학생 i가 취

업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이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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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및 토빗 회귀모형

(Tobit Regression Model)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종속변수는 대학생이 대학 재학기

간 중 지출한 총 사교육비로 연속변수이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다른 관련변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관계인

지 추정하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통

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적용하였다. 수식은 다음

과 같다.

  

여기서 는 학생 i가 대학 재학기간 중 지출한 총 사교육비이며, 

는 학생 i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벡터이고, 는 학

생 i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 특성

등의 통제변수 벡터이며,  는 오차항이다.

그러나 취업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값이 ‘0’이며 사교육을

받을 경우 그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상당수의 표본이 ‘0’의 값을 갖지만

나머지는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절단자료(censored sample)이다. 이처럼

제한된 범위(limited range) 안에서 측정되는 자료의 분석에서 통상최소자

승법(OLS)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통상최소자

승법(OLS)를 적용하면 종속변수의 범위를 벗어난 예측값을 도출할 가능

성이 있고, 오차항이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가 있어 편의(bias)된 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Wooldridge,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제약이 가해져서 중

도절단(censoring)된 경우 최우추정법(ML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불편의·일치추정량을 추정하는 토빗 회귀모형(T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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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민인식, 최필선, 2012). 수식은 다음과 같

다.


   

 









 i f 

  

 i f 
 ≤ 

여기서 

는 학생 i가 대학 재학기간 중 지출한 총 사교육비를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는 학생 i가 졸업한 대학서열의 더미

변수 벡터이고, 는 학생 i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

성, 가정배경, 대학 특성 등의 통제변수 벡터이며,  는 오차항이다. 

가

0보다 큰 경우 학생 i가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하여 실제 관찰값(observed

value)인 가 

이 되고, 


가 0보다 작은 경우 학생 i가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아 이 0이 된다.

3.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일부 변수에서 결측값(missing value)이 존

재하여, 이로 인한 탈락편의(attrition bias)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결측

값을 다루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분석에 사용하는 관심 변수에서 결측값

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사례분석을 적용하

면, 분석 대상이 모집단과 체계적으로 달라 편의된 추정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전체 표본수보다 적은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비효율적으

로 사용하게 된다(Carlin, Li, Greenwood, & Coffey, 2003). 이 방법보다 다

소 복잡한 접근방법은 단순대체법(simple imputation)으로 특정 변수의 결

측값을 그 변수에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이나 중위값 또는 회귀모형으로

부터 추정된 값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Little & Rubin, 1987). 이러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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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체법은 전체 표본수를 유지하고 비편의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체값이 실제값(actual values)이 아니라는 불확실

성으로 인해 타당한 표준오차나 신뢰구간을 얻기 어렵다(신인철, 2009).

본 연구에서는 완전사례분석과 단순대체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

하고 결측값을 적절히 대체하기 위해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적용하였다. 다중대체법은 결측값에 대한 적절한 대체를 통해 몇 개의 서

로 다른 완전 자료군을 얻고 각 자료로부터 얻어진 추정값들 간의 변동을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측값을 대체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

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Rubin, 1987). 이러한 다중대체법의 주요 가정

은 결측자료가 임의결측(missing at random, 이하 MAR)이라는 것이다

(Carli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이 발생한 변수들과 그

렇지 않은 다른 변수들의 값을 비교하여 임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비교

결과, 결측값이 특정한 규칙성을 보이지 않고 임의적(Random)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중대체법(5번 대체)을 적용해 결측값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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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대학서열에 따른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차이

1. 대학서열에 따른 취업사교육 참여율 차이

4년제 대졸자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에 따라 대학 재학기간 동안 취업사

교육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대학서열별 취

업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표 3>는 대학서열과 취업사교

육 참여가 서로 관련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

다. 분석대상 1,586명 가운데 대학 재학 중 취업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전체

의 73.39%인 1,164명이고, 취업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422명으로 전체

의 26.61%이었다. 취업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2/3 이상

으로 상당히 많은 대학생이 취업사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서열

별로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율

이 높았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학생의 91.89%가 취업사교육에 참여

하였고, 상위권(4-50위)인 대학은 학생의 81.40%, 중위권(51-100위)인 대

학은 학생의 70.73%, 하위권(100위미만)인 대학은 학생의 65.90%가 취업

사교육에 참여하였다. 서열이 3위이상인 대학의 취업사교육 참여율은 100

위미만인 대학에 비해 무려 25.99%나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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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

[그림 2]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 참여율

구분 참여함 참여안함 전체 

최상(3위이상)
34

(91.89)
3

(8.11)
37

(100.00)

42.525***

상(4-50위)
455
(81.40)

104
(18.60)

559
(100.00)

중(51-100위) 331
(70.73)

137
(29.27)

468
(100.00)

하(100위미만)
344
(65.90)

178
(34.10)

522
(100.00)

전체
1,164
(73.39)

422
(26.61)

1,586
(100.00)

*p < .1, ** p < .05, ***p < .01

<표 3>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 참여 (단위:명(%))



- 47 -

2. 대학서열에 따른 유형별 취업사교육 참여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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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국어 사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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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외연수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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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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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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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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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함 참여안함 전체 

외국어
사교육
참여

최상(3위이상)
31

(83.78 )
6

(16.22)
37

(100.00)

65.059***

상(4-50위)
415

(74.24)
144
(25.76)

559
(100.00)

중(51-100위)
273
(58.33)

195
(41.67)

468
(100.00)

하(100위미만) 275
(52.68 )

247
(47.32)

522
(100.00)

전체
994

(62.67)
592

(37.33)
1,586
(100.00)

해외연수
참여

최상(3위이상)
8

(21.62)
29

(78.38)
37

(100.00)

13.136***

상(4-50위)
76

(13.60)
483
(86.40)

559
(100.00)

중(51-100위) 36
(7.69)

432
(92.31)

468
(100.00)

하(100위미만)
57

(10.92)
465
(89.08)

522
(100.00)

전체
177
(11.16)

1,409
(88.84)

1,586
(100.00)

공무원
시험준비
사교육
참여

최상(3위이상)
2

(5.41)
35

(94.59)
37

(100.00)

9.774**

상(4-50위) 56
(10.02)

503
(89.98)

559
(100.00)

중(51-100위)
48

(10.26)
420
(89.74)

468
(100.00)

하(100위미만)
29
(5.56)

493
(94.44)

522
(100.00)

전체
135
(8.51)

1,451
(91.49)

1,586
(100.00)

취업을
위한
교육․훈
련
참여

최상(3위이상)
8

(21.62)
29

(78.38)
37

(100.00)

2.412

상(4-50위)
96

(17.17)
463
(82.83)

559
(100.00)

중(51-100위)
69

(14.74)
399
(85.26)

468
(100.00)

하(100위미만)
78

(14.94)
444
(85.06)

522
(100.00)

전체
251
(15.83)

1,335
(84.17)

1,586
(100.00)

<표 4> 대학서열별 각종 취업사교육 참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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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 참여의 차이가 취업사교육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그림 3]에서 [그림 7]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

서 [그림 7]을 보면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은

대체적으로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공무원

시험 준비 사교육, 전공공부 사교육은 중위권 대학의 참여율이 높았다.

외국어 사교육은 대학서열에 따른 참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학생의 83.78%가, 상위권(4-50위) 대

학은 학생의 74.24%가, 중위권(51-100위) 대학은 학생의 58.33%가, 하위권

(100위미만) 대학은 학생의 52.68%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열이 높

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전체 참여율이 62.67%에 이르러 절반 이상의 학생이 외국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의 참여도 대학서열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참여율은 21.62%으로 나

머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상위권(4-50위) 대학은 13.60%, 중

위권(51-100위) 대학은 7.69%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학생은 10.92%가 참여하여 중위권 대학에 비해 다소 높은 참여율

을 보였다.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서열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최상(3위이상)
8

(21.62)
29

(78.38)
37

(100.00)

7.621*

상(4-50위)
102
(18.25)

457
(81.75)

559
(100.00)

중(51-100위) 111
(23.72)

357
(76.28)

468
(100.00)

하(100위미만)
90

(17.24)
432
(82.76)

522
(100.00)

전체
311
(19.61)

1,275
(80.39)

1,586
(100.00)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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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았지만,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참여율은 21.62%로 가장 높았고 중위권(51-100

위),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은 약 14.8%로 참여율이 비슷하였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고, 최상위권(3위이상),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에 비해

상위권(4-50위)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학의 참여율이 높았다. 상위권

(4-50위)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학의 참여율은 약 10%로 최상위권(3

위이상),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참여율(5.4%)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대학서열별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의 경향성이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른 참여율의 경향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았으나, 중위권

(51-100위) 대학의 참여율이 23.72%로 가장 높았다.

3. 대학서열에 따른 취업사교육비 차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서열에 따라 대학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림 8]는 대학서열별 총 취업사교육비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표 5>는 대학서열별로 총 취업사교육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F검

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이 대학 재학기간 중 총 취업사교육비는

평균 2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열별 총 취업사교육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과 상위권(4-50위), 중위

권(51-100위),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적인 경향은 대학서열이 높아짐에 따라 총 취업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이

다. 대학서열별 총 취업사교육비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상위권(3위이

상) 대학은 약 4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 245만

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중위권(51-100위) 대학의 총 취업사교육비 평균

은 약 181만원,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총 취업사교육비 평균은 약 201

만원으로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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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비

6) <표 5>의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 수와 <표 3>의 취업사교육 참여 학생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공부 사교육에만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사교육 참여에는 포함되었지만 취업사교육비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공공부 사교육비의 경우 다른 유형의 사교육비와 달리 월평

균 사교육비로 조사되어 총 사교육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취업사교육에 참

여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사교육비를 0원으로 제시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조사 문항은 지출한 사교육비 중 추후 정부나 학교 등으로부터 환급받

은 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하였더라도

사교육비가 0원이 될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N F

①최상(3위이상) 481.293 1,204.664 31

4.180***
①>②
①>③
①>④

②상(4-50위) 245.851 524.164 416

③중(51-100위) 181.053 333.542 275

④하(100위미만) 202.043 382.172 270

전체 223.322 481.982 9926)

*p < .1, ** p < .05, ***p < .01

<표 5>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비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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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서열에 따른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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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해외연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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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무원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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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취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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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공공부
사교육비(월평균)



- 53 -

구분 평균 표준
편차 N F

외국어
사교육비

최상(3위이상) 197.006 327.477 30

1.360

상(4-50위) 130.519 202.647 391

중(51-100위) 121.412 165.640 256

하(100위미만) 136.843 205.126 253

전체 131.877 199.266 930

해외연수비

최상(3위이상) 1,450.772 1,623.967 6

1.670

상(4-50위) 1,042.045 971.055 41

중(51-100위) 802.581 825.526 14

하(100위미만) 638.369 753.601 25

전체 914.231 957.126 86

공무원
시험 준비
사교육비

최상(3위이상) 80.000 28.284 2

0.160

상(4-50위) 140.689 155.992 52

중(51-100위) 123.944 154.574 46

하(100위미만) 123.784 206.284 23

전체 130.279 163.634 123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

최상(3위이상) 72.630 101.259 2

1.700

상(4-50위) 32.475 39.459 37

중(51-100위) 65.579 79.086 27

하(100위미만) 48.880 60.275 23

전체 47.659 60.989 89

전공공부
사교육비
(월평균)

최상(3위이상) 12.191 23.345 8

1.810

상(4-50위) 4.791 8.491 101

중(51-100위) 5.790 8.537 110

하(100위미만) 5.386 7.136 90

전체 5.512 8.812 309

*p < .1, ** p < .05, ***p < .01

<표 6> 대학서열별 각종 취업사교육비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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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어 사교육의 경우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지출한 사교육비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외국어 사교육비 평균이

약 197만원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특히 높아 총 사교육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 130만원, 중위권(51-100위) 대학은 약

121만원으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외연수도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지출한 비용이 많았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해

외연수비 평균은 약 1,450만원,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 1042만원, 중위

권(51-100위) 대학은 약 802만원,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은 약 638만원이

었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사교육 참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대학서열이 높

을수록 더 많은 학생이 영어 사교육, 해외연수에 참여하고 많은 사교육비

를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월평균 약 1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대학은 약 4-5만원을 지출하

여,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지출비용이 다른 대학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이는 중위권(51-100위)대학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즉,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들이 전공공부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지만 전

공공부 사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학생

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위의 사교육과 달리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의 지출비용은 최상위권(3

위이상) 대학보다 상위권(4-50위), 중위권(51-100위), 하위권(100위미만)

이 더 컸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약 80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가장

작았지만, 나머지 대학은 전반적으로 120만원 이상의 많ㅇ느 비용을 지출

하였다. 상위권 대학(4-50위)의 지출비용은 약 141만원으로 중위권(51-

100위)과 하위권(51-100위)대학에 비해 많았다.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은

대학서열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약 72만원으로 가장 많은 교육․훈련비를 지출하였고, 중위권(51-100위)

대학이 약 6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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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

는 영향

1. 주요변수 기술통계

구분

평균(표준편차)

전체
최상

(3위이상)
상

(4-50위)
중

(51-100위)
하

(100위미만)

취업사교육 참여 유무
0.734
(0.442)

0.919
(0.277)

0.814
(0.389)

0.707
(0.456)

0.659
(0.474)

취업사교육비(만원)
139.682
(396.153)

403.245
(1,114.313)

182.959
(464.613)

106.388
(270.617)

104.505
(292.615)

개
인
특
성

성
별

여자
0.586
(0.493)

0.784
(0.417)

0.608
(0.489)

0.558
(0.497)

0.573
(0.495)

남자
0.414
(0.493)

0.216
(0.417)

0.392
(0.489)

0.442
(0.497)

0.427
(0.495)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45.109
(25.795)

77.723
(24.384)

57.692
(25.193)

36.796
(21.763)

36.775
(22.376)

평점(백분위)
78.037
(10.702)

78.905
(12.102)

77.792
(10.646)

78.541
(10.442)

77.787
(10.898)

수업태도
(5점척도)

3.529
(0.463)

3.515
(0.452)

3.552
(0.439)

3.539
(0.456)

3.498
(0.492)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3.276
(0.449)

3.418
(0.395)

3.316
(0.459)

3.251
(0.451)

3.246
(0.435)

가
정
배
경

부모학력
(학력연수)

12.736
(2.994)

14.514
(3.271)

13.246
(3.036)

12.387
(2.833)

12.376
(2.954)

가구소득(만원)
344.679
(348.079)

432.329
(277.202)

346.779
(254.899)

332.918
(277.008)

346.761
(473.310)

대
학
특
성

설
립
형
태

국공립
0.262
(0.440)

0.189
(0.397)

0.411
(0.493)

0.083
(0.277)

0.268
(0.443)

사립 0.738
(0.440)

0.811
(0.397)

0.589
(0.493)

0.917
(0.277)

0.732
(0.443)

소
재
지

서울
0.225
(0.418)

1.000
(0.000)

0.322
(0.468)

0.090
(0.286)

0.188
(0.391)

수도권
(서울 외)

0.136
(0.342)

0.000
(0.000)

0.129
(0.335)

0.141
(0.348)

0.148
(0.355)

지방
0.639
(0.480)

0.000
(0.000)

0.549
(0.498)

0.769
(0.422)

0.665
(0.473)

<표 7> 기술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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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표본

전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율은 <표 3>의 분석결과 마찬가지로 약

73.4%이고, 취업사교육비는 <표 5>와 달리 평균 14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결과는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지만, <표 7>의 기술통계는 전체 연구대상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개인특성 변수를 보면, 우선 여학생이 58.6%로 남학생(41.4%)보다 조금

많았다. 대학서열별로 성별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열이 높을수

록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본 전체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는 평균 45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약

78점,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 58점, 중위권(51-100위) 및 하위권(100위

미만) 대학은 약 36.8점으로 서열이 높을수록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가 높

았다. 대학 평점의 경우, 전체 평균이 약78점으로 상당히 높았다. 대학서열

별 평점은 77.8점에서 78.9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대학서열에 따라 큰 차

이가 없었다. 수업태도는 표본 전체 학생 평균이 약 3.5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치이다. 대학서열별로 보면, 상위권(4-50위)과 중위권(51-100위)

대학이 최상위권(3위이상)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에 비해 다소 높게 나

전
공

인문계열
0.122
(0.328)

0.081
(0.277)

0.111
(0.314)

0.113
(0.317)

0.146
(0.353)

사회계열 0.274
(0.446)

0.351
(0.484)

0.259
(0.439)

0.308
(0.462)

0.253
(0.435)

교육계열
0.040
(0.195)

0.054
(0.229)

0.034
(0.181)

0.043
(0.202)

0.042
(0.201)

공학계열 0.280
(0.449)

0.297
(0.463)

0.345
(0.476)

0.216
(0.412)

0.266
(0.442)

자연계열
0.120
(0.325)

0.081
(0.277)

0.163
(0.370)

0.096
(0.295)

0.098
(0.297)

의학계열
0.035
(0.183)

0.054
(0.229)

0.021
(0.145)

0.049
(0.216)

0.034
(0.183)

예체능계열 0.130
(0.336)

0.081
(0.277)

0.066
(0.249)

0.175
(0.381)

0.161
(0.368)

N 1,586 37 559 46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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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는 표본 전체 학생 평균이 약 3.3점으로 수업태도

보다 약간 낮지만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열별로 보면, 대학

서열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가정배경 변수의 경우, 표본 전체 학생의 부모학력 연수 평균은 약 12.74

년으로 고졸과 전문대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3위이상)권 대학의

부모학력 평균은 약 14.51년,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13.25년, 중위권

(51-100위) 대학은 약 12.39년,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은 약 12.38년으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부모학력 평균이 높았다. 표본 전체 학생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약 345만이고, 가구소득 역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소

득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만,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가구소득이 중

위권(51-100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대학특성 변수를 보면, 먼저 국공립 대학(26.2%)이 사립대학(73.8%)보

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서열에 관계없이 공통된 경향이

다. 대학 소재지는 서울(22.5%)과 수도권(13.6%)보다 지방(63.9%)이 많았

다. 그런데 상위권 이상(50위 이상)의 대학일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비율

이 그 이하 대학보다 상당히 높았다. 전공계열은 공학계열이 약 28%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학계열이 3.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학서열별로 그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부분의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 변수 평

균값에서 대학서열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특성, 가정배

경, 대학특성 변수들이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에서 실시한 분석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대학서열 간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서열

이 취업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엄밀하게 추정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을 통제한 분석을 추

가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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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8>는 이항 로짓 분석을 통해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

업사교육 참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절의 카이제곱 검정에서 하지 못한 공변인의 이질성을 제거하고 난 후

의 결과로서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이 일정하여도 하위권 대학의 학생에

비해 상위권 대학 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이 높은 것이다. 최상위권

(3위이상) 대학 학생의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odds)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4.37배 높고, 상위권(4-50위) 대학 학

생들의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odds)은 하위권(100위

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2.0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51-100위)

대학의 경우 하위권(100위미만) 대학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

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은 중·하위권 대학에 비해 상위권 대학이 높

고, 상위권에서도 서열이 높을수록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취업사교육 참여

회귀계수(표준오차) 승산비(odds ratio)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3위이상)
1.474**
(0.647) 4.368

대학서열-상(4-50위)
0.708***
(0.172)

2.030

대학서열-중(51-100위) 0.213
(0.149)

1.238

개

인

특

성

여자
-0.663***
(0.139)

0.516

수능 표준점수(백분위) 0.005
(0.004)

1.005

<표 8>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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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백분위)
0.010
(0.007) 1.010

수업태도(5점척도) 0.735***
(0.160)

2.085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0.137
(0.151)

0.872

가
정
배
경

부모학력(학력연수)
0.048**
(0.022) 1.049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1.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국공립)
-0.138
(0.151)

0.871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253
(0.186) 1.288

소재지(수도권) 0.200
(0.192)

1.221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1.114***
(0.359) 3.048

전공(사회계열)
0.834**
(0.325)

2.302

전공(교육계열) 0.860*
(0.443)

2.364

전공(공학계열)
0.733**
(0.333) 2.081

전공(자연계열)
0.849**
(0.358)

2.337

전공(예체능계열) 0.564
(0.364)

1.758

상수항
-3.484***
(0.727)

0.031

N 1,586

F 6.920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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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 성별(여자)과 수업태도가

취업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자가 남자에 비해 취업사교육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지하, 박지은, 2008; 신광영, 문수연, 2014)와 상반

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하여 취업과 승진에서의 분

리함을 극복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사교육에 참여(신광영, 문수연, 2014)한

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이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좋은 근무조건의 직종에 입직하기 때문에

(Fernandez & Mors, 2008; 금재호, 2004), 남학생이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

해 취업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업태

도가 좋을수록 취업사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지하, 박지은(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교수업에 성실하고 학습

에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 표준점수의 경우 취업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이 학생들의 취업사

