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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고는 우리나라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대학진학행동의 지역적 패턴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그 변화

의 기저에 깔려 있는 교육행통과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팽창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었으나， 실제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중심지역 지향
경향은 대학교육기회가 제한적이었던 1970년대에 비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패턴을 가져오는 배경으로 고용
기회의 중심지역 집중경향，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채용기준의 상향조정 등노동시장의 변화와관련이 있다.나아가노동시

장의 단충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첫 학교-직장이행단계가 개인의 전 생애이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도 그 배경으
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대졸학력소지자의 과잉공급 하에서 출신대학의 사회적 평판은 개인의 구직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대학의 역사가 오래 되었고 따라서 사회적 평판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대학들이 입지해있
다. 이점도 대학진학행동의 수도권 지향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 대학교육기회， 대학진학행통， 노동시장

Abstracts : Since early year of 1980’ s , the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of Korea has been
expanding and dispersed regionally. Even though it, the university choice attitude of high school leavers
has shown

preferencε

for universities in

corε

region of Korea. This

attitudε

seems to be affected by

somε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the unequal distribution of white collar job or professional job ,
the sectoral and spatial segmentation of higher job market , changing recruiting practice of employer etc.-.
Key Words : the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 university selection behavior, labor market.

1.

는 교육기관의 양과 질， 교육기관에의 도달거리 그

서론

리고 그 지역의 사회경제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정 지역의 교육행동은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Maier， et. a l., 1975).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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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교육기관이 결여되거나， 교육기관에의

있다. 오히려 대학은학생수급을우려할지경에 이

도달거리가 멀면 이것이 교육기회접근의 장애 요

르렀고 과잉교육(over-education) , 혹은 학력인플

소가 된다. 특히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은 상대

레이션 (education inflation)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으로 더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수요자들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통학비， 숙박비 등 정규 비용 외에 추가적 비용을

서 가족배경과 학업성적， 학업성적과 교육수준， 교

부담해야만 그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육수준과 직업성취간 각각의 상관관계가 오늘날

많다. 즉 특정 집단은 거주지와 교육기관 사이의

에도 존재한다고 주장되고 있다(김영화 · 김병관，

상대적 위치라는 요인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불리

1999).

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는다.

대학교육의 확대가 진정한 사회적 불평등을 줄

교육기회의 지역격차，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교육

이는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려면， 대졸학력이 노동

행동의 공간적 차별성은 단순히 교육문제에만 의

시장에서 직업획득과 직업지위 나아가 사회적 이

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회의 제약은 직업기

동의 발판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한

회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자녀의 교

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분단， 기 업내부노

육기회가 제약받게 되며， 더 나아가 자녀의 사회계

동시장의 발달， 고용관행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

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계층

성 때문에 상당수의 대졸학력 소지자가 노동시장

의 재생산을 초래한다. 같은 논리를 공간적 관점으

에서 학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로해석하면，특정 지역이 발전잠재력이 취약한공

가 많다(이두휴，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학

간， 이른바 수동공간， 취약공간의 성격을 갖게 되는

력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

데에는 교육기회의 제약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고 여전히 교육기회를 둘러싼 사회계층간 갈등이

뿐만 아니라， 수동공간이기 때문에 현재도 상대적

야기되고 있다. 예를들면，특목고문제， 8학군문

으로 교육기회의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이것이 다시

제， 서울과 지방학교 학력격차 문제 등이 그 대표

지금과 같은 수동공간을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킬

적인 예들이다. 그이변에는과잉교육하에서 직업

가능성이 매우높다. 즉，교육기회의 제약이 지역적

획득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 단순히 교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육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학력 표징 보다는 구직경

많은 국가에서 교육기관 특히 고등교육서비스의

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자질을 표상해주는 학력의

공급은 공공 부문이 전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담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잉교

당한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지리적 밀도， 도달거리

육 하에서 학력의 가치가 완전히 위축되는 것이 아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격차는 교육서비스의 공급

니라 새로운 형태로 평가될 뿐이다.
이는 결국 교육체제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

문제로도연결된다.
사회발전 추세에 맞춰 한국의 대학교육기회는

와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괄목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로 사회 일반에서는

노동시장과 교육체제의 상응관계가 공간적으로

대학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계층간， 지역

표출된 것이 교육수준이나 대학진학행동에 있어

간 격차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는 인식이 퍼지고

서 중심-주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심-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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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대학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대학교육기회

원령의 시행을 계기로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설

도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여러

립과 정원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

국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다. 따라서 대학정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장과

있다 (Fassman

and Meusbrger , 1997; Fielding ,

억제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대학교육의 확대과정

1992; Savage , 1988; )11 田力， 1992). 그리고 이처럼

은 대체로 1979년 이전의 억제기와 1979-1993년에

고착화된 중심-주변 구조는 노동시장의 지 역적 분

이르는 확대기 그리고 1993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단， 고용정보의 국지적 유포에서 비롯된 노동시장

대학정원 개방기로 구분될 수 있다(김영철 · 이정

의 공간성과 이 구조에 적응하려는 개인의 교육행

규， 2000). 대학정원 개방화란 기본적으로 일정한

동 및 취직행동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혹은 강화

교육시설 기준을 갖출 경우 대학의 신설 및 증원을

되면서 나타난 결과란 것이 입증되어 왔다.

허용하는 준칙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수준과 사회적 계

으로 1979년 이후 계속된 대학정원의 확대기의 연

층이동 기회의 중심-주변 격차를 가져오는 또 하

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나의 측면인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공간적 패턴

대학의 성장은 1979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억제

을 고찰하고 그 형성 요인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기와 그 이후의 확대기로 크게 양분된다고 할 수

한다‘

있다.

(1 ) 정원억제기 (1979 년 이전)

2.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학교육기회
의 확대과정과 대학진학행동의 지

한의 사회적 수요만을 반영하는 정도 이상의 양적

역구조

확대를 억제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4년

1979년 이전 대학정원 정책의 기본 방향은 최소

제 대학의 숫자는 1965년 70개교에서 1978년 74개

1) 대학교육의 확대과정

교로 대학 숫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입

학생의 숫자는 1965년의 22천명에서 1978년 80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수는 해방

명으로 약 3.6배 정도 증가하였다. 대학 정원 증원

당시 7 ，81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현재 336만

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주로 이공계에

명을 초과승}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해왔다. 이제

집중되었다. 이처럼 4년제 대학의 정원을 억제하

고등교육 학령인구(18세)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는 대선에 부족한 산업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은 75%를 넘으며，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

2년제 대학의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고등

도 38%를 넘어섰다. 가히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

교육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동안 2년제 대학

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

의 숫자눈 1965년 14개교에서 1978년 112개교로

금까지 이러한 고등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가 일

약 10배증가하였다.

정한 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

이 기간 동안 대학 및 대학정원의 분포는 극단적

우 1955년 대학설치기준령과 1965년 대학학생정

인 서울 집중 경향을 보여주었다. 1965년 당시 전

-219-

우리나라 대학진학행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고찰

체 대학의 56%가 그리고 대학입학 정원의 62%가

원제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입시 경쟁을 근원적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1975년의 경우에도 각각

으로 해결하는 한편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한

50'쐐 58%로 10년동안 서울 집중 경향은 거의 변

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의

화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도 주로 당시

실시는 결과적으로 대학 정원의 엄청난 증대를 가

의 도청 소재지， 즉 지방중심도시에 입지를 하였

져와 한국 고등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 결정적인

다. 당시 각 시도의 고등교육기관은 1개의 국립 4

계기가되었다.