교육 참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배경에서는 부모학력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가구소득은 취업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

모학력 연수가 1년 높을수록 취업사교육 참여의 승산(odds)이 1.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박지윤, 김병주, 2012b; 이정미, 2010; 김

지하, 박지은, 2008; 민혜리, 2003)와 일치하는 결과로 초·중등 학생 사교육

비 지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모학력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에

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가구소득이 초·중등

단계에서의 사교육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고등교육 단계

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동일 외(2011), 김지하, 박지은

(2008)과 박지윤, 김병주(2012b)의 연구결과와 같이 공변인을 통제한 후에

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는

가구의 소득보다 개인 및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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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에서는 전공계열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정

공계열별로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의약계열에 비해 인

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 학생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의학계열은 취업경로가 정해져 있고 도제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이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공계열별로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이 다르기 때문

에(박지윤, 김병주, 2012b; 이정미, 2010) 대학생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 전공별로 프로그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설립형태와 소

재지는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김지하, 박지은(2008)과 정지선, 김훈호(200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3.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9>는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

사교육의 유형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취업사교육을 유형별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이다.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각각의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외국어
사교육

해외
연수

공무원
시험준비

취업목적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
(3위이상)

1.151**
(0.495)

0.474
(0.506)

-0.033
(0.822)

0.558
(0.468)

1.066**
(0.475)

대학서열-상
(4-50위)

0.774***
(0.152)

0.025
(0.225)

0.618**
(0.277)

0.154
(0.189)

0.287
(0.185)

대학서열-중
(51-100위)

0.239*
(0.139)

-0.367
(0.243)

0.612**
(0.265)

-0.109
(0.186)

0.421**
(0.176)

<표 9>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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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특

성

여자
-0.493***
(0.126)

-0.374**
(0.190)

-0.070
(0.205)

-0.097
(0.157)

-0.957***
(0.149)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0.006
(0.003)

0.017***
(0.005)

0.003
(0.005)

-0.003
(0.004)

0.003
(0.004)

평점(백분위)
0.007
(0.007)

0.026**
(0.011)

0.018
(0.011)

0.010
(0.008)

0.012
(0.008)

수업태도
(5점척도)

0.649***
(0.151)

0.449*
(0.242)

-0.140
(0.258)

0.311
(0.193)

0.759***
(0.191)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0.115
(0.140)

-0.032
(0.217)

-0.494**
(0.240)

0.178
(0.175)

-0.367**
(0.171)

가
정
배
경

부모학력
(학력연수)

0.051**
(0.020)

0.001
(0.032)

-0.005
(0.036)

0.014
(0.026)

-0.007
(0.025)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
(국공립)

-0.167
(0.140)

-0.220
(0.228)

0.151
(0.244)

-0.301*
(0.183)

-0.027
(0.183)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282*
(0.165)

-0.058
(0.230)

-0.351
(0.279)

-0.195
(0.206)

-0.338*
(0.194)

소재지(수도권)
0.203
(0.174)

0.094
(0.259)

-0.342
(0.331)

-0.184
(0.224)

0.320
(0.200)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0.951***
(0.336)

2.122***
(0.561)

-0.125
(0.706)

-0.110
(0.445)

1.750***
(0.477)

전공(사회계열)
0.722**
(0.310)

0.448
(0.565)

1.356**
(0.620)

0.218
(0.412)

0.552
(0.471)

전공(교육계열)
-0.087
(0.388)

0.288
(0.687)

2.288***
(0.661)

-0.996
(0.647)

1.669***
(0.521)

전공(공학계열) 0.739**
(0.317)

0.640
(0.576)

-0.100
(0.664)

0.286
(0.422)

0.547
(0.487)

전공(자연계열)
0.705**
(0.337)

0.412
(0.606)

0.474
(0.669)

0.402
(0.437)

0.560
(0.498)

전공(예체능계열)
0.002
(0.340)

0.168
(0.646)

0.000
(0.000)

-0.470
(0.469)

1.840***
(0.489)

상수항
-3.637***
(0.694)

-7.144***
(1.205)

-2.527**
(1.243)

-4.122***
(0.906)

-4.603***
(0.928)

N 1,586 1,586 1,586 1,586 1,586

F 8.348 7.558 4.742 1.562 8.898

*p < .1, ** p < .05, ***p < .01



- 63 -

먼저 외국어 사교육의 경우, 대학의 서열이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

생에 비해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의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odds)은 3.16(exp(1.151))배 높고,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의 외국

어 사교육 참여 승산(odds)은 2.17(exp(0.774))배 높으며, 중위권(50-100

위) 대학 학생의 외국어 사교육 참여 승산(odds)은 1.27(exp(0.239))배 높

았다. 전체 사교육 참여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사교육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참여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능력은 1차 노동시장에

서 강조하는 역량이므로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자는 1차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남자에 비해 외국어 사교육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

다. 수업태도는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노력하

는 학생이 외국어 사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배

경의 경우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어 사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가구소득은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정배경이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김

정숙, 2009), 가구소득보다는 부모학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

로운 점은 전체 사교육 참여에서와는 달리 대학 소재지가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에 비해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의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이 1.33(exp(0.282))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광영, 문수연(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서울에 상위권 대학이 많이 위치해 있고 영어 사교육기관이 밀집

해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에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

학계열, 자연계열이 의약계열에 비해 외국어 사교육 참여 확률이 유의하

게 높지만, 교육계열, 예체능 계열은 의약계열과 차이가 없었다.

해외연수 참여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광영, 문수영(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 간

에 해외연수 참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4년제 대학 내에서는 대학 서열에 따라 해외연수 참여 확률이 크게 다

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연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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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참여율이 낮고 상위권 대학에서도 많이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외국어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에 비

해 해외연수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표준점수와 대

학평점은 해외연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능표준점수와 대

학평점은 인지적 능력의 대리변수(proxy)이므로 학생의 능력이 높을수록

해외연수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의 성적이 높

을수록 사교육 참여 확률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김태기 외, 2005; 김지하,

백일우, 2006)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경우 전체적인

사교육 참여보다 소수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해외연수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노력을 대리(proxy)하는 수업태도 역

시 해외연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

모학력 및 가구소득과 같은 가정배경은 해외여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해외연수의 참여 결정이 가정배경보다는 개인특

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연수

참여에 부모학력과 계급의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신광영, 문수영,

2014)의 결과와 달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다른 데이터 및

연구모형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공에서는 인문계열만이 의약계

열에 비해 해외연수 참여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인문계열에 언어

관련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전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는 대학서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상위권(4-50위) 대학과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의 재학기간 중 공

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 확률이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은 하위권

(100위미만) 대학 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계수가 음의 값이

어서 오히려 더 적게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에서는 다른 종류의 사교육과는 달리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

에(오호영, 2006)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의 참여에서도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만족도는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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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대학의 교육과 지원에 신뢰를 갖고 사교육보다는 학교 교

육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지하, 박지은, 2008). 가정배경에 해당하

는 부모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는 청년실업이라

는 사회적 현상에 따른 개인의 선택으로(오호영, 2006) 가정배경의 영향력

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대학특성 중에서는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는데, 의약계열에 비해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

여 확률이 높았다. 특히 교육계열의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이 의약계열에 비해 9.85(exp(2.288))배나 높았다. 이는 교육공무

원이 전체 공무원의 34%(2004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오호영, 2006) 교육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많은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취업 목적 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라 재학기간 중 취업을 위

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사교육 참여율이 적은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이 상위서열 대학 학생

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을 비롯한 개인 특성 및 가정 배경의 어떤 것도 취업을 위

한 교육․훈련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런데 대학의 설립형태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

학생일 경우 사립대학 학생에 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확

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교육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던 결과로서 사립대학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전공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업 목

적 교육․훈련은 여러 분야에서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의 대학 재학 중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확률이 하위권(100위미

만)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상위권(4-50위) 대학 학

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확률은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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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특성 중 성별, 수업태도, 대학생활만족도가 전공공

부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전공

공부 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이 남자에 비해 61.6%(100*(1-exp(-0.957))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자가 남자보다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거나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수업태도는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반대

로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공부 사교육 간의 부적 관계는 대

학에서 전공과목 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 가정배경은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8>에서 부모학력이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임이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사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사교육에는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사교육 외의 취업 관련 사교육 참여에는 부모보다 학

생 개인이나 대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학특성에서는 대학소

재지와 전공이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의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확률이 지방

소재 대학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단

정 짓기는 어렵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은 1차 노동시장에 입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전공 관련 직무기술 습득을 위한 사교육에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보다 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에서

는 인문계열, 교육계열, 예체능 계열의 학생이 의약계열의 학생보다 전공

공부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임용시험에서 전공시험 배점이 높고

대다수의 교육계열 학생들이 대학 교육내용은 임용시험 준비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김갑성, 김주아, 김도기, 김용, 남수경 , 2009; 남수

경, 2006; 이영재, 이진화, 2014) 전공공부 사교육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예술분야로의 취업이나 진로가 명확히 정해

져 있기 때문에(이영민, 이수영, 임정연, 2013; 이정미, 2010) 일반적인 취

업준비행동보다 전공공부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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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

치는 영향

1.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사교육비는 연

속변수이므로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였고, 사교육비가 중도절단

자료(censored sample) 점을 고려하여 토빗 회귀모형으로 추가분석을 실

시하였다. 통상최소자승법(OLS)과 토빗 회귀모형 모두에서 대학서열이 대

학생의 총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비를 146.6% 더 지출하고, 상위권(4-50

위) 대학 학생들은 101.7%, 중위권 학생들은 40.6%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밝

힌 김지하, 박지은(2008)과 김동일 외(2011)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본 연구

에서는 김동일 외(2011)의 연구와 달리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토빗 회귀

모형을 적용하였고, 김지하, 박지은(2008)에서 사용한 대학서열변수보다

신뢰성 있는 변수를 사용하여 엄밀하게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
취업사교육비

OLS
TOBIT

계수(표준오차) 한계효과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3위이상)
1.209***
(0.409)

1.833***
(0.621) 1.466

대학서열-상(4-50위)
0.871***
(0.153)

1.376***
(0.239)

1.017

대학서열-중(51-100위) 0.321**
(0.145)

0.555**
(0.231)

0.406

<표 10>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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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특

성

여자
-0.607***
(0.125)

-0.962***
(0.196)

-0.693

수능 표준점수(백분위)
0.008**
(0.003)

0.013**
(0.005) 0.009

평점(백분위)
0.014**
(0.007)

0.022**
(0.011) 0.016

수업태도(5점척도) 0.613***
(0.149)

0.991***
(0.238)

0.714

대학생활만족도(5점척도)
-0.302**
(0.140)

-0.452**
(0.220) -0.326

가
정
배
경

부모학력(학력연수) 0.068***
(0.020)

0.107***
(0.032)

0.077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1*
(0.000)

0.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국공립)
-0.101
(0.142)

-0.113
(0.223)

-0.081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219
(0.160)

0.275
(0.249)

0.200

소재지(수도권) 0.451***
(0.174)

0.604**
(0.271)

0.448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1.319***
(0.344)

1.911***
(0.544)

1.503

전공(사회계열)
0.893***
(0.324)

1.393***
(0.515)

1.045

전공(교육계열)
0.783*
(0.411)

1.316**
(0.642) 1.024

전공(공학계열) 0.627*
(0.331)

1.017*
(0.528)

0.755

전공(자연계열)
0.608*
(0.349)

0.947*
(0.554)

0.716

전공(예체능계열)
0.152
(0.357)

0.132
(0.573)

0.096

상수항
-1.717**
(0.692)

-5.242***
(1.116)

N 1,586

F 13.323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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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상최소자승법(OLS)과 토빗 회귀모형

모두에서 성별(여자), 수능표준점수, 평점, 수업태도, 대학생활만족도 등의

개인특성이 총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취업사교육비를 69.3% 정도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사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사교

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하, 박지은(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점 및 수업태도 역시 그 점수가 높을수록 취

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능력이 높고 성

실하게 노력하는 학생이 추가적인 교육을 원하여 취업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만족도의 경우, 취업사교육비 지출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않

으면 대학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배경에서는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모두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연수가 1년 높을수록 취업사교

육비를 7.7%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민혜리, 2003;

정지선, 김훈호, 2009; 김지하, 박지은, 2008)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학력

은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뿐만 아니라 취업사교육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도 크기는 작지만 대학생의 취업사교

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 취업

사교육 참여 여부는 달라지지 않지만, 일단 취업사교육에 참여하면 가구소

득이 많을수록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특성을 보면, 대학소재지와 전공에 따라 취업사교육비 지출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방 소재 대학보다 취업

사교육비를 44.8%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정지선,

김훈호, 2009; 김지하, 박지은, 2008; 김동일 외, 2011)에서 대학 소재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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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결과이다.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하지만 대학 소재지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공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 학생

이 의약계열 학생에 비해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의학계열의 경

우 도제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뿐만 아

니라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다른 계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각각에 지출한 비

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11>은 통상최소자승법(OLS)을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구분 외국어
사교육

해외
연수

공무원
시험준비

취업목적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
(3위이상)

1.054***
(0.387)

0.681***
(0.260)

0.057
(0.210)

-0.012
(0.145)

0.230*
(0.119)

대학서열-상
(4-50위)

0.685***
(0.145)

0.140
(0.095)

0.214***
(0.077)

0.052
(0.053)

0.040
(0.043)

대학서열-중
(51-100위)

0.234*
(0.137)

-0.100
(0.093)

0.205***
(0.075)

0.070
(0.052)

0.091**
(0.042)

개

인

특

여자
-0.655***
(0.118)

0.112
(0.080)

-0.051
(0.064)

-0.072
(0.045)

-0.229***
(0.036)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0.007*
(0.003)

0.004**
(0.002)

0.002
(0.002)

0.000
(0.001)

0.000
(0.001)

<표 11>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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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점(백분위)
0.008
(0.006)

0.008**
(0.004)

0.004
(0.003)

0.001
(0.002)

0.000
(0.002)

수업태도
(5점척도)

0.695***
(0.142)

0.074
(0.095)

-0.050
(0.076)

-0.031
(0.053)

0.134***
(0.043)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0.280**
(0.132)

-0.047
(0.089)

-0.175**
(0.072)

0.005
(0.050)

-0.064
(0.041)

가
정
배
경

부모학력
(학력연수)

0.074***
(0.019)

0.005
(0.013)

0.000
(0.011)

0.011
(0.007)

0.006
(0.006)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
(국공립)

-0.142
(0.135)

-0.090
(0.091)

0.024
(0.073)

0.059
(0.051)

0.011
(0.042)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302**
(0.152)

-0.035
(0.102)

-0.109
(0.082)

0.045
(0.057)

-0.025
(0.046)

소재지(수도권)
0.466***
(0.165)

0.186*
(0.111)

-0.054
(0.090)

0.049
(0.062)

0.092*
(0.051)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1.076***
(0.325)

0.756***
(0.219)

0.073
(0.177)

0.030
(0.123)

0.356***
(0.100)

전공(사회계열)
0.717**
(0.307)

0.026
(0.206)

0.548***
(0.166)

0.096
(0.115)

0.087
(0.094)

전공(교육계열) 0.037
(0.388)

-0.048
(0.262)

1.101***
(0.212)

0.044
(0.147)

0.404***
(0.120)

전공(공학계열)
0.674**
(0.314)

0.099
(0.211)

0.075
(0.170)

-0.001
(0.118)

0.070
(0.096)

전공(자연계열)
0.622*
(0.331)

0.094
(0.222)

0.179
(0.179)

0.049
(0.124)

0.070
(0.101)

전공(예체능계열) 0.152
(0.340)

0.039
(0.225)

-0.040
(0.182)

0.119
(0.126)

0.465***
(0.103)

상수항
-1.722***
(0.655)

-0.889**
(0.434)

0.436
(0.350)

-0.043
(0.244)

-0.193
(0.198)

N 1,586 1,586 1,586 1,586 1,586

F 13.955 4.978 7.043 1.079 10.280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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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사교육의 경우,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외국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대학 재학기간 중 외국어 사교육비를 105.4 % 더 지출

하고,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68.5%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은 하위

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23.4%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비 지출에는 대학서열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최상위권(3

위이상) 대학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

학 학생이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해외연수비를 68.1%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지출규모는 차이가 없었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은 대학서열에 따라 지출 비용에 차이가 있었는

데, 상위권(4-50위) 대학과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이 재학기간 중 공

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과 하

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지출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업 목적 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라 재학기간 중 지출한 총

교육․훈련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이 하위권(100위

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비를 23.0% 더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이 하위권(100위미

만) 대학 학생에 비해 9.1%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지출규모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통상최소자승법(OLS)의 결과는 중도절단자료(censored sample)

라는 사교육비 자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편의(bias)된 추정량일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추가로 토빗 회귀모형으로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

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표 1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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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국어
사교육

해외
연수

공무원
시험준비

취업목적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
(3위이상)

1.701***
(0.623)

6.168*
(3.600)

0.971
(2.855)

0.038
(2.501)

1.137**
(0.523)

한계효과 1.285 0.403 0.017 0.002 0.282

대학서열-상
(4-50위)

1.181***
(0.242)

2.013
(1.681)

2.956***
(1.076)

1.140
(0.920)

0.241
(0.204)

한계효과 0.817 0.080 0.052 0.063 0.042

대학서열-중
(51-100위)

0.457*
(0.233)

-1.873
(1.877)

2.800***
(1.006)

1.112
(0.916)

0.453**
(0.194)

한계효과 0.313 -0.066 0.051 0.063 0.083

개

인

특

성

여자 -1.066***
(0.197)

2.388
(1.471)

-0.379
(0.775)

-1.047
(0.742)

-1.074***
(0.169)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0.012**
(0.006)

0.077**
(0.033)

0.015
(0.021)

-0.008
(0.019)

0.002
(0.004)

평점(백분위) 0.013
(0.011)

0.199**
(0.082)

0.057
(0.042)

0.028
(0.040)

0.008
(0.009)

수업태도
(5점척도)

1.173***
(0.241)

2.231
(1.834)

-0.818
(0.977)

-0.114
(0.925)

0.804***
(0.211)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0.462**
(0.223)

-0.891
(1.602)

-2.365**
(0.926)

-0.107
(0.834)

-0.349*
(0.190)

가
정
배
경

부모학력
(학력연수)

0.121***
(0.032)

0.036
(0.230)

0.009
(0.138)

0.266**
(0.131)

0.002
(0.028)

가구소득(만원)
0.001*
(0.000)

0.001
(0.002)

-0.003
(0.002)

0.001
(0.001)

0.000
(0.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
(국공립)

-0.179
(0.226)

-0.508
(1.660)

0.142
(0.915)

0.895
(0.863)

-0.051
(0.200)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409
(0.251)

0.007
(1.808)

-1.452
(1.072)

0.832
(0.924)

-0.189
(0.212)

소재지(수도권) 0.694**
(0.273)

2.596
(1.906)

-1.170
(1.193)

0.631
(1.039)

0.386*
(0.223)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1.699***
(0.551)

8.906**
(3.901)

-0.052
(2.361)

-0.128
(2.098)

1.785***
(0.505)

전공(사회계열) 1.245**
(0.523)

-0.838
(3.867)

5.010**
(2.145)

0.608
(1.968)

0.569
(0.492)

전공(교육계열)
0.158
(0.659)

-2.774
(5.310)

8.366***
(2.399)

-0.546
(2.564)

1.827***
(0.561)

<표 12>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T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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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사교육의 경우, 통상최소자승법(OLS)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

서열이 외국어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

은 대학 재학기간 중 외국어 사교육비를 128.5% 더 지출하고, 상위권(4-50

위) 대학 학생은 81.7% 더 지출하며,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은 31.3%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남자에 비

해 여자의 외국어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에 따른 외국어 사교육 참여와 같은 경향이다. 외국어 능력은 1차 노동시

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이므로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자가 남자

에 비해 외국어 사교육에 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

는 것이다. 수능 표준점수의 경우 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어 사교육

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지하, 박지은(2008)의 연구결과를 뒷

받침하였다. 수능 표준점수가 나타내는 인지적 능력이 외국어 사교육 참여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참여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에는 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외국

어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외국

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만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외국

어 관련 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정배경의 경우, 부모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어 사교육비

전공(공학계열) 1.164**
(0.536)

1.345
(3.889)

-0.018
(2.256)

-0.983
(2.047)

0.445
(0.507)

전공(자연계열)
1.032*
(0.562)

0.306
(4.154)

1.233
(2.318)

0.538
(2.088)

0.546
(0.523)

전공(예체능계열)
0.183
(0.584)

-1.298
(4.459)

-35.966
(0.000)

1.000
(2.125)

2.039***
(0.518)

상수항
-5.538***
(1.128)

-48.436***
(9.942)

-7.776*
(4.666)

-16.131***
(4.511)

-4.908***
(1.020)

N 1,586 1,586 1,586 1,586 1,586

F 12.343 2.508 3.406 0.920 8.080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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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외국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박지은, 김병주(2012)의 연구에서도 밝혀졌으며, 사교육 유형 중

외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외국어

사교육에서 그 영향력이 뚜렷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사교육

참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특성 중 소재지와 전공이 외국어 사교육비 지

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비 지출에도 대학서열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최

상위권(3위이상) 대학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

이상) 대학 학생이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해외연수비를

40.3%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 중위권

(51-100위)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학생은 지출 규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해외연수 참여에서는 대학서열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해외연수에 참여한 경우 높은 수준의

국제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최상위권(3

위이상) 대학의 학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인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해외연수 참여에서와 달리 성별에 따른 해

외연수비 지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해외연수에

참여할 확률은 낮지만 참여한 후 지출한 비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수능 표준점수와 대학평점이 해외연수비 지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해외연수에 오래 참여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배경과 대학특성의 영향은

해외연수 참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는 대학서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위

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은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를 5.2% 더 지출하였고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은 5.1%

더 지출하였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위권(4-50

위)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학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 사이에도

크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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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영향은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취업 목적 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른 재학기간 중 지출한 총

교육․훈련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총 취

업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권 학생이 상위권 학생에 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배경 중

부모학력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가정배경에 따라 취

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의 차이는 없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지출비용은

달라진다. 다른 유형의 취업사교육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정배경은 사교

육 참여보다 사교육비 지출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

학의 학생이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

학 학생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사교

육비를 28.2% 더 지출하고,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은 8.3% 더 지출

하였다.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지출

규모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다.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의 영향 역시 전

공공부 사교육 참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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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취

업사교육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대학

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

고 주요 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 1 절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정적 관계

이에 본 연구에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대학서열은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이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들보다 대학 재학기간 중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서열은 대학생의 취업사

교육비 지출에도 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이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들보다 대학 재학기간 동안 지출한 취업사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

업사교육비 지출은 정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의 정적 관계

는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 대학서열에 따라 분화된 취업

(노동시장 진입)기회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에 따르면 자본주의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Doeringer & Piore,

1971). 1차 노동시장에는 대기업, 정부기관, 공공기업의 화이트컬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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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리직 및 전문직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good job)이 포함

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에는 미숙련 블루컬러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파

트타임 노동자 등의 직업이 포함된다. 분절된 각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노

동자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할당(ration)된다(Thurow, 1975). 일자

리 할당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학력인데(Sakamoto & Powers, 1995), 고

등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대학이 위계서열화 되어(김영화, 1993; Spring,

1976) 노동자들의 상대적 학력은 졸업한 대학의 서열(ranking)이 되었다.

그러므로 상위서열 대학의 졸업생은 1차 노동시장에, 하위서열 대학의 졸

업생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즉, 대학서열에 따라 노동시장 진

입 즉, 취업의 기회가 분화되는 것이다(김성훈, 2014; 김영화, 1997; 김진

영, 2007; 김희삼, 이삼호, 2007; 박성재, 2005; 장수명, 2002, 2005, 2006;

Brewer, Eide & Ehrenberg, 1999; Chevalier & Conlon, 2003; Kingston &

Smart, 1990; Rosenzweig & Taubman, 1996)

본 연구의 결과는 이처럼 대학서열에 따라 이중노동시장에의 취업 기회

가 분화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

는 역량의 수준에 맞게 취업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분단된

노동시장은 다른 특징을 가지며 직종 및 직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이 다르다. 1차 노동시장의 기업은

고도의 자본집약적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

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기업은 초보적, 노동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역량

을 갖춘 노동력을 찾는다(지은정, 2007).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주로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취업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더 지출한다. 반

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므로 그 수준

의 역량에 맞게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에 덜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적

게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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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학

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

앞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

교육비 지출 간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가 모든 유형의 취업사교육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대

학생들이 취업하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

비 지출의 관계를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

업사교육 유형별로 그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어 사교육과 해외연수

의 경우 대학서열과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간에 정적 관계가 나타

났지만,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

육에서는 오히려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확률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된 노동시

장에서 선호하는 역량의 종류가 다른데, 대학생들은 자신이 진입하게 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교육에 더 집중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의 경우 주로 진입하게 되는

1차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국제화 능력이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교육에 더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 반면 하위서열 대

학 학생들은 주로 진입하게 되는 2차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직무 관련 기

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어 사교육은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학생들

의 사교육 참여 확률이 높고 사교육 지출 규모가 컸으며, 해외연수에서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의 사교육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1차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에 비해 외국어 능력, 국제적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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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각, 글로벌 스탠더드 등이 포함되는 국제화 역량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동섭, 강인철, 2007; 유태용 외, 2008), 상위서열 대학생들은 자신이 주

로 진입하게 되는 1차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 관련 사교육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차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므로 하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외

국어 관련 사교육에 적게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이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의 경우, 중·상위권 대학 학생의 사교육 참여 확

률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하위권 대학 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대학 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 확률과 사교육비 지

출 규모는 하위권 대학 학생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청

년 실업률과 민간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아졌지만(오호영, 2006), 수도권 소재 대학 학생보다 지방 대학 학생

들이 공직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된다(주무현, 강민정, 박세정, 2008). 공직

이 고용안정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일자리 행렬(job queue)에서 다소 앞

쪽에 위치해 있어, 노동행렬(labor queue)에서 하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앞

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하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공무원시험을 많이 준비하여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고 된다고 볼 수 있다. 모두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공무원으로 많이 입직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 학생

들은 하위권 대학 학생들과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

출에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중·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와 지출한 사교육비

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 사이에서

도 크기는 작지만 지출한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대학서열별로 다른 직급의 공무원에 지원하고 채용되는 것과 관련된다. 일

반직 공무원 신규채용은 5급, 7급, 9급 등으로 나뉜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높은 직급의 공무원 시험에 많이 응시한다(이동규, 우창빈,

민연경, 2015). 실제로 행정고시 합격자 중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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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다(오호영, 2015). 따라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중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많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높은 직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게 된다.

취업 목적 교육․훈련에서는 대학서열 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

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위서열 대학

의 학생들보다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의 전체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과 총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이

상위서열 대학 학생에 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은 취업을 위해 식품, 섬유, 기계, 건

설, 전기․전자 등 특정 직무 분야의 교육이나 훈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을 말한다.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구체적인 직무 관

련 기술을 요구하는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입직하는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

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최상위권과 중위권 대학 학생의 사교육 참여

확률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하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높았다. 상위권 대

학 학생들의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확률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하위권

학생들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전공공부 사교육은 전공 지식을 습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공 관련 시험을 대비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정지선, 김훈호, 2009). 이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관점에서 보면, 1차 노동시장에서는 전문지식을 요구하

기 때문에(정동섭, 강인철, 2007; 이임정 외, 2006)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전공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전공공부 사교육에 참여한다.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입직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전

공 관련 직무기술을 습득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공공부

사교육에 참여한다. 그런데 상위서열 대학이 최상위권과 상위권 대학이라

고 보고 하위서열 대학을 중위권과 하위권 대학이라고 보면 상위서열과

하위서열 내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대학서열에 따라 노동시장에

의 진입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직

무에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Thurow, 1972) 상위서열 또는 하위서열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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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전공공부 사교육의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의 전문직이나 일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직종을 많이 얻게 되

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전공과 관련된 높

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전공공부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진입하는 하위서열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을 얻게 되는 중위권

대학 학생들이 수준 있는 직무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공공부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등의 외국어 관련 사교

육에서는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이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들보다 사교육 참

여 확률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위권이나 하

위권 대학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간의 관계는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이것은 분절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은 입시 위주의 편향된 형

태로 나타나는 초·중등학생의 사교육과 다르다. 대학생 취업사교육 문제에

관한 정책은 기존의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경감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대학의 교육중점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이 정적 관계

에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학의 교육중점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은 서열에 따라 교육중점이 상이하다. 상위서열 대학은 연구중심대

학(research university)을 표방하여 학문지향교육을 실시하고, 하위서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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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교육중심대학(education-based university)으로서 직업지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이춘근, 민철구, 2001). 연구중심 대학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수준 높은 학문 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교육중심대학은 학부를 중심으로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박

동열, 배을규, 2004; 이춘근, 민철구, 2001).

이러한 대학서열별 교육중점의 차이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이

정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의 경

우,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

지만 대학에서 학문중심, 연구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대학교육을 통해

서는 그 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사교육을 통해 노동시

장의 요구 역량을 함양하고자하기 때문에 상위서열 대학의 취업사교육 참

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이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의 경우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게 직업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이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에 비해 취업

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대

학이 학문 중심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준비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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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사교육에 관

심을 가지고,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영향이 취업사교육의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김동일

외, 2011)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 영향이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서열은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노동시장의 구조 하에서 학생들이 대학의 서열에 따라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그

에 맞게 취업사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1차 노동시장에 진

입하게 되는 상위서열 대학 학생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취업사교육에 많이 참여하지만,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하위서열 대학 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역량이 요구되므로 취업사

교육 참여가 적다. 또한 분석결과는 대학의 교육중점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서 벗어나 학문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때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

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위서열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탐

구하고 연구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므로 학생들이 대학교

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없다. 따라서 상위서

열 대학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가 많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사교육

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학서열이 외국어사교육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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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대학서열의 정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

려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에서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

된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의 종류 다르고, 학생들은 대학서열에 따라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주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

이 되는 유형의 취업사교육에 참여하여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1차 노동시장에서 국제화 능력과 전문지식 등을 중요시하므로 상위

서열 대학 학생은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사교육과 전문지식 향

상을 위한 전공공부 사교육 등에 집중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에서는 구체

적인 직무기술을 강조하므로 하위서열 대학 학생은 직무기술 향상을 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전공공부 사교육에 집중한다.

셋째, 대학의 서열은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도 정적 영향을 미

친다. 즉,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사교육 참여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서 학생들은 자신

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그 에 맞게 취업사교육에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대학의 교육중점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관계없이 학

문 중심으로 일관되면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취업사교육비도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사교

육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학서열이 영어 사교육, 해외연수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오히려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 학생

들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는 취업사교육 참여에서 나타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대학서열에 따라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강

조하는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관련 유형의 취업사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

하여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생 취업사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고자 하는 대학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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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문 중심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

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

다. 대학이 학문탐구를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

으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의 역할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오호영,

2015). 대학생 취업 문제가 더 악화되고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이 계속 증가

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은 ‘교양교육

을 통한 엘리트의 양성’에서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력 양성’으로 변화되고

있다(윤정혜, 유영림, 2015).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

학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에 대

한 기업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다(양승실 외, 2006). 따라서 이제는 대학

이 학문과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용적 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상위서열 대학도 현장 중심 교육

(work-based learning)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충

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

움을 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취업 문제

가 심각해지면서 노동고용부에서는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대학에 취업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각 대학에서는 취업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다(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란 “구직자로서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윤정혜, 유영림, 2015, p. 483). 대학에서 시

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강원준 외, 2008; 이종찬, 최기원, 이대용, 2013; Sewell & Darce, 2010),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원서 제출부터 면접

까지의 취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구직자인 대학생의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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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강원준 외,

2008). 구직과정에서 직접적인 취업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구

직자가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개발하고 구직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

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서열에 따라 주로 진입하는 노동시장이 다

른 것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요구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이나 기업에서 강조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

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산학협력을 내실화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대학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말한

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2003). 산학협력은 대학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서(양

승실 외, 2006) 정부는 산학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였고 2012

년부터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기

업 간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업과 대학 간의 인식 차이에 따

른 교육과정의 괴리가 있었다(김흥수, 2013). 사실 산학협력이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면 대학이 현장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취업률 향상 및 취업사교육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론위주의 공

급자 중심형 산학협력에서 벗어나 대학은 교과목 편성이나 프로그램 개선

등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론과 실무가 병행하는 교육을 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역

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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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Ranking and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Jeong JiHye

Education(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university students are participating private tutoring and

spending much money on private tutoring in Korea. That means that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becomes an acute problem as

much as private tutoring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lik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have private tutoring for getting a job. Each job requiring

different competencies of workers made many kinds of private

tutoring. Therefore, the problem of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need to be approached from the different way proble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private tutor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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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is related to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 because university students have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Labor market is divided into two sectors, which is called

dual labor market. Jobs is rationed job seekers to in order to ranking

of university they graduated in dual labor market. University students

have private tutoring to develop the competencies that labor market

they are able to enter requires. Thus,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is related to university ranking.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on relation with university ranking and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so f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 with university

ranking and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For

this, this study analyzes how university ranking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and their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And this study

analyzes if the way university ranking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rivate tutoring. This study uses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o get the estimates of binary logit regression model

tobit regression model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ranking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positively. This result implies that many students of universities in

high rank have private tutoring and spend relatively much money on

private tutoring to develop a high level of competencies that the

primary sector they will enter requires, and fewer students of

universities in low rank have private tutoring and spend less money

on private tutoring because the secondary sector they will enter

requires a relatively low level of competencies. This resul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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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s that universities in high rank as research-focused university

cannot help students improve a high level of competencies that the

primary sector they will enter requires, and that universities in low

rank as education-based university can help students improve the

competencies that the secondary sector they will enter requires.

Second, the way university ranking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rivate tutoring. This is because the primary sector and the

secondary sector requires different competencies. The primary sector

requires international skills and expertise of workers significantly and

the secondary sector requires specific job skill of workers

significantly. Thus, students of universities in high rank focus on

private tutoring related to foreign language and students of

universities in low rank focus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and private tutoring related to major.

Policy implications drown from these findings for university

officials and policy maker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universities should implement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anpower needed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 role of university is

changed from ‘training elites through liberal education’ to ‘developing

manpower suitable for the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universities,

especially those in high rank need to implement a practical education

as well as a theoretical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can

decrease i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and their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Second, it is recommended that government and universities should

make employment support programs helping university students

improve the competencies that labor market requires. Most

employment support programs have been focusing job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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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not improving university student competencies. That makes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increase. Therefore, each rank of university needs to do requirement

analysis and make the customized programs helping university

students improve the competencies that labor market they will enter

requires.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a university education should

combine theory with business through enrichment of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UIC). UIC can make the employment structure

of university training high skilled manpower and the company

employing those. That structure must makes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decrease. Therefore,

universities need to reflect opinion of companies in organizing

subjects or improving education programs and to revitalize UIC.

keywords : university ranking,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dual labor market, required

competencies, prior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 Number : 2014-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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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상당히 크다. 이러

한 상황은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 못지않게 대학생의 사교육 문제

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생의 사교육은 초·중등

학생 사교육과 달리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생 사교육

은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종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 사교육 문제는 초·중등 학생 사교

육 문제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사교육의 목적이 취업이므로 대학생 사교육은 노동시장

의 구조와 관련된다. 이중노동시장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일자리

는 노동자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할당되므로 대학서열 간

에 취업기회가 분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취

업 가능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학생 사교육은 대학서열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지

금까지 대학생 취업사교육을 노동시장의 구조 차원에서 대학서열

과 관련지어 설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서열이 대

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그 영향은 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2~10차년도

자료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1,5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

석방법으로는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와 취업사교육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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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제한된 범위(limited range)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Model)과 토빗 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서열은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

에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대학서열에 따라 취업기회가 분화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

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에 맞게 취업사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주로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므로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

모가 크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주로 진입하게 될 2차 노

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에 맞게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에

덜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한다.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정적 관계는 대학의 교육중점과

도 연결된다. 상위서열 대학에서는 연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

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함양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

위서열 대학의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의 경우 직업지향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

준의 지식과 역량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위서열 대

학이 상위서열 대학에 비해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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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

어 사교육과 해외연수의 경우 대학서열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무원시험 준비 사

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오히려 중위

권이나 하위권 대학의 사교육 참여 정도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

량의 종류가 다르고, 대학생들은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교육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1차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인 국제화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 사교육 등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

들은 2차 노동시장에서 더 강조하는 직무 관련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전공공부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

하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교육 개선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대학교육

관계자와 정책입안자에게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문 중심 일변도에서 벗어

나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실업과 취업사교육 문제로 인하여 대학에 요

구되는 역할은 교양교육을 통한 엘리트의 양성보다 산업사회에 적

합한 인력 양성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여전히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이 학문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실용적 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

하는 상위서열 대학도 현장중심 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노동시

장의 요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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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과에 효과가 있지만,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취업지원 프

로그램이 취업활동 지원에만 초점을 두어 구직자인 대학생의 역량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요구 역량의 함

양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서

열에 따라 주로 진입하는 노동시장이 다르므로 각 대학에서는 요구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산학협력을 내실화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면 대

학이 현장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은 해당 기업에 취

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취업률 향상 및 취업사교육의 감소가 이루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은 교과목 편

성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

론과 실무가 병행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기업체의 요구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므로 취업사교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대학서열, 취업사교육, 이중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

대학의 교육중점

학 번 : 2014-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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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초·중등 학

생 못지않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

학생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3%(264명)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생들이 수강한 사

교육은 토익·토플·텝스(53%), 영어회화(43.2%), 각종 자격증(31.1%), 컴퓨

터 처리능력(29.5%), 어학연수(23.1%), 국가고시 및 각종시험(20.5%) 등으

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13.12.3.). 사교육에 참여한 대학생들

이 1년간 지출한 사교육비는 평균 207만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5년 전

(170만원)보다 37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그 비용이 늘어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높은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

낸다. 대학생의 과다한 사교육도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과 같이 대학생 개

인 및 가정의 부담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은 초·중등학생의 사교

육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초·중등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명문대학

에 입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초·중등학생의 사교

육은 주로 대학 입시에 중요한 학업성취도 향상이나 경쟁적 시험에서 상

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정지선, 김훈호, 2009), 입시 과

외 및 학원, 입시 인터넷 강의 등이 사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학입

학수학능력시험 대비에 편향된 형태이다(허수진, 임호진, 이혜진, 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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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0.). 그러나 대학생 사교육은 대학에서 학과나 전공 공부에서의 성

취도를 향상시키려는 것보다 주로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 즉, 취업을 목

적으로 이루어진다(고혜원, 2013; 신광영, 문수연, 2014). 취업 목적의 대학

생 사교육은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처럼 한 가지 유형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 어학시험 대비 학원, 자격증 준비, 취업 관련 아카데미, 어학연수, 해

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다(허수진 외, 2009.6.10.). 직업

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과 대학생

사교육은 그 목적과 형태가 다르므로 대학생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초·중

등 학생 사교육 문제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원인과 대책을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대학생 사교육의 목적이 취업인 만큼 대학생 사교육은 노동시장의 구조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 인력 채용 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교

육을 받는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리고 취업 가능한 노

동시장은 그들이 재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 노동시장

은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으로 분절되어 있고(Doeringer &

Piore, 1971), 분절된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노동자의 상대적 학력에 따라

할당되기 때문이다(Sakamoto & Powers, 1995).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대학의 위계서열화가 발생하면서(김영화, 1993; Spring, 1976)

노동자의 상대적 학력은 대학졸업 여부 자체가 아니라 졸업한 대학의 서

열이 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재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분절된 노

동시장으로 취업기회가 분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

해 사교육을 받게 되므로 대학생 사교육은 대학의 서열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생 취업사교육을 노동시장의 구조 차원에서 대학

서열과 관련지어 설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배경 변인별 대학생 사교

육비의 차이를 밝힌 민혜리(2003)의 연구와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김지하, 박지은, 2008; 박지윤, 김병주,

2012b; 정지선, 김훈호, 2009, 김동일, 김영식, 김경선, 2011)한 연구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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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김동일 외, 2011; 김지하, 박지은, 2008)에서 대학서열을 독립변인

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들(김동일 외, 2011; 김지하, 박지은, 2008; 민혜리,

2003)은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려고 시도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혜리(2003)의 연구는 단순히 기술통계량 위주

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서열이 대학생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김지하, 박지은(2008)의 연

구와 김동일 외(2011)의 연구는 공변인을 통제한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대학서열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독

립변수 중 하나로 투입하였기에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 두 연

구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결과만 언급했을

뿐 노동시장의 구조와 연결 지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김동일

외(2011)의 연구는 사교육비 자료가 분절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자료를 활용하여 대

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의 서

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의 관계가 어떠한지, 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학의 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교육 유형에 따라 그 관계가 달

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관련 이론을 탐색하

였고,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와 사교육비 조사 자료가 제한된 범위(limited

range)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과 토빗 회귀모형(tobit regression)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방향, 대학생 사교육

과 관련된 청년 취업지원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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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서열은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그 영향은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대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

장으로의 취업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

은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

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3

학년 코호트 2-10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재학 중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

육 참여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유

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교육 유형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다

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 대학서열은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

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은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가?