년제 대학과 소수의 사립 4년제 대학으로 구성되

1985년 당시 대학의 숫자는 91개교로 1978년의 72

어 있었다. 따라서 4년제 대학 교육기회의 시도간

개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대학입학정원도 1978

격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립 대학의

년 약 80천명에서 1985년 약 202천명으로 약 2.5배

입지이었다. 그러나 사립 4년제 대학의 절대 다수

증가하였다. 이후 대학의 숫자와 입학정원이 더욱

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늘어나 2어0년 현재 대학의 수는 1617R교에 이르고

입학정원도 314천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 결과

(2)

200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약 38%가 4년

정원확대기 (1979년 이후)

1979년에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각각 약 3.0

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천명과 1. 6천명의 화생 증원이 이루어졌다. 이러

서는 그 비율이 5αYa:를 넘기도 한다. 바야흐로 고등

한 대학정원의 증원은유례없는대규모증원이었다.

교육이 본격적인 대중 교육으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1979년도의 증원은 2년제 대학에 비해 4년

1985년 이후 대학의 입지 양상을 보면， 이전 시기

제 대학의 정원이 더 크게 증가하여， 종전의 증원

에 비해 서울집중도가크게 약화된 것을알수 있

양상과 대조적이었다. 이는 당시 대학 교육에 대한

다. 이 기간동안 겨우 3개교가 새로 늘어났을 뿐이

수요압력이 매우컸던사회 분위기를고려한증원

다. 대학정원에 있어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

조치였다. 즉 1970년대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고

속 줄어 1985 년과 2000 년 현재 각각 16.6%과

급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대학정원은 억

23.7%로 나타나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

제되어 왔던 바， 이 무렵 학력간 고용 및 임금 격차

음을알수 있다. 대신 인천과경기의 비중은계속

가 크게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교육기회 획

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1975년 기준 인천과 경

득을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

기 지역이 전국 대학입학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의

은 3.8%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11.2%로 그

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증원， 증과를 대폭 허용하는

리고 2000년에는 13.1%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방향으로 정책 선회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도 과거 지방중심도시가 전체 시도의

1981 년은 다시 한번 한국고등교육기회의 확대에

대학수 및 대학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

획기적인 계기가마련된 시기였다. 정부는 이 해에

으로 높았으나， 점차 지방의 다른 도시에도 대학이

대학문호를 크게 늘려 입시경쟁을 줄이는 대신 대

설립되고 대학정원이 늘어나 과거와 같은 집중경

학에서 엄격한 학사관리로 학사 취득을 어렵게 한다

향은 많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는 취지로 졸업정원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졸업정

새로 대학이 입지하고 정원이 늘어나는 지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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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

39

경기도1)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1)
전라북도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1)

5
2
4
3
3
6
6

(2005. 2)

1) 시도별 대학교의 수와 입학정원

36
4
4
3
4
3
3
5
9

36
11
5
4
9
5
6
9
14

제주도

39
27
8
8
18
8
17
18
16
2

13_572
749
357
398
573
795
L437
L788
L809
210

33 ,579
2209
L711
L681
L979
2263
2_997
5315
6_007
512

65 ,065
22 ,572
8,011
8.849
15 ,553
12368
13458
24 ,724
29500
L834

74 ,421
41 ,204
15 ,423
14.095
40 ,635
19.762
22 ,590
38_340
41 ,915
3.025

주 : 1) 각각 광역시의 대학교 수와 입학정원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가운데 많은 경우가 중심도시 주변에 위치한 도시

경희의 연구(1976) 이다. 당초 이 연구는 대학진학

들이다. 여하튼 대학정원 확대기에 들어와서 우리

행동을 도시세력권을 잘 나타내는 파악할 수 있는

나라 대학의 입지 패턴은 대체로 서울과 지방중심

지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설은 대학진

도시 집중 경향이 다소완화되는추세에 있음은분

학행동 및 교육기회의 공간구조가 도시세력권과

명하다. 다만 경기도의 신설대학 숫자가 많고 대학

매우 일치함을 보여주어 당시 교육기회의 공간구

정원도 크게 늘어났고 수도권 집중 경향은 여전히

조를 형성하는 원리를 추론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입지 패턴은 대학

수있다.

정원의 확대가 교육수요자의 밀도와 취업기회의

홍경희의 연구에서는 각 지방중심도시 소재의

공간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전개되어왔

대학의 취학권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파악하

음을시사하는것이다.