학생 및 학부모는 사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사교육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할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사교육과 관련된 의

사결정은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동일 외, 2011).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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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서열이 대학생

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추정함으로서 대학서

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연구문제 1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사교육 유형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

들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중노동시장 이

론을 탐색하고 대학서열별 취업기회의 분화와 관련된 연구, 각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과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를 종합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문

제에 대한 잠정적 가설을 설정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제

3장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지 대학생 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유형화하

고 분석하였다. 셋째, 제4장은 분석 자료와 방법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를 소개하고,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간의 관계 분석에서 사용한 제한

종속변수 회귀모형인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과 토빗

회귀모형(tobit regression), 그리고 결측값을 처리한 방법인 다중대체법

(multiple imputation)을 설명하였다. 넷째, 제5장 분석결과에서는 회귀모

형 추정결과를 정리하여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

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

업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여섯째, 제7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에 대해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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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의의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사설학원,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정

도와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못지않게 증가하

였으며 그에 따라 대학생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고

등교육 단계에서의 사교육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차원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김동일 외, 2011).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

은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는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

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대학서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학생 사교육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취업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책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대학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를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서 대학생 취업사교육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사교육이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시장 및 직업의 종류와 요구

역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 취업사교육 전체뿐만 아니라 취업사교육의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를 통해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대학생 취업사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

는데 있어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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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종속변수로 선정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유형이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는 분석 대상이 대학 재학 중 취업사교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외국어 사

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

부 사교육으로 분류된 각각의 취업사교육에 참여했는지의 여부이다. 종속

변수로 사용한 취업사교육의 유형은 선행연구(정지선, 김훈호, 2009)에 제

시된 대학생 사교육 유형을 바탕으로 하였고,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에

서 제공하는 설문문항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사교육 문항을 선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교육 유형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석 자료의 한

계로서 개인 연구자 차원을 넘어 국가기관 차원에서 대학생 사교육에 대

해 다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서열 변수에 활용한 자료 및 정의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의 선행연구(김성훈, 2014; 조윤서, 2013)를 근거로 하여

대학서열을 나타내는 변수로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평판도 부문 점수를 활

용하여 산출한 순위를 사용하였다. 대학서열은 대학이 대학의 기능을 얼마

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기초하지만(황갑진, 2005), 사실상 그동안 대

학서열이 평판이나 명성,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점(오호영,

김승보, 정재호, 2006)에서 본 연구의 대학서열변수가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으나 대학의 서열을 정확하게 나타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

학서열의 개념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동시장이 구

조 차원과 대학교육 차원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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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어

떤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노동시장

의 구조와 대학의 교육중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

사교육 간의 관계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와 대학의 교육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노동시

장 구조와 대학교육이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

명하는지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실시하여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서열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구 대상

이 대학 재학 중 취업사교육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지출한 총 사교육비

를 종속변수로 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대학서열과 취업사

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의 오차항 간에는 시각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

지만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iety)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귀식에 부합하는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민인식, 최필선,

2012),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고 그 타당성을 이론적,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향후 적절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엄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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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론적 틀

[그림 1] 이론적 틀

본 연구 목적은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생

사교육의 주요 목적이 취업이므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

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으로 분절되어 있다(Doeringer & Piore, 1971). 1차 노동시장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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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약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용안정성, 연공서열의 임금체계 및 상대

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 직무사다리(job ladder)를 통한 승진기회를 보장

한다. 1차 노동시장에는 정부기관, 공공기업, 대기업의 화이트 컬러 노동

자, 관리직 및 전문직 등의 직업이 포함된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초보적

이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단기적 고용관계 및 낮고

정체된 임금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2차 노동시장에는 미숙련 블루컬러 노

동자 및 서비스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분절된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할당(ration)된

다. 1차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여 기업 내의 규칙으로 장기고

용과 높은 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동공급보다 노동수요가

적다(Doeringer & Piore, 1971).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

고, 임금경쟁(wage competition)보다는 직무경쟁(job competition)이 이루

어진다. 직무경쟁 상황에서 노동자는 노동행렬(labor queue)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일자리 기회에 분배되는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적 학력(educational attainment)이다(Sakamoto & Powers,

1995).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대학이 위계서열화 되면서(김영화, 1993;

Spring, 1976) 노동자들의 상대적 학력은 졸업한 대학의 서열(ranking)이

되었다. 따라서 대학의 서열이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대학

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기회가 분화된다. 상위서열 대학의 졸업생은 1

차 노동시장에, 하위서열 대학의 졸업생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다.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지출한 취

업사교육비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중점도 대

학생 취업사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집약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

는 반면, 노동집약적 생산기술로 운영되는 2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찾는다(장상수, 1999).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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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여 취업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 또한 상위서열 대학에서는 학문지향의 교육을 실시하여(이

춘근, 민철구, 2001)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것도

학생들의 높은 취업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위서열 대학 학생

들은 2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이므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

에 덜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한다. 또한 하위서열 대학에서는

직업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는 직업지향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이춘

근, 민철구, 2001)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가 적을 수 있다.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교육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서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그 수준뿐만 아니라 중시

하는 종류도 다르기 때문이다. 1차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창의력과 적극성, 문제해결능력, 국제화 능력 및 전문지식인 반면(이임정,

진정오, 윤관호, 2006; 정동섭, 강인철, 2007),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

체적인 지식과 기술은 상대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서 많이 요구한다

(Doeringer & Piore, 1971).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은 사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국제화 능력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영어 등의 외국

어 사교육 및 전문지식 관련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하위

서열 대학의 학생들은 직무관련 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 2 절 이중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에 의하면 자본주의 노동시

장은 1차(primary) 노동시장과 2차(secondary)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

다(Doeringer & Piore, 1971). 1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 양호한 근무환



- 12 -

경,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및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강한 노조를 특징

으로 하고, 직무사다리(job ladder)를 통해 승진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상

대적으로 발전된 자본집약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1차 노동시장은 정부기

관, 공공기업, 대기업의 화이트 컬러 노동자, 숙련 블루컬러 노동자, 관리

직 및 전문직 노동자와 경영자 등 좋은 직업(good job)으로 구성되어 있

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단기적 고용관계, 나쁜 근무환경, 높은 이직률, 낮

고 정체된 임금 수준 및 경쟁적 임금결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직무사다

리(job ladder)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없고

노동력의 관리 방법이 발달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못하다. 또한 생산기술

은 초보적이고 노동집약적이다. 2차 노동시장은 미숙련 블루컬러 노동자

및 서비스 노동자, 이동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여타 중소기업 간 혹

은 독점부분과 비독점 부분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분단되어 나타

난다(남기곤, 1994; 정이환, 1992; 황수경, 2003). 이중노동시장의 구조 하

에서 1차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시장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할당(ration)

되며,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은 매우 어렵다

(Doeringer & Piore, 1971).

노동시장이 1차와 2차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중구조일 가능성도 제기

되었다. Reich, Gordon와 Edward(1973)는 Doeringer와Piore(1971)의 이중

노동시장이론이 경제체제와는 외생적인 직무기술의 특성과 노동자의 행동

특성에서 노동시장의 분단요인을 찾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급진적 노동시

장 분단이론(a radical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을 제시하였

다. 급진적 노동시장 분단이론에 따르면, 미국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힘

이 서로 다른 특징과 행동규칙을 가진 분절된 하위 노동시장을 등장시켰

고 지속되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기업규모, 노동통제, 직무,

노동행동, 숙련, 직종 등에 따라 노동시장을 3부문으로 구분하였다(주무현,

김혜자, 2011). 우선 Doeringer와 Piore(1971)의 이중노동시장이론과 같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1차 노동시장을 다시 종속적

1차 부문(subordinate primary jobs)과 독립적 1차 부문(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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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jobs)으로 세분화하였다. 종속적 1차 부문에서 노동자는 반복적인

일을 하고, 의존성, 규칙과 권위에 대한 책무성, 기업 목표의 수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도록 강조된다. 이 부문에는 독점적 대기업의 반숙련 블

루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직종이 포함된다. 반면, 독립적 1차 부문에서는

노동자에게 창의성, 문제해결력, 자기개발적 특성을 요구하고, 업무에 대

한 전문적 표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동기와 성취는 높게 보상된다

(Reich et al., 1973). 이 부문은 관리․감독직, 전문직 그리고 숙련공 직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적 1차 부문에 있는 노동자가 독립적 1차 부문인

사무직, 관리직으로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주무현, 김혜자, 2011).

1차 노동시장이 2차 노동시장과 구분된 특징을 가지는 것은 1차 노동시

장에 내부 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

실상 Doeringer와 Piore(1971)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외부의 노동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에 대해 연구하면서부터이다. 내부노동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임금과 같은

노동의 가격 결정과 채용, 직무 배치, 승진과 같은 고용 결정이 시장에 의

해서 이루어지기보다 기업 내 일련의 관리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

조화된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Doeringer & Piore, 1971;

Osterman, 1984). 따라서 내부노동시장의 성립 기준은 노동자들이 전체적

으로 외부 노동시장의 노동자들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리면서 그들과

의 경쟁에서 보호되는지의 여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안정

성과 높은 임금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정이환, 1992).

내부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때문이며, 이는 이연임금론(delayed compensation contract)과 효

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의해 설명된다. 이연임금론에 따르

면 장기고용 및 연공서열적 임금체계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정년퇴직제도가 안정적으로 작용한다

(주무현, 김혜자, 2011). 내부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가 일정한 근속년수에

도달하게 되면 이연보상을 받기 시작하여 경력이 종료될 때까지 과거 노

동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근속 노동자는 과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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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이연보상으로서 상대적인 고임금을 받고, 이러한 고임금은 노동

자에게 장기근속의 가치를 높이다. 또한 고임금은 기업에게 광범위한 대리

인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효율임금이론에서도 내부 노동시장의 장기고용과 상대적 고임금은 경제

적 효율성을 가진다고 본다(Bulow & Summer, 1986). 자본집약적 생산에

서 노동자의 기술숙련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근로행위와 성과에 대해 적절하게 감독하고 보다 높은 노동력

지출이 필요한 직무의 노동자로부터 최적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

자에게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상대적 고임금은 업무규율

(discipline)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Calvo, 1979), 해고될 경우 노동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높여 주인-대리인(principal-agency) 및 근무태만

(shirking)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의 노력과

생산성은 그들이 잘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 높아지므로 기업이 상대적

으로 고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Solow, 1979;

Akerlof, 1984).

이 외에 내부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업특수적 기술도 장기적 고용관

계를 형성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는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

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기업특수적 기술은 다른 기업에서 가치가 적기

때문에 장기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Althauser, 1989; Gordon, 1972).

제 3 절 대학서열 간 취업기회 분화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는 1차 노동시장은 장기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통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1차 노동시

장 노동자의 생애소득이 2차 노동시장 노동자의 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소득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

쟁적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Sakamoto & Power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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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노동공급보다 노동수요가 적게 되고 그 결

과 임금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임금의

일자리가 노동자에게 할당(ration)된다. 기업내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부

까지 연결되는 긴 일자리 행렬(job queue)이 형성되고, 기업 내부 노동자

들은 연공서열이나 기술숙련에 따라, 기업 외부 노동자들은 능력에 따라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서 빈 일자리가 있을 때 일자리를 얻는다(Doeringer

& Piore, 1971; Dickens & Lang, 1988). 즉, 임금경쟁(wage competition)보

다는 직무경쟁(job competition)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수요

-공급 평형화 가정을 거부하고, 고소득 일자리는 비경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 할당된다고 주장한다(Thurow, 1975). 직무경쟁이론에 따르면 임금

은 일자리 특성(job characteristic)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각 일자리의 임금

과 일자리의 수는 고정되어 있다. 일자리들은 높은 임금 등과 같은 노동자

의 선호도에 따라 차례로 배열되어 일자리 행렬(job queue)을 구성한다

(Reskin, 2001). 특정 일자리에 고용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노동자들 역

시 고용주들의 선호도에 따라 노동행렬(labor queue)을 구성하는데

(Reskin, 2001), 고용주들은 노동시장의 공급을 구조화하기 위해 노동행렬

을 조직적 여과장치로 이용한다(Fernandez & Mors, 2008). 이렇게 일자리

행렬과 노동행렬로 구성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노동행렬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일자리 행렬의 일자리에 할당된다(Thurow,

1972). 노동행렬에서 가장 앞자리에 위치해 있는 노동자가 최고(고소득)의

일자리를 얻게 되고, 차례로 다음 순위의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따

라서 노동행렬에서 자신의 순위가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 수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노동자가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자신의 순위가 그보

다 낮은 노동자의 경우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노동행렬에서 노동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력

(educational attainment)이다(Sakamoto & Powers, 1995). 직무경쟁이론

에서는 실제적 업무기술이 학교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현직교육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습득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향후 업무기술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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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교육비용을 기초로 하여 그 비

용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의 순서로 노동자를 노동행렬에 배열

한다(Thurow, 1972). 그러나 잠재적 교육비용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

기 때문에 성, 인종, 학력과 같은 노동자의 배경특성에 따라 간접적으로 측

정된다. 이 중 학력은 노동자를 선별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특

성이다. 교육은 훈련의 일종이므로 교육이라는 한 종류의 훈련을 받아들이

는 능력은 다른 종류의 훈련을 통해 필요한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한다(Thurow, 1975). 그러므로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빨

리 업무기술을 배울 수 있다. 여기서 학력은 노동자의 절대적인 교육연한

(year of schooling)보다 상대적 학력(educational attainment)을 말한다.

학력이 더 높은 사람을 고용하면 향후 교육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고용주

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 이러한 고용주의 선호배열(preference

ordering)에 따라 학력이 높은 사람이 노동행렬의 앞쪽에 위치하고, 학력

이 낮은 사람은 노동행렬의 뒤쪽의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

신의 학력에 따라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1차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기회의 분화는 실증적인 연구들에서도 뒷받

침된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상대적 학력은 졸업한 대학의 서열(ranking)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대졸학력 그 자체가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했으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이르면서 졸업장 효과

(sheepskin effect)는 약화되고, 대학졸업 여부보다 대학의 위계서열이 노

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오호영 외, 2006). 대학서열

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차이 즉, 취업 기회의 분화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대학서열 간 직업 및 사회적 지위 획득의 차이를 밝힌 연구(김성훈, 2014;

김영화, 1997; 김희삼, 이삼호, 2007; 박성재, 2005; 이혜영, 박인종, 성기선,

한만길, 1998), 대학서열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고은미, 2011; 김진영,

김태종, 남기곤, 안상훈, 전성인, 2007; 김희삼, 이삼호, 2007; 김성훈, 2014;

장수명, 2002, 2005, 2006; Behrman, Rosenzweig, & Taubm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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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er, Eide & Ehrenberg, 1999; Chevalier & Conlon, 2003; Kingston &

Smart, 1990), 대학의 서열이 기업의 인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호영 외, 2006; 홍영란, 이남철, 신범석, 2002)가 있다.

먼저 대학서열은 직업 및 지위 획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혜영 외(1998)는 대학 위계서열의 한 지표인 대학의 학벌이 첫 번

째 직업지위 획득에 적정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김영화

(1997)는 대학의 학벌이 첫 직업지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후 경력과정

에서의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규모가 큰 사업체에 취직하고 대학서열이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사업체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삼, 이삼호, 2007). 이

러한 결과는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취업자의 첫 일자리가 대기업 정규

직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김성훈, 2014), 학력의 상대적 순위가 1차 노동시

장에 고용되는데 중요한 결정요소라는 결과(Sakamoto & Powers, 1995)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박성재(2005)는 대학의 서열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지방대 졸업생의 첫 일자리는 서울

이나 수도권 출신에 비해 소속 사업체의 규모가 작고, 임시․일용직의 비

율이 높으며 저급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1.6배나 높았다.

대학서열은 노동자의 임금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위 서열일수

록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서열 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 먼저 명문대학(elite college)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시작

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명문대학 졸업생이 비 명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많

은 경제적 소득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Behrman et at al., 1996; Brewer et

at al., 1999; Chevalier & Conlon, 2003; Kingston & Smart, 1990). 우리나

라에서도 대학서열 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장수명

(2002)은 학과 입학성적으로 나타난 대학의 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학성적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았고, 입학성적이 최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임금이 특히 높게 나타나 그 다음 그룹과의 격

차가 컸다. 또한 최상위 5개 명문대학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시간당임

금을 기준으로 약 42%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였지만, 그 이하 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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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았다(장수명, 2006). 이는 소수

명문대학과 그 밖의 대학 사이의 큰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장수

명(2002, 2006)의 연구결과는 개인 능력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김진영 외(2007)과 김희삼, 이삼호(2007), 김성훈(2014)이 각

각 학과의 평균 입학성적, 개인 입시성적, 학점으로 개인능력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학의 서열이 임금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열은 기업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홍영란 외(2002)에서는

100개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기준을 분석하여, 학력을 전

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31%이며 배점기준은 100점 중 20-40점

에 이르고 있음을 밝혔다. 542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기준

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기준으로 출신대학을 중요하

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16.7%로 나타나(김희삼, 이삼호, 2007) 아직도 적지

않은 기업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소재지가 수도권일수록 출신대학을 더 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기회가 분화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졸업한 대학의 서열이 높은 경우 대기업 정규직, 전문직

및 관리직 등으로 취업하여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고, 졸업한 대학의

서열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정규직 및 저급 직종으

로 취업하여 낮은 임금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즉, 대학의 서열에 따라 분

절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달리 얻게 된다. 서열이 높은 대학의 졸업

생은 1차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은 대학의 졸업생은 2차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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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노동시장 간 요구 역량의 차이와 대학 간 교

육중점의 차이, 그에 따른 대학서열 간 취업사교육 차이

1. 분절된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

이중노동시장을 구성하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은 신규 노동자

를 채용하는 방식과 그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다. 역량이란 특정한

직무를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와 함께 다양

한 환경적 맥락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 및 수행능력 등의 내적 특성을 의

미한다(김진모, 2001; 오은주, 2012). 즉, 역량에는 특수한 환경적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역량과 일반적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 역량이

모두 포함된다. 기본적 역량의 경우 일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1

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중시될 수 있다. 그

러나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은 다른 상황과 특징을 가지며 그 안에

포함되는 직종 및 직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 역량 면에서는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 1차 노동시장의 기업은 고도의 자본

집약적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전문직 및 관리자, 대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 화이트칼라 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기업은 초

보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미숙련 블루컬러

노동자 및 서비스 노동자, 이동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다(지은정, 2007). 따라서 1차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2차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찾는다(장상

수, 1999).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서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의 수

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의 종류도 다르다. 두 노동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은 사업의 특성이나 경영자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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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각 기업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나름

대로의 인재기준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임정 외, 2006). 그렇다고 1

차 노동시장의 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전혀 다르

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사원 채용 시 요구하는 역량

들이 있지만, 각 노동시장에서 주로 더 강조하는 역량이 다른 것이다. 오늘

날 기업에서는 ‘글로벌 환경에서 전문지식과 프로근성을 갖고, 올바른 가

치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조직구성원과 상호 협력하여 맡은바 임무를 완

수하는 국제화된 인재’를 필요로 한다(이병욱, 한선옥. 2003). 이와 같은 기

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적극성, 협동성, 책임감, 자기계발, 예절, 자신감,

신뢰성 등과 같은 태도 면과 기획력, 업무수행력, 문제해결력, 인간관계,

리더십, 창의력, 업무전문지식 등과 같은 능력 면으로 나뉜다(이만표,

1999). 조금 더 세분화하면 기본능력(의사표현력, 추진력, 업무상식 등), 세

계관(국제감각,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조직관(대인관계, 상호협력체제 구

축 등), 가치관(윤리의식, 창의력, 도전정신 등), 인성관(예절 및 태도, 성실

도, 책임감, 적극성 등), 적응력(전공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업무적응능력,

분석력, 판단력 등)으로 나뉘기도 하고(양승실, 김현지, 주경필, 2006; 홍병

선, 2012), 조직역량(상호존중 노력, 조직구성원에 대한 신뢰, 책임 등), 개

인역량(자기개발, 교양과 인간미, 전문지식능력 등), 국제화능력(국제적 비

즈니스 감각, 외국어 구사능력 등), 태도 및 가치관(유연한 사고력, 창의력,

도전능력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정동섭, 강인철, 2007).

1차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에 비해 주로 강조하는 능력은 적극성과

창의성, 국제화 능력, 전문지식 등이다. 1차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주요 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적극성

과 창의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국제화 능력과 전문지식능력 등을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임정 외, 2006; 정동섭, 강인철, 2007). 21세기

는 획일성보다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는 이에 맞게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기발한 생각과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요구

한다(이임정 외, 2006). 또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

국제적 비즈니스 감각, 글로벌 스탠더드 등의 국제화 능력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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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태용, 김영주, 김현욱, 박혜진, 심윤희,

김정수, 김사라, 김솔이, 안여명, 2008; 정동섭, 강인철, 2007). 자신의 분야

에서 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역시 대기업에서 강조하고 있

었다(이임정 외, 2006).

반면 구체적인 직무 관련 기술은 1차 노동시장보다 상대적으로 2차 노

동시장에서 요구한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시키지만(Doeringer & Piore,

1971), 2차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 기술을 갖춘 노동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것이다(지은정, 2007). 1

차 노동시장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으로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

된 기업특수적 기술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업특수적 기술은 기업 내부에서

현장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다. 기술의 숙련을 중심으로 일자리들이

서열화 되는데 가장 아래의 진입부분만 외부 노동시장에 열려있을 뿐 그

이외의 자리는 기업 내부에서 채워진다(Doeringer & Piore, 1971). 그렇기

때문에 서열화된 일자리의 아래 부분으로 진입하는 신규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관련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직무기술보다는 오히려 그

외의 학력, 연령, 지식 및 기타 인지적 역량 등이 채용기준이 된다(황수경,

2003). 반면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술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자 대상 직업훈련을 자주 실시

하지 않는다(지은정, 2007). 또한 노동자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여 연공서

열이 아닌 직무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갖는다(황수경, 2003). 따라서 2차 노

동시장에서는 인력 채용 시 상대적으로 직무 관련 기술을 갖추고 있는 노

동자를 선호한다.

2. 대학서열별 교육중점

전통적으로 대학은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어서 직업주의

(professionalism)보다는 학문주의(academism)적 경향이 강하다(민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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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9세기 초까지 대학은 일부 귀족들을 대상으로 고전 중심의 인문학

을 강조하였고, 전문 직업인의 양성보다는 진리를 탐구하고 보편적 지식을

함양한 고도의 교양적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유현숙,

김동석, 이만희, 1998; Trow, 1987).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은 인문 중심의

전통적 상아탑 교육에서 탈피하도록 요구되고 있다(서병우, 2011). 이에 대

학은 일의 세계와 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문제와 사

회의 요구에 반응하여 인문학적 교양교육에 치중하기보다 실용성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유현숙 외, 1998).

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상위서열 대학은 연구중심대학(research-focused university)을

표방하여 학문지향교육을 실시하고, 하위서열의 대학은 교육중심대학

(education-based university)으로서 직업지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이춘

근, 민철구, 2001).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모두 현대 지식기반사회

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연구중심 대학은 대학원 중심

의 학문지향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학문 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

고, 교육중심대학은 학부 중심의 직업지향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박동열, 배을규, 2004; 이춘근, 민

철구, 2001).

먼저, 상위서열 대학이 표방하는 연구중심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 인재

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춘근, 민철구, 2001). 우리나라의 대학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이

르렀을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수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취약하고, 대학에서 양성되는 고급 인력의 수

준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춘근, 민철구, 2001).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연구 지원 정책과 대학특성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1999년도에는 두뇌한국21 (Brain Korea21) 사업을 시

작하였다. 이 사업은 평등성의 원칙보다는 수월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

수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자 한다. 대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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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연결시키고, 우수한 교수와 학생, 세계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대학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사업대학의 선정이 대학

의 서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3년 두뇌한국21플러

스 선정결과에서도 서울대학교의 선정분야가 가장 많고, 지원규모가 가장

컸으며, 서울대학교 외에도 상위권 대학의 선정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교육부, 2013.8.16.). 이를 보면, 상위서열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직업교육보다는 학문연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서열의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으로 운영되어 노동시장에서 요구

하는 능력을 갖춘 노동자를 공급함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서

병우, 2011). 대학교육은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과 유리된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충

분히 배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이 보다 용이

하게 직업세계로 이행하게 하여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

도록 산업현장의 필요에 맞게 대학교육의 내용을 변화하도록 요구되었다

(박동열, 배을규, 2004).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이론에 치우친 교육에서 벗

어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 실무 중심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

을 함께 실시하는 실용적 교육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서병우, 2011; 박동

열, 배을규, 2004). 이러한 변화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대학원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는 상위서열 대학보다 학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하위서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대학서열 간 취업사교육의 차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차이로 인해 대학서열에 따라 학

생들이 받는 취업사교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각 노동시장에서 요

구하는 역량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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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 정도와 지출한 취업사교육비 규모가 다르다. 대학생들은 자신

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취업

사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이 주로 진입할 기회

를 얻는 노동시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직무에 분배될 수 있다

(Thurow, 1972). 따라서 대학생들은 대학서열에 따라 그들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

고자 그에 맞는 사교육을 받는다. 상위서열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주로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더 지출한다. 반면 하위서열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진입하게 될 2차 노동시장에서의 요구에 따라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기르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고 취업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한다.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는

대학서열에 따라 다른 교육중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과 대학의 교육중점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불일치는 1차

노동시장과 상위서열 대학 사이에서 발생한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2차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은 1차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찾는다(장상수, 1999). 그런데 1차 노동시장에 주로

진입하게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상위서열 대학에서는 연구 중심의 학문지

향교육을 실시하고,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진입하게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하위서열 대학에서는 실무 중심의 직업지향교육을 실시한다. 1차 노동시

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지만, 상위서

열 대학에서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보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요구와 대학의

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들의 높은 취업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 25 -

다. 하위 서열 대학에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

하여 2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므로

학생들은 취업사교육을 받을 유인이 적다. 따라서 하위서열 대학의 직업지

향교육은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율과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낮추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력은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과 2

차 노동시장에서는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더

강조하여 요구하는 역량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1차 노동시장에서는 적극성과 창의성, 국제화 능력, 전문지식을 더 중요하

게 요구한다. 적극성과 창의성은 사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함양하기 어려운

역량이지만 국제화 능력에 해당하는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문지식은 사교

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얻는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의 경우 영어 등의 외국어 사교육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1차 노동시장과 달리 2차 노동시장에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는 기술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로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얻는 하

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2차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직무관

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

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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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분석

대학생 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대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연

구(공은배, 백성준, 1994; 공은배, 한유경, 장수명, 허순영, 2001: 김흥주, 한

유경, 김현철, 김성은, 김연, 1998), 변인별 대학생 사교육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김태기, 류장수, 이종훈, 이영대, 2005, 민혜리, 2003; 박지윤, 김병주,

2012a; 이정미, 2010; 천세영, 이석열, 이선호, 2004)와 대학생의 사교육 참

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동일 외,

2011; 김지하, 박지은, 2008; 박지윤, 김병주, 2012b; 정지선, 김훈호, 2009)

로 나뉜다.

대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

육비 조사연구’로 시작되었다. 가장 초기 연구인 공은배, 백성준(199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381,800원이며, 이중 5.6%

에 해당하는 133,380원을 개인 과외 사교육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학생의 약 80%(78-89%)가 사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흥주 외(1998)는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3,949,679원이며 이중

343,622원(8.7%)이 과외 사교육비로 지출되어 대학생의 사교육비가 상당

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대학생의 사교육 희망률은 72-81.3%로 다

소 감소하였다. 이후 공은배 외(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1인당 연간 사

교육비가 2,673,139원로 나타났고, 과외 사교육비는 총 사교육비의 8.7%인

233,198원이었다. 김흥주 외(1998)의 연구결과에 비해 사교육비가 다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대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해 학문적 관

심을 갖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단순히 대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용을 조사하는데 그쳐 그 영향요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

에 관한 변인이 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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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서는 학년, 학점, 가정배경에서는 부모 학력과 소득, 대학특성에서

는 전공 등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리(2003)의 연구에서 전국 32개 4년제 대학교 학생

3,2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배경은 대학생의 취업준비 과외

학습 경험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 특성에 따라서 대학생의 과외학습 비용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외학습이 단순히 대학교육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관계를 재생산하고 사회경제적 불

평등을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약 300

여명을 대상으로 한 천세영 외(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가 한 달 평균 약 38만원이고, 개인 배경인 아르바이트 여부와 가정 배경

인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외(2005)는 전국 8개의 4년제 대학 재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학생 중 19%가

취업준비를 위한 과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과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준비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월

평균 학원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2010)는 전국 50개 대

학의 재학생 5,946명을 대상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과외 사교육 참여 정도

및 총 사교육비(일반 사교육비 및 과외 사교육비 포함) 지출 규모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약 339만원이며,

예체능, 의약,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교육 계열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과외 사교육 참여는 성별, 학년 성적, 부모

학력, 부모 소득, 대학 또는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박

지윤, 김병주(2012)의 연구에서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 720명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6.9%가 사교육에 참여하였고, 학생 1인당 연

간 13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유무에

있어서 성별, 학년, 평점, 전공계열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고, 총 사교육비의 지출에서는 학년, 부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외국어 관련 사교육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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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학년, 부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시험준비 관련 사교육비 지출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학생의 사교육비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유

무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배경 변인별 집단

간 사교육 참여 와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배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엄밀히 추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들도 이루어졌

다.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 중 일부 요인이,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중 일부 요인이 대학생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하, 박지은(2008)은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 2차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빗 회귀모형과

토빗 회귀모형으로 대학생들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

였다. 분석결과, 성별, 수능점수, 강의태도, 편입계획 및 해외유학 계획, 고

교 과외 경험, 부모학력, 대학 재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평균이 사교육 참

여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리(2003)의 연

구결과와 달리 사교육 수요의 영향요인은 주로 학부모의 학력 및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변수였고, 대학특성 및 지역특성 관련 변수들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 사교육은 보충 목적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 및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정지선, 김훈호

(2009)의 연구도 한국교육고용패널 고3코호트 2차 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현황과 이들의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토빗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Heckman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평점 백분위 점수, 대학유형, 전공계열 등은 사교육 참여 유무에 영향을 미

치고, 고3 시절 사교육 경험, 수강태도, 월 평균 가계소득 등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윤,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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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는 기존 연구와 달리 대학생의 취업 사교육에 대한 인식 변인을 포

함하여 대학생 취업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모학력, 사교육 기능에 대한 인식, 전공

공부 만족도, 대학설립유형, 전공계열이 사교육 참여 유무에 영향을 미치

고, 총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학년, 월 평균 소득, 전공계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경험, 부모의 계급 및 자녀의 성별 등과 같은

특정요인에 중점을 두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김동일 외(2011)는 한국교육고용패널 고3코호

트 1-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유무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처지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고, 대학 수준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고3 시기의 사교육 경

험, 대학입학 이후의 경과 연수, 성향점수, 대학소재지, 대학 순위가 대학

생의 사교육 참여 유무에 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쳤고,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학 입학 이후의 경과 연수, 고3 시기의 사교육 참여 경험 등 개인 수준

변수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광영, 문수연(2014)은 교육개발

원의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 자료를 이용해 부모의 계급, 자녀의

젠더와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로짓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계급과 대학생 사교육 참여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여 모든 대학

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를 갖고 있는

중간계급 및 자본가 계급의 자녀들이 활발하게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쁘띠부르주아지 계급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사교육

참여에 적극적이어서 계급-젠더 연계 현상도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대학생 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탐색적 또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대학

생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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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생 사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 해 동안의 사교육 행위만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 해 동안의 사

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분석하면 특정 학년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의 사교육은 학

년에 따라 그 정도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김동일 외, 2011) 한 해 동안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는 4년 동안 또는 재학하는 기간 동안 축적된 사교육에 대한 정보를 바

탕으로 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비치는 변수로 대학서열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거의 없다. 대학생 사교육

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고 대학의 서열에 따라 취업기회가 달라진다는 점

에서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서열

을 대학생 사교육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포함시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김동일 외(2011)의 연구와 김지하, 박지은(2008)의 연구뿐이다. 그런데

두 연구에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서 대학생 사교육만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대학생 사교육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 대학생들은 본인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맞게 다른 사교육을 받으므로 유형에 따라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신광영,

문수영(2014)의 연구와 박지윤, 김병주(2012)의 연구에서 사교육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광영, 문수영(2014)의 연구는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

였지만 개인특성 및 대학특성에 대한 변인을 많이 누락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박지윤, 김병주(2012)의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가 대구·경북지역

으로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함으

로서 사교육비 자료가 제한된 범위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대학서열과 대학

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이 대학 재학 중

사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지출한 총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대학

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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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이때, 대학생 사교육의 목적이 취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관

계를 이중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지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사교육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대학서열

과 대학생 사교육의 관계가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연구

공은배,

백성준

(1994)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381,800원이며 이중 133,380원

(5.6%)을 입시학원 및 개인과외에 지출

김흥주

외

(1998)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3,949,679원이며 이중 343,622원

(8.7%)을 과외 사교육비로 지출

공은배

외

(2001)

대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673,139원이며 이중 233,198원

(8.7%)을 과외사교육비로 지출

변인별 대학생 사교육의 차이 분석 연구

구분 분석대상 분석결과

민혜리

(2003)

전국 32개

4년제 대학교

학생 3,260명

개인적 배경보다 부모의 학력, 소득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전공계열, 대학 소재지, 대학

위계서열 등의 대학특성에 따라서 대학생의 과외

학습 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천세영

외

(2004)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학생

총 300여명

개인배경인 아르바이트여부와 가정배경인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태기

외

(2005)

전국 8개 4년제

대학의 재학생

학년과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준비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높고,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월평균 학원

비 지출이 높음.

이정미

(2010)

전국 50개 대학

재학생 5,946명

예체능, 의약,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교육 계열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큼. 대학생의 과외

사교육 참여는 성별, 학년 성적, 부모 학력, 부모

소득, 대학 또는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 1> 대학생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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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김병주

(2012)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

720명

사교육 참여 유무의 경우 성별, 학년, 평점, 전공계

열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총 사

교육비의 지출에서는 학년, 부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대학생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구분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김지하,

박지은

(2008)

한국교육고용패

널 고3 코호트

1, 2차 년도

자료

프로빗,

토빗

회귀모형

성별, 수능점수, 강의태도, 부모학력,

편입계획 및 해외유학 계획, 고교 과외

경험, 대학 재학생의 대학 생활만족도

평균이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지선,

김훈호

(2009)

한국교육고용패

널 고3 코호트

2차 년도 자료

Heckman

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

평점 백분위 점수, 대학유형, 전공계열

등은 사교육 참여 유무에 영향을 미치

고, 고3 시절 사교육 경험, 수강태도,

월 평균 가계소득 등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박지윤,

김병주

(2012)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

720명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다회귀

분석

성별, 학년, 모학력, 사교육 기능에 대

한 인식, 전공공부 만족도, 대학설립유

형, 전공계열이 사교육 참여 유무에 영

향을 미치고, 총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서는 학년, 월 소득, 전공계열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동일,

김영식,

김경선

(2011)

한국교육고용패

널 고3코호트

1-5차년도 자료

위계적

선형모형

고3 시기의 사교육 경험, 대학입학 이

후의 경과 연수, 성향점수, 대학소재지,

대학 순위가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

학 입학 이후의 경과 연수, 고3 시기의

사교육 참여 경험 등 개인 수준 변수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신광영,

문수연

(2014)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 자료

중 1976-1986년

출생자 1,322명

로짓

회귀분석

대학생 사교육은 부모 계급과 관계가

있어 경제적 능력과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정보를 갖고 있는 중간계급

과 자본가 계급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계급-젠더 연계 현상도 나타나 쁘띠부

르주아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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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자료 및 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

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

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의

2-10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

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한국직업능력개

발원, 2014). 한국교육고용고용패널조사(KEEP)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생의 기초적인 인적 정보뿐만 아니라 가정환

경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한 대학 및 계열, 학생의 강의태도 및 대학

생활만족도, 학점, 사교육 등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조사되었

으며, 사교육 유형과 목적 및 참여 기간,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다. 또한 총 166개 대학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기

존 조사에 비해 추정의 신뢰성의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지하,

박지은, 2008).

본 연구에서는 2004년(1차 년도)에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고3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학생

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5년에 조사된 2차 년도 자료부터 10차 년도 자료

까지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3년제 전문대 졸업자 1,120명, 해외대학 졸업자 19명을 제

외하였다. 또한 졸업 후 진로가 특정한 특수목적 고등교육기관인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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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졸업생 13명을 제외한 후 4년제 대학 졸업자 1,633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필요한 변수의 누락 및 이상치의 처리로 인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586명이다.

제 2 절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관련 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와 사교육비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종속변수는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이다. 대학 재학기

간 중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

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중 한 가지라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유형별 분석을 위하여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참여

여부 변수를 생성하였다. 외국어 사교육 참여 여부는 대학 재학기간 중 영

어, 제2외국어 등의 외국어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으면‘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해외연수 참여 여부는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연수를 받은 경

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여

부는 대학 재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취업목적 교육․훈련 참여여부는 대학 재학기

간 중 영어, 제2외국어, 공무원시험 공부 등을 제외하고 취업을 위한 교

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여부는 대학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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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종속변수는 취업사교육비이다. 총 취업사교육비1)는

대학 재학기간 중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

을 위한 교육․훈련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

하였다. 유형별 분석을 위하여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사교육비 변수를 생성

하였다. 외국어 사교육비는 대학 재학기간 중 영어, 제2외국어 등 외국어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해외

연수비는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연수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

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는 대학 재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취업목적 교육․훈련비는 대학 재학기간 중 영어, 제2외국어,

공무원시험 공부 등을 제외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에 지출한 총 비용

(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전공공부 사교육비는 대학 재

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 대학서열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서열은 대학이 가지

고 있는 연구 기능, 지적 비판 기능, 교양교육 기능, 전문교육 기능,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배분 기능 등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

가에 기초한다(김영식 외, 1982; 황갑진, 2005). 그러나 사회성원 다수가 수

용하는 한국의 대학서열은 대학의 특성이나 기능 수행, 대학교육의 질보다

1) 총 사교육비에서 전공공부 사교육비를 제외한 것은 다른 유형의 사교육비가

연간 사교육비로 제시된 것과 달리 전공공부 사교육비는 월평균 비용으로 제시

되었기 때문이다. 전공공부 사교육비는 월평균 비용으로 제시되었고, 참여 기간

에 대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연간 사교육비를 구할 수 없어 총 사교

육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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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된 대학의 명성과 대학생들의 입학성적에 따른 서열이라고 볼 수

있다(김경근, 1999; 김안나, 2003; 이두휴, 고형일, 2003). 이를 반영하여 기

존의 연구에서는 대학서열 변수로 입학생의 수학능력시험점수를 주로 사

용하였다(고은미, 2011; 김안나, 2003; 김홍균, 이지민, 2010; 이규용, 김용

현, 2003). 본 연구는 대학서열에 따라 이중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기회가 분

화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므로 개별 대학의 사회적 명성 및 평판을 더

직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서열 간 취업기회의 분화는 능력보다

출신학교 자체의 명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황갑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 변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2006-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2) 중 평판도 부문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한국에서 실시되는 대학평가 가운데 가장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박종렬, 배호순, 이영호, 2009), 근래의 선행연구(김성

훈, 2014; 조윤서, 2013)에서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평판도 점수를 대학서

열 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점수를 활용하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평판도 부문의 세부지표3)는 취업률,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신입사

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향후 발

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기부하고 싶은 대학, 국가와 사회에 기

여가 큰 대학이다. 본 연구에서 2006-2012년 평판도 점수의 평균을 사용한

이유는 연구 대상자의 대학 재학기간이 2005년과 2013년 사이에 있기 때

문이다. 2005년과 2013년의 경우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표본이 매우

작아 해당 연도의 평판도 점수는 제외하였다. 그런데 연도별로 평판도 점

수의 총점이 동일하지 않아 각 연도의 평판도 점수를 Z점수로 표준화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2)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제화, 교수연구, 교육여건, 평판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2007-2009년 평판도 부문의 세부지표는 평판도 1~7(신입사원 선발, 직무수행

능력, 리더십과 조직융화, 자기계발, 진학추천, 기부학고 싶은 대학, 발전 가능

성), 취업률, 고시합격자 수,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수, 코스닥과 거래소 임원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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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실제로 사용한 변수는 대학별 평판도 점수 평균으로 계산한

순위를 활용하여 최상위권(3위이상), 상위권(4-50위), 중위권(51-100위),

하위권(100위미만)으로 구분한 범주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에

따라 취업기회가 분화되고, 그로 인해 대학서열 간 사교육 차이가 발생한

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서열 간 취업기회가 분화된다는 것

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격차로 뒷받침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지점을 기준으로 대학서열 변수

의 범주를 구분하였다. 김진영 외(2007)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의 순위 100

위까지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그 이후 순위부터는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상위 30%에 해당하는 50위 이상 대학과 나머지 대

학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은미, 2011).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문대라고 평가되는 상위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은 별도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최상위 명문대학의 임금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김진영 외, 2007; 장수명, 2006).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서열 변수를 3위이상, 4-50위, 51-100위, 100위미만으로 범

주화 하여 더미코딩하고, 100위 미만인 하위권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으로 구분된다.