였다. 전국 각 시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청주， 춘천， 제주의 8개 도청소재

2) 대학진학행동의 지역구조

지 즉 지방중심도시에 송출한 학생수를 구해 각 시

군의 총송출학생수에 대한 비율을 구하였다. 이 비

(1)

1970 년대 대학진학행동의 지역구조

율은각핵심도시에 대한그시군의 의존율을의미

대학과 대학정원이 한정되었던 1978년 이전에 대

한다. 이 의존율이 가장 높은 지방도시가 그 시군

학의 분포도 지 역적으로 매우 편재되어 있었다. 따

의 소속권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각 핵심도시의

라서 농촌 출신이나 주변부 지역 출신 대학진학희

취학권은 그 도시로 학생을 송출하는 비율이 가장

망자들은 대학진학은 거주이동을 의미하였다. 이

높은 시꾼을 연결한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이 연

당시의 대학교육기회의 공죠F구조， 이를 기반으로

구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방중심도

한 진학행동의 공간구조를 잘 보여주는 연구가 홍

시들의 취학권은 중심도시가 소재한 도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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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전주권
대전권

청주권
춘천권

출처

2)

핵심도시의 대학생 유입권의 범역 (1970 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l
l

남원， 순찬， 고창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l
!

충청북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남원， 순창， 고창군
천원군(현재의 천안)을 제외한 충청남도

서울권

|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및 경기도 가평군， 양주군
| 상기의 모든 권역을 제외한 지역， 즉 서울특별시， 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천원군

제주권

l

제주도

: 홍경희 (1976: 46).

범위와거의 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단 8개 시

결과는 대학 학생유입권이 행정구역 경계에 의해

군만이 중심도시의 취학권에서 벗어날 정도로 대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행정구역 경계는 정치적

학 취학권과 도 행정구역의 경계는 완벽하게 일치

경계이기도 하지만， 유사한 지방문화가 나타나는

된양상을보여주었다.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학

한편 홍경희의 후속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에 한

진학목적지 선택은 익숙한 문화적 환경에서 벗어

정하여 각급학교의 학생유입권을 분석하여 지역

나지 않으려는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추

스케일에서 도시세력권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

정해볼수있다.

연구를 통해 1970년 당시 각급학교 학생유입권이

한편 진학목적지로서 대구에 대한 의존율이 가

교육기관 소재지로부터의 물리적 거리에 의해 어

장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나 적어도 1%이상을 보

떻게 영호탤 받는지를 알 수 있다. 예상되는 바와

여주는 시군(광의의 대구권)으로 경상북도의 경계

같이，대학의 학생유입권은다른각급학교에 비해

와 인접해있는 시군， 즉 경상남도의 모든 시군과

광역적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하나의 대학 학생 유

충청북도의 대부분 시군 그리고 강원도내 다수 시

입권(대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당

군 등이 있고， 이외 비지적 지역으로 서울， 부산，

시 경상북도의 대학교육기회는 전적으로 대구에

인천， 전주 등 지방중심도시를 포함한 시급 지 역과

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학의 학생

일부군도포함된다. 이러한광의의 대구권의 구조

유입권은 도 행정구역의 경계와 대학소재지로부

를 통해 우리는 당시 대학진학행동의 공간구조는

터의 거리， 송출지역의 중심지 계층 등에 의해 결

문화적 요인(또는 심리적 요인) 이외 물리적 거리

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

와 중심지 체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추정해

은 대학진학목적지로서 대구에 대한 의존율이 다

볼수있다.