개인특성 변수에는 성별, 수능점수, 평점, 수업태도, 대학생활만족도가

포함된다. 성별 변수는 여자를 ‘1’로, 남자를 ‘0’으로 코딩하였다. 성별은 남

녀 간 예상되는 교육투자 수익률의 차이 및 과거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던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결정

이 성별에 다를 수 있음(김지하, 박지은, 2008; Alderman, King, 1998;

Filmer, 2005)을 고려하여 포함하였다. 수능점수는 수학능력시험 국어, 수

학, 영어 과목 표준점수 백분위의 평균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교육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고(Schulz, 1961), 학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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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은 입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수능점수를 개

인능력의 대리변수(proxy)로서 포함하였다(Wooldridge, 2002). 평점 역시

개인능력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였다. ‘졸업 평점/해당학교 평점 만점

*100‘으로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수업태도는 대학 재학기간 동안 출석, 복

습, 예습, 과제 성실성 및 강의집중도를 묻는 문항4)에 응답한 점수(5점척

도) 평균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노력(성실성)의 대리변수로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노력을 나타내는 수업태도는 대학생의 사교육

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정지선, 김훈호, 2009), 학생의 노력은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성식, 2008). 학생활만족도는 대학 재

학기간 동안 학생들 간의 관계, 학교자부심, 학과자부심, 학생상담, 진로

정보 제공 및 상담, 학생의견 반영 정도를 묻는 문항5)에 응답한 점수(5점

척도) 평균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전공만족도가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지윤, 김병주, 2012)에 따라 포함한 것이다.

가정배경에는 부모학력과 가구소득이 포함된다. 부모학력은 부 또는 모

중 높은 쪽의 학력을 학력연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대학

재학기간 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단위: 1만원)을 사용하였다. 이 두 변수는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자녀의 사교육비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김지하, 백일우, 2006; 민혜리, 2003;

박지윤, 김병주, 2012a, 2012b; 양정호, 2004; 이정미, 2010; 이주호, 김선웅,

2002; 양정호, 2004; 정지선, 김훈호; 2009; Tansel & Bircan, 2006)와 부모

의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경

근, 변수용, 2006; 김기헌, 2004; 김기헌, 방하남 2005; 김성식, 2008)를 근거

로 선정하였다.

4) 평소 수업태도에 관한 질문 ① 출석을 성실히 한다, ② 복습을 충실히 한다,

③ 예습을 충실히 한다, ④ 과제를 성실히 한다, ⑤ 강의 시간에 집중한다.

5)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 ①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는 학생들 간의 관계

가 좋다, ②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③ 나는 이 학교에 다니

는 것이 자랑스럽다, ④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⑤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⑥ 우리 학교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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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성에는 설립형태, 소재지, 전공이 포함된다. 설립형태는 국공립을

‘1’, 사립을 ‘0’으로 코딩하였다.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서울 외), 지방으로

구분하여 더미코딩 하였다. 대학의 설립형태와 소재지는 대학의 객관적인

특성으로서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김동일 외, 2011; 민혜리, 2003;

박지윤, 김병주, 2012b), 대학서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이듀휴,

2003; 황갑진, 2005)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전공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

여 더미코딩 하였다. 이 변수는 전공 계열이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다수의 연구(민혜리, 2003;

박지윤, 김병주, 2012a, 2012b; 이정미, 2010; 정지선, 김훈호; 2009)에 따라

포함하였다.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

변수

취

업

사

교

육

참

여

여

부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

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

부 사교육 중 하나라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외국어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영어, 제2외국어 등 외국어 사교육

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해외연수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연수를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공무원시험

준비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취업목적

교육 훈련

대학 재학기간 중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을 받은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전공공부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을 받은 경험 있

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표 2>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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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사

교

육

비

총사교육비

대학 재학기간 중 2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

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외국어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영어, 제2외국어 등 외국어 사교육

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해외연수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연수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

만원)의 자연로그 값

공무원시험

준비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취업목적

교육 훈련

대학 재학기간 중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지출한

총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전공공부

사교육

대학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단위:1만원)의 자연로그 값

독립

변수
대학서열

최상위권(3위이상), 상위권(4-50위), 중위권(51-100

위), 하위권(100위미만)으로 구분하여 더미코딩

(2006-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평판도 부문 점

수 평균을 사용하여 순위 계산)

통

제

변

수

개

인

특

성

성별 여자 ‘1’, 남자‘0’으로 코딩

수능 점수 국어, 수학, 영어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평점 졸업 평점/해당학교 평점 만점 *100

수업태도
대학 재학기간 중 출석, 복습, 예습, 과제 성실성 및

강의집중도에 관한 문항 응답 점수 평균(5점척도)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 재학기간 중 학생들 간의 관계, 학교자부심, 학

과자부심, 학생상담, 진로정보 제공 및 상담, 학생의

견 반영 정도에 관한 문항 응답 점수 평균(5점척도)

가

정

배

경

부모 학력 부 또는 모 중 높은 쪽의 학력을 학력연수로 변환

가구소득 대학 재학기간 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단위: 1만원)

대

학

특

성

설립형태 국공립 ‘1’, 사립‘0’으로 코딩

소재지 서울, 수도권(서울외), 지방으로 구분하여 더미코딩

전공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더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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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1.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Model)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종속변수인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는 참여와 비참여의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것처럼 여

기고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이다. 그러나 선형확률모형은 이항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측확률이 기본적인 확률범위인 ‘0’과 ‘1’사이를 넘어서 추

정되는 비현실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다

(Greene,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항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수

를 추정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i f 
  

 i f 
 ≤ 

여기서 

는 학생 i가 대학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을 나타

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는 학생 i가 졸업한 대학의 서

열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벡터이고, 는 학생 i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 특성 등의 통제변수 벡터이며,  는

오차항이다. 

가 0보다 큰 경우 학생 i가 취업사교육에 참여하여 실제 관

찰값(observed value)인 가 1이 되고, 
가 0보다 작은 경우 학생 i가 취

업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이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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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및 토빗 회귀모형

(Tobit Regression Model)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종속변수는 대학생이 대학 재학기

간 중 지출한 총 사교육비로 연속변수이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다른 관련변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관계인

지 추정하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통

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적용하였다. 수식은 다음

과 같다.

  

여기서 는 학생 i가 대학 재학기간 중 지출한 총 사교육비이며, 

는 학생 i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벡터이고, 는 학

생 i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 특성

등의 통제변수 벡터이며,  는 오차항이다.

그러나 취업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값이 ‘0’이며 사교육을

받을 경우 그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상당수의 표본이 ‘0’의 값을 갖지만

나머지는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절단자료(censored sample)이다. 이처럼

제한된 범위(limited range) 안에서 측정되는 자료의 분석에서 통상최소자

승법(OLS)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통상최소자

승법(OLS)를 적용하면 종속변수의 범위를 벗어난 예측값을 도출할 가능

성이 있고, 오차항이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가 있어 편의(bias)된 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Wooldridge,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제약이 가해져서 중

도절단(censoring)된 경우 최우추정법(ML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불편의·일치추정량을 추정하는 토빗 회귀모형(T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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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민인식, 최필선, 2012). 수식은 다음과 같

다.


   

 









 i f 

  

 i f 
 ≤ 

여기서 

는 학생 i가 대학 재학기간 중 지출한 총 사교육비를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는 학생 i가 졸업한 대학서열의 더미

변수 벡터이고, 는 학생 i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

성, 가정배경, 대학 특성 등의 통제변수 벡터이며,  는 오차항이다. 

가

0보다 큰 경우 학생 i가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하여 실제 관찰값(observed

value)인 가 

이 되고, 


가 0보다 작은 경우 학생 i가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아 이 0이 된다.

3.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일부 변수에서 결측값(missing value)이 존

재하여, 이로 인한 탈락편의(attrition bias)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결측

값을 다루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분석에 사용하는 관심 변수에서 결측값

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사례분석을 적용하

면, 분석 대상이 모집단과 체계적으로 달라 편의된 추정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전체 표본수보다 적은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비효율적으

로 사용하게 된다(Carlin, Li, Greenwood, & Coffey, 2003). 이 방법보다 다

소 복잡한 접근방법은 단순대체법(simple imputation)으로 특정 변수의 결

측값을 그 변수에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이나 중위값 또는 회귀모형으로

부터 추정된 값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Little & Rubin, 1987). 이러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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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체법은 전체 표본수를 유지하고 비편의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체값이 실제값(actual values)이 아니라는 불확실

성으로 인해 타당한 표준오차나 신뢰구간을 얻기 어렵다(신인철, 2009).

본 연구에서는 완전사례분석과 단순대체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

하고 결측값을 적절히 대체하기 위해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적용하였다. 다중대체법은 결측값에 대한 적절한 대체를 통해 몇 개의 서

로 다른 완전 자료군을 얻고 각 자료로부터 얻어진 추정값들 간의 변동을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측값을 대체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

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Rubin, 1987). 이러한 다중대체법의 주요 가정

은 결측자료가 임의결측(missing at random, 이하 MAR)이라는 것이다

(Carli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이 발생한 변수들과 그

렇지 않은 다른 변수들의 값을 비교하여 임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비교

결과, 결측값이 특정한 규칙성을 보이지 않고 임의적(Random)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중대체법(5번 대체)을 적용해 결측값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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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대학서열에 따른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차이

1. 대학서열에 따른 취업사교육 참여율 차이

4년제 대졸자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에 따라 대학 재학기간 동안 취업사

교육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대학서열별 취

업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표 3>는 대학서열과 취업사교

육 참여가 서로 관련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

다. 분석대상 1,586명 가운데 대학 재학 중 취업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전체

의 73.39%인 1,164명이고, 취업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422명으로 전체

의 26.61%이었다. 취업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2/3 이상

으로 상당히 많은 대학생이 취업사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서열

별로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율

이 높았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학생의 91.89%가 취업사교육에 참여

하였고, 상위권(4-50위)인 대학은 학생의 81.40%, 중위권(51-100위)인 대

학은 학생의 70.73%, 하위권(100위미만)인 대학은 학생의 65.90%가 취업

사교육에 참여하였다. 서열이 3위이상인 대학의 취업사교육 참여율은 100

위미만인 대학에 비해 무려 25.99%나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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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 참여율

구분 참여함 참여안함 전체 

최상(3위이상)
34

(91.89)
3

(8.11)
37

(100.00)

42.525***

상(4-50위)
455
(81.40)

104
(18.60)

559
(100.00)

중(51-100위) 331
(70.73)

137
(29.27)

468
(100.00)

하(100위미만)
344
(65.90)

178
(34.10)

522
(100.00)

전체
1,164
(73.39)

422
(26.61)

1,586
(100.00)

*p < .1, ** p < .05, ***p < .01

<표 3>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 참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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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서열에 따른 유형별 취업사교육 참여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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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국어 사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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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외연수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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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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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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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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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함 참여안함 전체 

외국어
사교육
참여

최상(3위이상)
31

(83.78 )
6

(16.22)
37

(100.00)

65.059***

상(4-50위)
415

(74.24)
144
(25.76)

559
(100.00)

중(51-100위)
273
(58.33)

195
(41.67)

468
(100.00)

하(100위미만) 275
(52.68 )

247
(47.32)

522
(100.00)

전체
994

(62.67)
592

(37.33)
1,586
(100.00)

해외연수
참여

최상(3위이상)
8

(21.62)
29

(78.38)
37

(100.00)

13.136***

상(4-50위)
76

(13.60)
483
(86.40)

559
(100.00)

중(51-100위) 36
(7.69)

432
(92.31)

468
(100.00)

하(100위미만)
57

(10.92)
465
(89.08)

522
(100.00)

전체
177
(11.16)

1,409
(88.84)

1,586
(100.00)

공무원
시험준비
사교육
참여

최상(3위이상)
2

(5.41)
35

(94.59)
37

(100.00)

9.774**

상(4-50위) 56
(10.02)

503
(89.98)

559
(100.00)

중(51-100위)
48

(10.26)
420
(89.74)

468
(100.00)

하(100위미만)
29
(5.56)

493
(94.44)

522
(100.00)

전체
135
(8.51)

1,451
(91.49)

1,586
(100.00)

취업을
위한
교육․훈
련
참여

최상(3위이상)
8

(21.62)
29

(78.38)
37

(100.00)

2.412

상(4-50위)
96

(17.17)
463
(82.83)

559
(100.00)

중(51-100위)
69

(14.74)
399
(85.26)

468
(100.00)

하(100위미만)
78

(14.94)
444
(85.06)

522
(100.00)

전체
251
(15.83)

1,335
(84.17)

1,586
(100.00)

<표 4> 대학서열별 각종 취업사교육 참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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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 참여의 차이가 취업사교육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그림 3]에서 [그림 7]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

서 [그림 7]을 보면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은

대체적으로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공무원

시험 준비 사교육, 전공공부 사교육은 중위권 대학의 참여율이 높았다.

외국어 사교육은 대학서열에 따른 참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학생의 83.78%가, 상위권(4-50위) 대

학은 학생의 74.24%가, 중위권(51-100위) 대학은 학생의 58.33%가, 하위권

(100위미만) 대학은 학생의 52.68%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열이 높

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전체 참여율이 62.67%에 이르러 절반 이상의 학생이 외국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의 참여도 대학서열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참여율은 21.62%으로 나

머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상위권(4-50위) 대학은 13.60%, 중

위권(51-100위) 대학은 7.69%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학생은 10.92%가 참여하여 중위권 대학에 비해 다소 높은 참여율

을 보였다.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서열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최상(3위이상)
8

(21.62)
29

(78.38)
37

(100.00)

7.621*

상(4-50위)
102
(18.25)

457
(81.75)

559
(100.00)

중(51-100위) 111
(23.72)

357
(76.28)

468
(100.00)

하(100위미만)
90

(17.24)
432
(82.76)

522
(100.00)

전체
311
(19.61)

1,275
(80.39)

1,586
(100.00)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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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았지만,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참여율은 21.62%로 가장 높았고 중위권(51-100

위),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은 약 14.8%로 참여율이 비슷하였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고, 최상위권(3위이상),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에 비해

상위권(4-50위)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학의 참여율이 높았다. 상위권

(4-50위)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학의 참여율은 약 10%로 최상위권(3

위이상),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참여율(5.4%)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대학서열별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의 경향성이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른 참여율의 경향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았으나, 중위권

(51-100위) 대학의 참여율이 23.72%로 가장 높았다.

3. 대학서열에 따른 취업사교육비 차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서열에 따라 대학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림 8]는 대학서열별 총 취업사교육비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표 5>는 대학서열별로 총 취업사교육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F검

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이 대학 재학기간 중 총 취업사교육비는

평균 2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열별 총 취업사교육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과 상위권(4-50위), 중위

권(51-100위),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적인 경향은 대학서열이 높아짐에 따라 총 취업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이

다. 대학서열별 총 취업사교육비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상위권(3위이

상) 대학은 약 4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 245만

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중위권(51-100위) 대학의 총 취업사교육비 평균

은 약 181만원,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총 취업사교육비 평균은 약 201

만원으로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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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비

6) <표 5>의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 수와 <표 3>의 취업사교육 참여 학생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공부 사교육에만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사교육 참여에는 포함되었지만 취업사교육비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공공부 사교육비의 경우 다른 유형의 사교육비와 달리 월평

균 사교육비로 조사되어 총 사교육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취업사교육에 참

여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사교육비를 0원으로 제시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조사 문항은 지출한 사교육비 중 추후 정부나 학교 등으로부터 환급받

은 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하였더라도

사교육비가 0원이 될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N F

①최상(3위이상) 481.293 1,204.664 31

4.180***
①>②
①>③
①>④

②상(4-50위) 245.851 524.164 416

③중(51-100위) 181.053 333.542 275

④하(100위미만) 202.043 382.172 270

전체 223.322 481.982 9926)

*p < .1, ** p < .05, ***p < .01

<표 5> 대학서열별 취업사교육비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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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서열에 따른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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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해외연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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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무원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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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취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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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공공부
사교육비(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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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N F

외국어
사교육비

최상(3위이상) 197.006 327.477 30

1.360

상(4-50위) 130.519 202.647 391

중(51-100위) 121.412 165.640 256

하(100위미만) 136.843 205.126 253

전체 131.877 199.266 930

해외연수비

최상(3위이상) 1,450.772 1,623.967 6

1.670

상(4-50위) 1,042.045 971.055 41

중(51-100위) 802.581 825.526 14

하(100위미만) 638.369 753.601 25

전체 914.231 957.126 86

공무원
시험 준비
사교육비

최상(3위이상) 80.000 28.284 2

0.160

상(4-50위) 140.689 155.992 52

중(51-100위) 123.944 154.574 46

하(100위미만) 123.784 206.284 23

전체 130.279 163.634 123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

최상(3위이상) 72.630 101.259 2

1.700

상(4-50위) 32.475 39.459 37

중(51-100위) 65.579 79.086 27

하(100위미만) 48.880 60.275 23

전체 47.659 60.989 89

전공공부
사교육비
(월평균)

최상(3위이상) 12.191 23.345 8

1.810

상(4-50위) 4.791 8.491 101

중(51-100위) 5.790 8.537 110

하(100위미만) 5.386 7.136 90

전체 5.512 8.812 309

*p < .1, ** p < .05, ***p < .01

<표 6> 대학서열별 각종 취업사교육비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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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어 사교육의 경우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지출한 사교육비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외국어 사교육비 평균이

약 197만원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특히 높아 총 사교육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 130만원, 중위권(51-100위) 대학은 약

121만원으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외연수도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지출한 비용이 많았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해

외연수비 평균은 약 1,450만원,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 1042만원, 중위

권(51-100위) 대학은 약 802만원,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은 약 638만원이

었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사교육 참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대학서열이 높

을수록 더 많은 학생이 영어 사교육, 해외연수에 참여하고 많은 사교육비

를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월평균 약 1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대학은 약 4-5만원을 지출하

여,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지출비용이 다른 대학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이는 중위권(51-100위)대학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즉,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들이 전공공부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지만 전

공공부 사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의 학생

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위의 사교육과 달리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의 지출비용은 최상위권(3

위이상) 대학보다 상위권(4-50위), 중위권(51-100위), 하위권(100위미만)

이 더 컸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약 80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가장

작았지만, 나머지 대학은 전반적으로 120만원 이상의 많ㅇ느 비용을 지출

하였다. 상위권 대학(4-50위)의 지출비용은 약 141만원으로 중위권(51-

100위)과 하위권(51-100위)대학에 비해 많았다.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은

대학서열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약 72만원으로 가장 많은 교육․훈련비를 지출하였고, 중위권(51-100위)

대학이 약 6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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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

는 영향

1. 주요변수 기술통계

구분

평균(표준편차)

전체
최상

(3위이상)
상

(4-50위)
중

(51-100위)
하

(100위미만)

취업사교육 참여 유무
0.734
(0.442)

0.919
(0.277)

0.814
(0.389)

0.707
(0.456)

0.659
(0.474)

취업사교육비(만원)
139.682
(396.153)

403.245
(1,114.313)

182.959
(464.613)

106.388
(270.617)

104.505
(292.615)

개
인
특
성

성
별

여자
0.586
(0.493)

0.784
(0.417)

0.608
(0.489)

0.558
(0.497)

0.573
(0.495)

남자
0.414
(0.493)

0.216
(0.417)

0.392
(0.489)

0.442
(0.497)

0.427
(0.495)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45.109
(25.795)

77.723
(24.384)

57.692
(25.193)

36.796
(21.763)

36.775
(22.376)

평점(백분위)
78.037
(10.702)

78.905
(12.102)

77.792
(10.646)

78.541
(10.442)

77.787
(10.898)

수업태도
(5점척도)

3.529
(0.463)

3.515
(0.452)

3.552
(0.439)

3.539
(0.456)

3.498
(0.492)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3.276
(0.449)

3.418
(0.395)

3.316
(0.459)

3.251
(0.451)

3.246
(0.435)

가
정
배
경

부모학력
(학력연수)

12.736
(2.994)

14.514
(3.271)

13.246
(3.036)

12.387
(2.833)

12.376
(2.954)

가구소득(만원)
344.679
(348.079)

432.329
(277.202)

346.779
(254.899)

332.918
(277.008)

346.761
(473.310)

대
학
특
성

설
립
형
태

국공립
0.262
(0.440)

0.189
(0.397)

0.411
(0.493)

0.083
(0.277)

0.268
(0.443)

사립 0.738
(0.440)

0.811
(0.397)

0.589
(0.493)

0.917
(0.277)

0.732
(0.443)

소
재
지

서울
0.225
(0.418)

1.000
(0.000)

0.322
(0.468)

0.090
(0.286)

0.188
(0.391)

수도권
(서울 외)

0.136
(0.342)

0.000
(0.000)

0.129
(0.335)

0.141
(0.348)

0.148
(0.355)

지방
0.639
(0.480)

0.000
(0.000)

0.549
(0.498)

0.769
(0.422)

0.665
(0.473)

<표 7> 기술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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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표본