른 어떤 대학소재지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

이상의 두 연구를 근거로 볼 때， 대학교육기회가

혀졌다. 예를 들면 대구로부터의 직선 거리가 먼

매우 제한되어 있던 1970년 무렵의 대학 취학권 구

영양군의 대구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합

조는 각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뚜렷하

천군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게 분할된 패턴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띠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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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당시 대학의

험 성적과 응시자들의 진학희망학과 및 진학희망

수가 많지 않고 따라서 대학간 경쟁도 크지 않았다

대학을 자료로 대학지원자들의 전공 선호도 및 대

는점 이외에도，교통이 낙후하여 원거리 유학자체

학선호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비록 실제로 나타난

가 어려웠다는 점 , 대학의 서 열화가 두드러지지 않

진학행동을 조사한 것은 아니나， 최근의 진학행동

아 굳이 인접해있고 익숙한 문화권의 대학을 벗어

의 지 역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나 진학하려는 열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워

해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지원자들의 불과

낙 대학진학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학희

29.5%만이 연고지역의 지방대학에 진학하기를 희

망자들이 대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

망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생각해볼 수

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인천 · 경기도 대학으로

있다. 또한 산업화된 노동시장이 아직 충분하게 형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비율은 각각 46.2%봐 14.8%

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가능성에 기초한

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 대학지원자의 61% 정

중심-주변 구조의 진학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도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는 점도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정도로극단적인 지역적 편향성을보여주었다. 또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대학지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

(2) 최근의 대학진학행동의 지역구조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진학 목적지 선

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는 비록

택과 관련하여 최근 경향을 잘 보여주는 연구로는

연고지역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

노국향의 연구(1 997)가 있다. 이 연구는 1997년 전

았지만 연고지역을 제외한 대학진학 선호지역으

국의 고등학교 3학년 및 재수생을 포함하는 대학

로 서울과 수도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지원자 약 5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수능시

런데 시험성적을 동시에 고려하면， 대학선호에 있

〈표

3)

대학지원자들의 출신지역별 대학진학 지망지역
(단위%)

서울
경기

간
ιJ 워‘...:
동;‘
;j1。
4

전라
겨
c;-=닙.，

경남
제주
재수생
합계
주

,

70 .4
45.2
34 .4
313
33.9
24.7
25.9
75.7
56.2
46.2

221
36.7
13.9
9.2
8.3
5.1
4 .4
13.9
12.3
14.8

1. 7
3.3
37 .4
0.6
0.6
0.8
0 .4
12
13
2.3

38
11.1
71
54.5
40
45
20
3.6
7.4
91

0.8
1. 7

1.1
1. 8
50.8
05
0.7
23
30
6.4

진한 글씨는 최고 지망률을 보인 지역이며 밑줄 친 지역은 두 번째로 높은 지망률을 보인 지역임

출처 : 노국향，

1997, p.70의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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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4
3.9
1. 7
1. 2
59.7
7.5
15
14.5
9.5

0.4
0.7
21
0.9
14
4.7
59 .1
20
186
11.7

< 0 .1
< 0 .1
< 0.1
0 .1
0 .1
0 .1
0 .1
5.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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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수도권 집중 경향을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

할 필요가 있다. 진학목적지 선택의 잠재적 수요가

다. 즉 연고지역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주로 중하위

실제 결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바로 성적 요인이

권 학생들로 조사되었고 상위권 학생일수록 서울

작용하기 때문이지 수요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의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수학생

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연고지 역을 선호하게

들의 진학목적지를 조사하여 지방의 인재 유출현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적 때분이며 성적이 허락하

상을 분석한 임정덕 · 장영재의 연구(1 997)와， 대

는 한 대학지원자들은 서울로 진학하려는 성향이

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수도권과 전남대학교 입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희망전공

시경쟁 양식을 비교 분석한 이두휴(1 993) 의 연구

계열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에 따르면， 성적 요인으로 인한 대학선택의 제약을

있어 최근 우리나라 대학지원자들의 대학진학행

럴 받는 학생들의 경우 수도권 지향 경향을 뚜렷이

동의 지 역구조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극

발견할수있다.