전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율은 <표 3>의 분석결과 마찬가지로 약

73.4%이고, 취업사교육비는 <표 5>와 달리 평균 14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결과는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지만, <표 7>의 기술통계는 전체 연구대상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개인특성 변수를 보면, 우선 여학생이 58.6%로 남학생(41.4%)보다 조금

많았다. 대학서열별로 성별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열이 높을수

록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본 전체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는 평균 45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은 약

78점,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 58점, 중위권(51-100위) 및 하위권(100위

미만) 대학은 약 36.8점으로 서열이 높을수록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가 높

았다. 대학 평점의 경우, 전체 평균이 약78점으로 상당히 높았다. 대학서열

별 평점은 77.8점에서 78.9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대학서열에 따라 큰 차

이가 없었다. 수업태도는 표본 전체 학생 평균이 약 3.5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치이다. 대학서열별로 보면, 상위권(4-50위)과 중위권(51-100위)

대학이 최상위권(3위이상)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에 비해 다소 높게 나

전
공

인문계열
0.122
(0.328)

0.081
(0.277)

0.111
(0.314)

0.113
(0.317)

0.146
(0.353)

사회계열 0.274
(0.446)

0.351
(0.484)

0.259
(0.439)

0.308
(0.462)

0.253
(0.435)

교육계열
0.040
(0.195)

0.054
(0.229)

0.034
(0.181)

0.043
(0.202)

0.042
(0.201)

공학계열 0.280
(0.449)

0.297
(0.463)

0.345
(0.476)

0.216
(0.412)

0.266
(0.442)

자연계열
0.120
(0.325)

0.081
(0.277)

0.163
(0.370)

0.096
(0.295)

0.098
(0.297)

의학계열
0.035
(0.183)

0.054
(0.229)

0.021
(0.145)

0.049
(0.216)

0.034
(0.183)

예체능계열 0.130
(0.336)

0.081
(0.277)

0.066
(0.249)

0.175
(0.381)

0.161
(0.368)

N 1,586 37 559 46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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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는 표본 전체 학생 평균이 약 3.3점으로 수업태도

보다 약간 낮지만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열별로 보면, 대학

서열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가정배경 변수의 경우, 표본 전체 학생의 부모학력 연수 평균은 약 12.74

년으로 고졸과 전문대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3위이상)권 대학의

부모학력 평균은 약 14.51년, 상위권(4-50위) 대학은 약13.25년, 중위권

(51-100위) 대학은 약 12.39년,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은 약 12.38년으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부모학력 평균이 높았다. 표본 전체 학생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약 345만이고, 가구소득 역시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소

득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만,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가구소득이 중

위권(51-100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대학특성 변수를 보면, 먼저 국공립 대학(26.2%)이 사립대학(73.8%)보

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서열에 관계없이 공통된 경향이

다. 대학 소재지는 서울(22.5%)과 수도권(13.6%)보다 지방(63.9%)이 많았

다. 그런데 상위권 이상(50위 이상)의 대학일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비율

이 그 이하 대학보다 상당히 높았다. 전공계열은 공학계열이 약 28%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학계열이 3.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학서열별로 그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부분의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 변수 평

균값에서 대학서열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특성, 가정배

경, 대학특성 변수들이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에서 실시한 분석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대학서열 간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서열

이 취업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엄밀하게 추정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을 통제한 분석을 추

가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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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8>는 이항 로짓 분석을 통해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

업사교육 참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절의 카이제곱 검정에서 하지 못한 공변인의 이질성을 제거하고 난 후

의 결과로서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이 일정하여도 하위권 대학의 학생에

비해 상위권 대학 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이 높은 것이다. 최상위권

(3위이상) 대학 학생의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odds)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4.37배 높고, 상위권(4-50위) 대학 학

생들의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odds)은 하위권(100위

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2.0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51-100위)

대학의 경우 하위권(100위미만) 대학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

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은 중·하위권 대학에 비해 상위권 대학이 높

고, 상위권에서도 서열이 높을수록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취업사교육 참여

회귀계수(표준오차) 승산비(odds ratio)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3위이상)
1.474**
(0.647) 4.368

대학서열-상(4-50위)
0.708***
(0.172)

2.030

대학서열-중(51-100위) 0.213
(0.149)

1.238

개

인

특

성

여자
-0.663***
(0.139)

0.516

수능 표준점수(백분위) 0.005
(0.004)

1.005

<표 8>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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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백분위)
0.010
(0.007) 1.010

수업태도(5점척도) 0.735***
(0.160)

2.085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0.137
(0.151)

0.872

가
정
배
경

부모학력(학력연수)
0.048**
(0.022) 1.049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1.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국공립)
-0.138
(0.151)

0.871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253
(0.186) 1.288

소재지(수도권) 0.200
(0.192)

1.221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1.114***
(0.359) 3.048

전공(사회계열)
0.834**
(0.325)

2.302

전공(교육계열) 0.860*
(0.443)

2.364

전공(공학계열)
0.733**
(0.333) 2.081

전공(자연계열)
0.849**
(0.358)

2.337

전공(예체능계열) 0.564
(0.364)

1.758

상수항
-3.484***
(0.727)

0.031

N 1,586

F 6.920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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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 성별(여자)과 수업태도가

취업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자가 남자에 비해 취업사교육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지하, 박지은, 2008; 신광영, 문수연, 2014)와 상반

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하여 취업과 승진에서의 분

리함을 극복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사교육에 참여(신광영, 문수연, 2014)한

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이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좋은 근무조건의 직종에 입직하기 때문에

(Fernandez & Mors, 2008; 금재호, 2004), 남학생이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

해 취업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업태

도가 좋을수록 취업사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지하, 박지은(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교수업에 성실하고 학습

에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 표준점수의 경우 취업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이 학생들의 취업사

교육 참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배경에서는 부모학력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가구소득은 취업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

모학력 연수가 1년 높을수록 취업사교육 참여의 승산(odds)이 1.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박지윤, 김병주, 2012b; 이정미, 2010; 김

지하, 박지은, 2008; 민혜리, 2003)와 일치하는 결과로 초·중등 학생 사교육

비 지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모학력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에

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가구소득이 초·중등

단계에서의 사교육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고등교육 단계

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동일 외(2011), 김지하, 박지은

(2008)과 박지윤, 김병주(2012b)의 연구결과와 같이 공변인을 통제한 후에

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는

가구의 소득보다 개인 및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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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에서는 전공계열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정

공계열별로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의약계열에 비해 인

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 학생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의학계열은 취업경로가 정해져 있고 도제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이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공계열별로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이 다르기 때문

에(박지윤, 김병주, 2012b; 이정미, 2010) 대학생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 전공별로 프로그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설립형태와 소

재지는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김지하, 박지은(2008)과 정지선, 김훈호(200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3.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9>는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

사교육의 유형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취업사교육을 유형별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이다.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각각의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외국어
사교육

해외
연수

공무원
시험준비

취업목적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
(3위이상)

1.151**
(0.495)

0.474
(0.506)

-0.033
(0.822)

0.558
(0.468)

1.066**
(0.475)

대학서열-상
(4-50위)

0.774***
(0.152)

0.025
(0.225)

0.618**
(0.277)

0.154
(0.189)

0.287
(0.185)

대학서열-중
(51-100위)

0.239*
(0.139)

-0.367
(0.243)

0.612**
(0.265)

-0.109
(0.186)

0.421**
(0.176)

<표 9>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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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특

성

여자
-0.493***
(0.126)

-0.374**
(0.190)

-0.070
(0.205)

-0.097
(0.157)

-0.957***
(0.149)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0.006
(0.003)

0.017***
(0.005)

0.003
(0.005)

-0.003
(0.004)

0.003
(0.004)

평점(백분위)
0.007
(0.007)

0.026**
(0.011)

0.018
(0.011)

0.010
(0.008)

0.012
(0.008)

수업태도
(5점척도)

0.649***
(0.151)

0.449*
(0.242)

-0.140
(0.258)

0.311
(0.193)

0.759***
(0.191)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0.115
(0.140)

-0.032
(0.217)

-0.494**
(0.240)

0.178
(0.175)

-0.367**
(0.171)

가
정
배
경

부모학력
(학력연수)

0.051**
(0.020)

0.001
(0.032)

-0.005
(0.036)

0.014
(0.026)

-0.007
(0.025)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
(국공립)

-0.167
(0.140)

-0.220
(0.228)

0.151
(0.244)

-0.301*
(0.183)

-0.027
(0.183)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282*
(0.165)

-0.058
(0.230)

-0.351
(0.279)

-0.195
(0.206)

-0.338*
(0.194)

소재지(수도권)
0.203
(0.174)

0.094
(0.259)

-0.342
(0.331)

-0.184
(0.224)

0.320
(0.200)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0.951***
(0.336)

2.122***
(0.561)

-0.125
(0.706)

-0.110
(0.445)

1.750***
(0.477)

전공(사회계열)
0.722**
(0.310)

0.448
(0.565)

1.356**
(0.620)

0.218
(0.412)

0.552
(0.471)

전공(교육계열)
-0.087
(0.388)

0.288
(0.687)

2.288***
(0.661)

-0.996
(0.647)

1.669***
(0.521)

전공(공학계열) 0.739**
(0.317)

0.640
(0.576)

-0.100
(0.664)

0.286
(0.422)

0.547
(0.487)

전공(자연계열)
0.705**
(0.337)

0.412
(0.606)

0.474
(0.669)

0.402
(0.437)

0.560
(0.498)

전공(예체능계열)
0.002
(0.340)

0.168
(0.646)

0.000
(0.000)

-0.470
(0.469)

1.840***
(0.489)

상수항
-3.637***
(0.694)

-7.144***
(1.205)

-2.527**
(1.243)

-4.122***
(0.906)

-4.603***
(0.928)

N 1,586 1,586 1,586 1,586 1,586

F 8.348 7.558 4.742 1.562 8.898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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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어 사교육의 경우, 대학의 서열이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

생에 비해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의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odds)은 3.16(exp(1.151))배 높고,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의 외국

어 사교육 참여 승산(odds)은 2.17(exp(0.774))배 높으며, 중위권(50-100

위) 대학 학생의 외국어 사교육 참여 승산(odds)은 1.27(exp(0.239))배 높

았다. 전체 사교육 참여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사교육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참여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능력은 1차 노동시장에

서 강조하는 역량이므로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자는 1차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남자에 비해 외국어 사교육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

다. 수업태도는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노력하

는 학생이 외국어 사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배

경의 경우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어 사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가구소득은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정배경이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김

정숙, 2009), 가구소득보다는 부모학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

로운 점은 전체 사교육 참여에서와는 달리 대학 소재지가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에 비해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의 외국어 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이 1.33(exp(0.282))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광영, 문수연(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서울에 상위권 대학이 많이 위치해 있고 영어 사교육기관이 밀집

해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에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

학계열, 자연계열이 의약계열에 비해 외국어 사교육 참여 확률이 유의하

게 높지만, 교육계열, 예체능 계열은 의약계열과 차이가 없었다.

해외연수 참여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광영, 문수영(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 간

에 해외연수 참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4년제 대학 내에서는 대학 서열에 따라 해외연수 참여 확률이 크게 다

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연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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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참여율이 낮고 상위권 대학에서도 많이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외국어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에 비

해 해외연수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표준점수와 대

학평점은 해외연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능표준점수와 대

학평점은 인지적 능력의 대리변수(proxy)이므로 학생의 능력이 높을수록

해외연수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의 성적이 높

을수록 사교육 참여 확률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김태기 외, 2005; 김지하,

백일우, 2006)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경우 전체적인

사교육 참여보다 소수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해외연수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노력을 대리(proxy)하는 수업태도 역

시 해외연수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

모학력 및 가구소득과 같은 가정배경은 해외여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해외연수의 참여 결정이 가정배경보다는 개인특

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연수

참여에 부모학력과 계급의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신광영, 문수영,

2014)의 결과와 달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다른 데이터 및

연구모형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공에서는 인문계열만이 의약계

열에 비해 해외연수 참여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인문계열에 언어

관련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전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는 대학서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상위권(4-50위) 대학과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의 재학기간 중 공

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 확률이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은 하위권

(100위미만) 대학 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계수가 음의 값이

어서 오히려 더 적게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에서는 다른 종류의 사교육과는 달리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

에(오호영, 2006)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의 참여에서도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만족도는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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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대학의 교육과 지원에 신뢰를 갖고 사교육보다는 학교 교

육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지하, 박지은, 2008). 가정배경에 해당하

는 부모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는 청년실업이라

는 사회적 현상에 따른 개인의 선택으로(오호영, 2006) 가정배경의 영향력

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대학특성 중에서는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는데, 의약계열에 비해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

여 확률이 높았다. 특히 교육계열의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이 의약계열에 비해 9.85(exp(2.288))배나 높았다. 이는 교육공무

원이 전체 공무원의 34%(2004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오호영, 2006) 교육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많은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취업 목적 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라 재학기간 중 취업을 위

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사교육 참여율이 적은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이 상위서열 대학 학생

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을 비롯한 개인 특성 및 가정 배경의 어떤 것도 취업을 위

한 교육․훈련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런데 대학의 설립형태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

학생일 경우 사립대학 학생에 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확

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교육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던 결과로서 사립대학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전공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업 목

적 교육․훈련은 여러 분야에서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의 대학 재학 중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확률이 하위권(100위미

만)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상위권(4-50위) 대학 학

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확률은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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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특성 중 성별, 수업태도, 대학생활만족도가 전공공

부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전공

공부 사교육 참여에 대한 승산이 남자에 비해 61.6%(100*(1-exp(-0.957))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자가 남자보다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거나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수업태도는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반대

로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공부 사교육 간의 부적 관계는 대

학에서 전공과목 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 가정배경은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8>에서 부모학력이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임이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사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사교육에는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사교육 외의 취업 관련 사교육 참여에는 부모보다 학

생 개인이나 대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학특성에서는 대학소

재지와 전공이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의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확률이 지방

소재 대학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단

정 짓기는 어렵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은 1차 노동시장에 입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전공 관련 직무기술 습득을 위한 사교육에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보다 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에서

는 인문계열, 교육계열, 예체능 계열의 학생이 의약계열의 학생보다 전공

공부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임용시험에서 전공시험 배점이 높고

대다수의 교육계열 학생들이 대학 교육내용은 임용시험 준비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김갑성, 김주아, 김도기, 김용, 남수경 , 2009; 남수

경, 2006; 이영재, 이진화, 2014) 전공공부 사교육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예술분야로의 취업이나 진로가 명확히 정해

져 있기 때문에(이영민, 이수영, 임정연, 2013; 이정미, 2010) 일반적인 취

업준비행동보다 전공공부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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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

치는 영향

1.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사교육비는 연

속변수이므로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였고, 사교육비가 중도절단

자료(censored sample) 점을 고려하여 토빗 회귀모형으로 추가분석을 실

시하였다. 통상최소자승법(OLS)과 토빗 회귀모형 모두에서 대학서열이 대

학생의 총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취업사교육비를 146.6% 더 지출하고, 상위권(4-50

위) 대학 학생들은 101.7%, 중위권 학생들은 40.6%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사교육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밝

힌 김지하, 박지은(2008)과 김동일 외(2011)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본 연구

에서는 김동일 외(2011)의 연구와 달리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토빗 회귀

모형을 적용하였고, 김지하, 박지은(2008)에서 사용한 대학서열변수보다

신뢰성 있는 변수를 사용하여 엄밀하게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
취업사교육비

OLS
TOBIT

계수(표준오차) 한계효과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3위이상)
1.209***
(0.409)

1.833***
(0.621) 1.466

대학서열-상(4-50위)
0.871***
(0.153)

1.376***
(0.239)

1.017

대학서열-중(51-100위) 0.321**
(0.145)

0.555**
(0.231)

0.406

<표 10>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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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특

성

여자
-0.607***
(0.125)

-0.962***
(0.196)

-0.693

수능 표준점수(백분위)
0.008**
(0.003)

0.013**
(0.005) 0.009

평점(백분위)
0.014**
(0.007)

0.022**
(0.011) 0.016

수업태도(5점척도) 0.613***
(0.149)

0.991***
(0.238)

0.714

대학생활만족도(5점척도)
-0.302**
(0.140)

-0.452**
(0.220) -0.326

가
정
배
경

부모학력(학력연수) 0.068***
(0.020)

0.107***
(0.032)

0.077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1*
(0.000)

0.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국공립)
-0.101
(0.142)

-0.113
(0.223)

-0.081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219
(0.160)

0.275
(0.249)

0.200

소재지(수도권) 0.451***
(0.174)

0.604**
(0.271)

0.448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1.319***
(0.344)

1.911***
(0.544)

1.503

전공(사회계열)
0.893***
(0.324)

1.393***
(0.515)

1.045

전공(교육계열)
0.783*
(0.411)

1.316**
(0.642) 1.024

전공(공학계열) 0.627*
(0.331)

1.017*
(0.528)

0.755

전공(자연계열)
0.608*
(0.349)

0.947*
(0.554)

0.716

전공(예체능계열)
0.152
(0.357)

0.132
(0.573)

0.096

상수항
-1.717**
(0.692)

-5.242***
(1.116)

N 1,586

F 13.323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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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상최소자승법(OLS)과 토빗 회귀모형

모두에서 성별(여자), 수능표준점수, 평점, 수업태도, 대학생활만족도 등의

개인특성이 총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취업사교육비를 69.3% 정도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사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사교

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하, 박지은(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점 및 수업태도 역시 그 점수가 높을수록 취

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능력이 높고 성

실하게 노력하는 학생이 추가적인 교육을 원하여 취업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만족도의 경우, 취업사교육비 지출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않

으면 대학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배경에서는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모두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연수가 1년 높을수록 취업사교

육비를 7.7%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민혜리, 2003;

정지선, 김훈호, 2009; 김지하, 박지은, 2008)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학력

은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뿐만 아니라 취업사교육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도 크기는 작지만 대학생의 취업사교

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 취업

사교육 참여 여부는 달라지지 않지만, 일단 취업사교육에 참여하면 가구소

득이 많을수록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특성을 보면, 대학소재지와 전공에 따라 취업사교육비 지출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방 소재 대학보다 취업

사교육비를 44.8%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정지선,

김훈호, 2009; 김지하, 박지은, 2008; 김동일 외, 2011)에서 대학 소재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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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결과이다.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하지만 대학 소재지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공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 학생

이 의약계열 학생에 비해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의학계열의 경

우 도제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뿐만 아

니라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다른 계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각각에 지출한 비

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11>은 통상최소자승법(OLS)을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구분 외국어
사교육

해외
연수

공무원
시험준비

취업목적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
(3위이상)

1.054***
(0.387)

0.681***
(0.260)

0.057
(0.210)

-0.012
(0.145)

0.230*
(0.119)

대학서열-상
(4-50위)

0.685***
(0.145)

0.140
(0.095)

0.214***
(0.077)

0.052
(0.053)

0.040
(0.043)

대학서열-중
(51-100위)

0.234*
(0.137)

-0.100
(0.093)

0.205***
(0.075)

0.070
(0.052)

0.091**
(0.042)

개

인

특

여자
-0.655***
(0.118)

0.112
(0.080)

-0.051
(0.064)

-0.072
(0.045)

-0.229***
(0.036)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0.007*
(0.003)

0.004**
(0.002)

0.002
(0.002)

0.000
(0.001)

0.000
(0.001)

<표 11>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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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점(백분위)
0.008
(0.006)

0.008**
(0.004)

0.004
(0.003)

0.001
(0.002)

0.000
(0.002)

수업태도
(5점척도)

0.695***
(0.142)

0.074
(0.095)

-0.050
(0.076)

-0.031
(0.053)

0.134***
(0.043)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0.280**
(0.132)

-0.047
(0.089)

-0.175**
(0.072)

0.005
(0.050)

-0.064
(0.041)

가
정
배
경

부모학력
(학력연수)

0.074***
(0.019)

0.005
(0.013)

0.000
(0.011)

0.011
(0.007)

0.006
(0.006)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
(국공립)

-0.142
(0.135)

-0.090
(0.091)

0.024
(0.073)

0.059
(0.051)

0.011
(0.042)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302**
(0.152)

-0.035
(0.102)

-0.109
(0.082)

0.045
(0.057)

-0.025
(0.046)

소재지(수도권)
0.466***
(0.165)

0.186*
(0.111)

-0.054
(0.090)

0.049
(0.062)

0.092*
(0.051)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1.076***
(0.325)

0.756***
(0.219)

0.073
(0.177)

0.030
(0.123)

0.356***
(0.100)

전공(사회계열)
0.717**
(0.307)

0.026
(0.206)

0.548***
(0.166)

0.096
(0.115)

0.087
(0.094)

전공(교육계열) 0.037
(0.388)

-0.048
(0.262)

1.101***
(0.212)

0.044
(0.147)

0.404***
(0.120)

전공(공학계열)
0.674**
(0.314)

0.099
(0.211)

0.075
(0.170)

-0.001
(0.118)

0.070
(0.096)

전공(자연계열)
0.622*
(0.331)

0.094
(0.222)

0.179
(0.179)

0.049
(0.124)

0.070
(0.101)

전공(예체능계열) 0.152
(0.340)

0.039
(0.225)

-0.040
(0.182)

0.119
(0.126)

0.465***
(0.103)

상수항
-1.722***
(0.655)

-0.889**
(0.434)

0.436
(0.350)

-0.043
(0.244)

-0.193
(0.198)

N 1,586 1,586 1,586 1,586 1,586

F 13.955 4.978 7.043 1.079 10.280

*p < .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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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사교육의 경우,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외국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대학 재학기간 중 외국어 사교육비를 105.4 % 더 지출

하고,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68.5%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은 하위

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23.4%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비 지출에는 대학서열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최상위권(3

위이상) 대학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

학 학생이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해외연수비를 68.1%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지출규모는 차이가 없었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은 대학서열에 따라 지출 비용에 차이가 있었는

데, 상위권(4-50위) 대학과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이 재학기간 중 공

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과 하

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지출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업 목적 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라 재학기간 중 지출한 총

교육․훈련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이 하위권(100위

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 사교육비를 23.0% 더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이 하위권(100위미

만) 대학 학생에 비해 9.1%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지출규모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통상최소자승법(OLS)의 결과는 중도절단자료(censored sample)

라는 사교육비 자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편의(bias)된 추정량일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추가로 토빗 회귀모형으로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

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표 1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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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국어
사교육

해외
연수

공무원
시험준비

취업목적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

준거 집단: 대학서열-하(100위미만)

대학서열-최상
(3위이상)

1.701***
(0.623)

6.168*
(3.600)

0.971
(2.855)

0.038
(2.501)

1.137**
(0.523)

한계효과 1.285 0.403 0.017 0.002 0.282

대학서열-상
(4-50위)

1.181***
(0.242)

2.013
(1.681)

2.956***
(1.076)

1.140
(0.920)

0.241
(0.204)

한계효과 0.817 0.080 0.052 0.063 0.042

대학서열-중
(51-100위)

0.457*
(0.233)

-1.873
(1.877)

2.800***
(1.006)

1.112
(0.916)

0.453**
(0.194)

한계효과 0.313 -0.066 0.051 0.063 0.083

개

인

특

성

여자 -1.066***
(0.197)

2.388
(1.471)

-0.379
(0.775)

-1.047
(0.742)

-1.074***
(0.169)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0.012**
(0.006)

0.077**
(0.033)

0.015
(0.021)

-0.008
(0.019)

0.002
(0.004)

평점(백분위) 0.013
(0.011)

0.199**
(0.082)

0.057
(0.042)

0.028
(0.040)

0.008
(0.009)

수업태도
(5점척도)

1.173***
(0.241)

2.231
(1.834)

-0.818
(0.977)

-0.114
(0.925)

0.804***
(0.211)

대학생활만족도
(5점척도)

-0.462**
(0.223)

-0.891
(1.602)

-2.365**
(0.926)

-0.107
(0.834)

-0.349*
(0.190)

가
정
배
경

부모학력
(학력연수)

0.121***
(0.032)

0.036
(0.230)

0.009
(0.138)

0.266**
(0.131)

0.002
(0.028)

가구소득(만원)
0.001*
(0.000)

0.001
(0.002)

-0.003
(0.002)

0.001
(0.001)

0.000
(0.000)

대

학

특

성

준거집단: 설립형태(사립)

설립형태
(국공립)

-0.179
(0.226)

-0.508
(1.660)

0.142
(0.915)

0.895
(0.863)

-0.051
(0.200)

준거집단: 소재지(지방)

소재지(서울)
0.409
(0.251)

0.007
(1.808)

-1.452
(1.072)

0.832
(0.924)

-0.189
(0.212)

소재지(수도권) 0.694**
(0.273)

2.596
(1.906)

-1.170
(1.193)

0.631
(1.039)

0.386*
(0.223)

준거집단: 전공(의약계열)

전공(인문계열) 1.699***
(0.551)

8.906**
(3.901)

-0.052
(2.361)

-0.128
(2.098)

1.785***
(0.505)

전공(사회계열) 1.245**
(0.523)

-0.838
(3.867)

5.010**
(2.145)

0.608
(1.968)

0.569
(0.492)

전공(교육계열)
0.158
(0.659)

-2.774
(5.310)

8.366***
(2.399)

-0.546
(2.564)

1.827***
(0.561)

<표 12>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T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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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사교육의 경우, 통상최소자승법(OLS)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

서열이 외국어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

은 대학 재학기간 중 외국어 사교육비를 128.5% 더 지출하고, 상위권(4-50

위) 대학 학생은 81.7% 더 지출하며,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은 31.3%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남자에 비

해 여자의 외국어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에 따른 외국어 사교육 참여와 같은 경향이다. 외국어 능력은 1차 노동시

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이므로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자가 남자

에 비해 외국어 사교육에 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

는 것이다. 수능 표준점수의 경우 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어 사교육

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지하, 박지은(2008)의 연구결과를 뒷

받침하였다. 수능 표준점수가 나타내는 인지적 능력이 외국어 사교육 참여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참여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에는 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외국

어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외국

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만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외국

어 관련 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정배경의 경우, 부모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어 사교육비

전공(공학계열) 1.164**
(0.536)

1.345
(3.889)

-0.018
(2.256)

-0.983
(2.047)

0.445
(0.507)

전공(자연계열)
1.032*
(0.562)

0.306
(4.154)

1.233
(2.318)

0.538
(2.088)

0.546
(0.523)

전공(예체능계열)
0.183
(0.584)

-1.298
(4.459)

-35.966
(0.000)

1.000
(2.125)

2.039***
(0.518)

상수항
-5.538***
(1.128)

-48.436***
(9.942)

-7.776*
(4.666)

-16.131***
(4.511)

-4.908***
(1.020)

N 1,586 1,586 1,586 1,586 1,586

F 12.343 2.508 3.406 0.920 8.080

*p < .1, ** p < .05, ***p < .01



- 75 -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외국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박지은, 김병주(2012)의 연구에서도 밝혀졌으며, 사교육 유형 중

외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외국어

사교육에서 그 영향력이 뚜렷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사교육

참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특성 중 소재지와 전공이 외국어 사교육비 지

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비 지출에도 대학서열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최

상위권(3위이상) 대학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

이상) 대학 학생이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해외연수비를

40.3%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 중위권

(51-100위)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의 학생은 지출 규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해외연수 참여에서는 대학서열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해외연수에 참여한 경우 높은 수준의

국제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최상위권(3

위이상) 대학의 학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인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해외연수 참여에서와 달리 성별에 따른 해

외연수비 지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해외연수에

참여할 확률은 낮지만 참여한 후 지출한 비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수능 표준점수와 대학평점이 해외연수비 지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해외연수에 오래 참여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배경과 대학특성의 영향은

해외연수 참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는 대학서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위

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은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를 5.2% 더 지출하였고 중위권(50-100위) 대학 학생은 5.1%

더 지출하였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위권(4-50

위)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학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 사이에도

크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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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영향은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취업 목적 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른 재학기간 중 지출한 총

교육․훈련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총 취

업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권 학생이 상위권 학생에 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배경 중

부모학력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가정배경에 따라 취

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의 차이는 없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지출비용은

달라진다. 다른 유형의 취업사교육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정배경은 사교

육 참여보다 사교육비 지출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최상위권(3위이상) 대학과 중위권(51-100위) 대

학의 학생이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3위이상) 대

학 학생은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에 비해 재학기간 중 전공공부사교

육비를 28.2% 더 지출하고, 중위권(51-100위) 대학 학생은 8.3% 더 지출

하였다. 상위권(4-50위) 대학 학생과 하위권(100위미만) 대학 학생의 지출

규모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에

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다. 개인특성, 가정배경, 대학특성의 영향 역시 전

공공부 사교육 참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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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취

업사교육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대학

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

고 주요 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 1 절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정적 관계

이에 본 연구에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대학서열은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이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들보다 대학 재학기간 중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서열은 대학생의 취업사

교육비 지출에도 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이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들보다 대학 재학기간 동안 지출한 취업사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

업사교육비 지출은 정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의 정적 관계

는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 대학서열에 따라 분화된 취업

(노동시장 진입)기회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에 따르면 자본주의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Doeringer & Piore,

1971). 1차 노동시장에는 대기업, 정부기관, 공공기업의 화이트컬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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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리직 및 전문직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good job)이 포함

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에는 미숙련 블루컬러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파

트타임 노동자 등의 직업이 포함된다. 분절된 각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노

동자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할당(ration)된다(Thurow, 1975). 일자

리 할당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학력인데(Sakamoto & Powers, 1995), 고

등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대학이 위계서열화 되어(김영화, 1993; Spring,

1976) 노동자들의 상대적 학력은 졸업한 대학의 서열(ranking)이 되었다.

그러므로 상위서열 대학의 졸업생은 1차 노동시장에, 하위서열 대학의 졸

업생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즉, 대학서열에 따라 노동시장 진

입 즉, 취업의 기회가 분화되는 것이다(김성훈, 2014; 김영화, 1997; 김진

영, 2007; 김희삼, 이삼호, 2007; 박성재, 2005; 장수명, 2002, 2005, 2006;

Brewer, Eide & Ehrenberg, 1999; Chevalier & Conlon, 2003; Kingston &

Smart, 1990; Rosenzweig & Taubman, 1996)

본 연구의 결과는 이처럼 대학서열에 따라 이중노동시장에의 취업 기회

가 분화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

는 역량의 수준에 맞게 취업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분단된

노동시장은 다른 특징을 가지며 직종 및 직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이 다르다. 1차 노동시장의 기업은

고도의 자본집약적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

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기업은 초보적, 노동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역량

을 갖춘 노동력을 찾는다(지은정, 2007).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주로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취업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더 지출한다. 반

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므로 그 수준

의 역량에 맞게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에 덜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적

게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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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학

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

앞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

교육비 지출 간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가 모든 유형의 취업사교육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대

학생들이 취업하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

비 지출의 관계를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

업사교육 유형별로 그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어 사교육과 해외연수

의 경우 대학서열과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간에 정적 관계가 나타

났지만,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

육에서는 오히려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확률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된 노동시

장에서 선호하는 역량의 종류가 다른데, 대학생들은 자신이 진입하게 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교육에 더 집중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의 경우 주로 진입하게 되는

1차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국제화 능력이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교육에 더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 반면 하위서열 대

학 학생들은 주로 진입하게 되는 2차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직무 관련 기

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어 사교육은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학생들

의 사교육 참여 확률이 높고 사교육 지출 규모가 컸으며, 해외연수에서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의 사교육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1차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에 비해 외국어 능력, 국제적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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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각, 글로벌 스탠더드 등이 포함되는 국제화 역량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동섭, 강인철, 2007; 유태용 외, 2008), 상위서열 대학생들은 자신이 주

로 진입하게 되는 1차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 관련 사교육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차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므로 하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외

국어 관련 사교육에 적게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이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의 경우, 중·상위권 대학 학생의 사교육 참여 확

률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하위권 대학 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대학 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 확률과 사교육비 지

출 규모는 하위권 대학 학생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청

년 실업률과 민간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아졌지만(오호영, 2006), 수도권 소재 대학 학생보다 지방 대학 학생

들이 공직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된다(주무현, 강민정, 박세정, 2008). 공직

이 고용안정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일자리 행렬(job queue)에서 다소 앞

쪽에 위치해 있어, 노동행렬(labor queue)에서 하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앞

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하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공무원시험을 많이 준비하여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고 된다고 볼 수 있다. 모두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공무원으로 많이 입직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 학생

들은 하위권 대학 학생들과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

출에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중·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참여와 지출한 사교육비

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 사이에서

도 크기는 작지만 지출한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대학서열별로 다른 직급의 공무원에 지원하고 채용되는 것과 관련된다. 일

반직 공무원 신규채용은 5급, 7급, 9급 등으로 나뉜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높은 직급의 공무원 시험에 많이 응시한다(이동규, 우창빈,

민연경, 2015). 실제로 행정고시 합격자 중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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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다(오호영, 2015). 따라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중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많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높은 직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게 된다.

취업 목적 교육․훈련에서는 대학서열 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

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위서열 대학

의 학생들보다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의 전체 취업사교육 참여 확률과 총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이

상위서열 대학 학생에 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은 취업을 위해 식품, 섬유, 기계, 건

설, 전기․전자 등 특정 직무 분야의 교육이나 훈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을 말한다.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구체적인 직무 관

련 기술을 요구하는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입직하는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

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전공공부 사교육의 경우, 최상위권과 중위권 대학 학생의 사교육 참여

확률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하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높았다. 상위권 대

학 학생들의 전공공부 사교육 참여 확률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하위권

학생들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전공공부 사교육은 전공 지식을 습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공 관련 시험을 대비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정지선, 김훈호, 2009). 이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관점에서 보면, 1차 노동시장에서는 전문지식을 요구하

기 때문에(정동섭, 강인철, 2007; 이임정 외, 2006)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전공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전공공부 사교육에 참여한다.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입직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전

공 관련 직무기술을 습득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공공부

사교육에 참여한다. 그런데 상위서열 대학이 최상위권과 상위권 대학이라

고 보고 하위서열 대학을 중위권과 하위권 대학이라고 보면 상위서열과

하위서열 내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대학서열에 따라 노동시장에

의 진입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직

무에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Thurow, 1972) 상위서열 또는 하위서열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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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전공공부 사교육의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의 전문직이나 일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직종을 많이 얻게 되

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전공과 관련된 높

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전공공부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진입하는 하위서열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을 얻게 되는 중위권

대학 학생들이 수준 있는 직무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공공부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어 사교육, 해외연수 등의 외국어 관련 사교

육에서는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이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들보다 사교육 참

여 확률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위권이나 하

위권 대학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간의 관계는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이것은 분절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은 입시 위주의 편향된 형

태로 나타나는 초·중등학생의 사교육과 다르다. 대학생 취업사교육 문제에

관한 정책은 기존의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경감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대학의 교육중점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이 정적 관계

에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학의 교육중점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은 서열에 따라 교육중점이 상이하다. 상위서열 대학은 연구중심대

학(research university)을 표방하여 학문지향교육을 실시하고, 하위서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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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교육중심대학(education-based university)으로서 직업지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이춘근, 민철구, 2001). 연구중심 대학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수준 높은 학문 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교육중심대학은 학부를 중심으로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박

동열, 배을규, 2004; 이춘근, 민철구, 2001).

이러한 대학서열별 교육중점의 차이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이

정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의 경

우,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

지만 대학에서 학문중심, 연구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대학교육을 통해

서는 그 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사교육을 통해 노동시

장의 요구 역량을 함양하고자하기 때문에 상위서열 대학의 취업사교육 참

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이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의 경우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게 직업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위서열 대학의 학생이 상위서열 대학의 학생에 비해 취업

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대

학이 학문 중심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준비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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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사교육에 관

심을 가지고,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영향이 취업사교육의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김동일

외, 2011)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 영향이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서열은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노동시장의 구조 하에서 학생들이 대학의 서열에 따라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그

에 맞게 취업사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1차 노동시장에 진

입하게 되는 상위서열 대학 학생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취업사교육에 많이 참여하지만,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하위서열 대학 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역량이 요구되므로 취업사

교육 참여가 적다. 또한 분석결과는 대학의 교육중점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서 벗어나 학문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때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

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위서열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탐

구하고 연구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므로 학생들이 대학교

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없다. 따라서 상위서

열 대학 학생들의 취업사교육 참여가 많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사교육

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학서열이 외국어사교육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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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대학서열의 정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

려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에서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

된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의 종류 다르고, 학생들은 대학서열에 따라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주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

이 되는 유형의 취업사교육에 참여하여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1차 노동시장에서 국제화 능력과 전문지식 등을 중요시하므로 상위

서열 대학 학생은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사교육과 전문지식 향

상을 위한 전공공부 사교육 등에 집중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에서는 구체

적인 직무기술을 강조하므로 하위서열 대학 학생은 직무기술 향상을 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전공공부 사교육에 집중한다.

셋째, 대학의 서열은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도 정적 영향을 미

친다. 즉, 대학서열이 높을수록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사교육 참여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서 학생들은 자신

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그 에 맞게 취업사교육에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대학의 교육중점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관계없이 학

문 중심으로 일관되면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취업사교육비도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사교

육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학서열이 영어 사교육, 해외연수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오히려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 학생

들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는 취업사교육 참여에서 나타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대학서열에 따라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강

조하는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관련 유형의 취업사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

하여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생 취업사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고자 하는 대학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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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문 중심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

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

다. 대학이 학문탐구를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

으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의 역할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오호영,

2015). 대학생 취업 문제가 더 악화되고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이 계속 증가

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은 ‘교양교육

을 통한 엘리트의 양성’에서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력 양성’으로 변화되고

있다(윤정혜, 유영림, 2015).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

학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에 대

한 기업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다(양승실 외, 2006). 따라서 이제는 대학

이 학문과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용적 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상위서열 대학도 현장 중심 교육

(work-based learning)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충

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

움을 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취업 문제

가 심각해지면서 노동고용부에서는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대학에 취업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각 대학에서는 취업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다(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란 “구직자로서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윤정혜, 유영림, 2015, p. 483). 대학에서 시

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강원준 외, 2008; 이종찬, 최기원, 이대용, 2013; Sewell & Darce, 2010),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원서 제출부터 면접

까지의 취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구직자인 대학생의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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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강원준 외,

2008). 구직과정에서 직접적인 취업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구

직자가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개발하고 구직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

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서열에 따라 주로 진입하는 노동시장이 다

른 것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요구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이나 기업에서 강조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

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산학협력을 내실화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대학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말한

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2003). 산학협력은 대학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서(양

승실 외, 2006) 정부는 산학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였고 2012

년부터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기

업 간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업과 대학 간의 인식 차이에 따

른 교육과정의 괴리가 있었다(김흥수, 2013). 사실 산학협력이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면 대학이 현장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취업률 향상 및 취업사교육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론위주의 공

급자 중심형 산학협력에서 벗어나 대학은 교과목 편성이나 프로그램 개선

등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론과 실무가 병행하는 교육을 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역

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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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university students are participating private tutoring and

spending much money on private tutoring in Korea. That means that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becomes an acute problem as

much as private tutoring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lik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have private tutoring for getting a job. Each job requiring

different competencies of workers made many kinds of private

tutoring. Therefore, the problem of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need to be approached from the different way proble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private tutor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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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is related to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 because university students have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Labor market is divided into two sectors, which is called

dual labor market. Jobs is rationed job seekers to in order to ranking

of university they graduated in dual labor market. University students

have private tutoring to develop the competencies that labor market

they are able to enter requires. Thus,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is related to university ranking.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on relation with university ranking and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so f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 with university

ranking and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For

this, this study analyzes how university ranking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and their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And this study

analyzes if the way university ranking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rivate tutoring. This study uses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o get the estimates of binary logit regression model

tobit regression model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ranking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positively. This result implies that many students of universities in

high rank have private tutoring and spend relatively much money on

private tutoring to develop a high level of competencies that the

primary sector they will enter requires, and fewer students of

universities in low rank have private tutoring and spend less money

on private tutoring because the secondary sector they will enter

requires a relatively low level of competencies. This resul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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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s that universities in high rank as research-focused university

cannot help students improve a high level of competencies that the

primary sector they will enter requires, and that universities in low

rank as education-based university can help students improve the

competencies that the secondary sector they will enter requires.

Second, the way university ranking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rivate tutoring. This is because the primary sector and the

secondary sector requires different competencies. The primary sector

requires international skills and expertise of workers significantly and

the secondary sector requires specific job skill of workers

significantly. Thus, students of universities in high rank focus on

private tutoring related to foreign language and students of

universities in low rank focus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and private tutoring related to major.

Policy implications drown from these findings for university

officials and policy maker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universities should implement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anpower needed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 role of university is

changed from ‘training elites through liberal education’ to ‘developing

manpower suitable for the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universities,

especially those in high rank need to implement a practical education

as well as a theoretical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can

decrease i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and their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Second, it is recommended that government and universities should

make employment support programs helping university students

improve the competencies that labor market requires. Most

employment support programs have been focusing job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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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not improving university student competencies. That makes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increase. Therefore, each rank of university needs to do requirement

analysis and make the customized programs helping university

students improve the competencies that labor market they will enter

requires.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a university education should

combine theory with business through enrichment of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UIC). UIC can make the employment structure

of university training high skilled manpower and the company

employing those. That structure must makes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decrease. Therefore,

universities need to reflect opinion of companies in organizing

subjects or improving education programs and to revitalize UIC.

keywords : university ranking,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dual labor market, required

competencies, prior education of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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