단적 인 수도권 집중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영진의 연구 결과는 대학교육기회의 확

그러나 이에 대해 지방소재 개별대학의 신입생

대 이후 지역중심대학인 전남대학교의 학생 취학

출신지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대학소재지 인근의

권이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고등학교 졸업생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대학진학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홍경희의 연구(1976) 에 따르

행동에 있어서 ‘붙박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면， 1970년의 경우 전남대학교는 광주와 전라남도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영진(2004) 의

전역을 취학권으로 하는 명실 공히 지역중심대학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남대학교 신입생들

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대략 70%전

대략 70% 전후가 광주소재 고등학교 출신학생들

후가 광주지역 출신학생이라는 점은 고등학교 졸

이고， 인근의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출신학생들

업생의 분포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신

까지 포함하면 90%를 상회하는 등 진학행동에 있

입생의 지역편중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어서 연고지 선택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중심도시가

다. 또 안동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박영한의 연구

아닌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대학선택행동을

(1995) 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연구한 조영국(2003)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추정의

-1993년 기간 동안 안동대학교 선입생들의 출신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특히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략 ω-7('fl/o 전후가 대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복수대학 합

구 · 경북권 출신이고 특히 약 50% 전후가 안동시

격자의 실제 대학선택행동을 조사한 것으로 진학

와 그 인근 시군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목적지 선택행동에 있어서 공간적 경향성을 보다

결과는 앞의 노국향의 연구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충청북도

여준다.

충주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경우 충주를 포함하

그런데 후자의 두 연구는 실제 선택결과를 분석

여 충청북도 도내 대학을 선택한 비율이 약 37%에

한 것인 반면에 노국향의 연구결과는 진학목적지

불과하였다. 그리고 도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가

선택의 잠재적 수요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

운데 약 2/3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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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고， 대전까지 포함하면 82%에 육박하고 있

이 늘어나면 대졸자의 설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 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과 도내 이외의 대학에

대졸자가 과거에 보다 낮은 학력소지자로 충원되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도내 대

던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이른바 직종하향이동이

학을 선택한 사례가 지역중심도시인 청주의 학생

발생한다. 그만큼 학력의 가치가 떨어지고 노동시

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에서 학력효과가 줄어옮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

지방소도시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성적 제약이

학교육기회의 공급과잉이 나타나면서 과거에 하

없다면， 가능한 한 과거의 도 단위 취학권에서 벗

위직종으로 분류되던 직종으로 대졸자들의 직종

어나 중심지역으로 진학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

하향이동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박세일，

다는사실을보여준다.

1983; 조영국， 2003).

결과적으로 1980년 이후 대학교육기회가 확대되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의 가치가 저하된다면，

면서 , 주변부 지 역에 있어서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

경제적인 이유， 심리적 유대 등을고려하여 출신지

기회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

역 소재의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진학행동에 있어

선택행동에 있어서 중심지역 지향성은 해소된 것

서 ‘붙박이 경향 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

고찰한 바와 같이 진학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중심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기회가

지 지향성은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더욱 강화

급팽창하였던 1970년대 전후 일본의 대학진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잉교육 하에서

동패턴을분석한 川田力 (1993) 의 연구에서 1980년

대학진학행동의 이면에는 단순히 대졸 학력의 취

진학이동패턴도 197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심

득이라는 동기 이외에 보다 복잡한 요소가 고려됨

지역 지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을의미한다.

같이 한다. 이는 교육체제와 노동시장체계간의 상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이해

응관계에서 교육행동을 고찰하고자 하는 교육사

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고용주들은

회학의 문제의식이나 교육행동의 공간적 특성을

노동시장에서 통일학력 소지자의 공급이 늘어나

사회경제적 공간구조와 결부시켜 설명하려는 교

면， 보다 상향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구직자를 선

육지리학의 관점으로 대학진학행동의 지역적 패

발하려는 경향이 있다(박세일， 1982). 그러나 구직

턴을 규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자의 자질을 판단해줄 수 있는 질적 지표를 적용할

(Meusburger , 1998).

경우 선발비용(screening cost)의 추가적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구직자의 자질을 손쉽게
판단해줄 수 있는 간접적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3.

노동시장의 구조와 대학진학행동:
진학목적지 선택의 지역패턴에
대한해석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전공분야，
출신대학의 사회적 평가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
다. 이처럼 대학교육기회의 확대，노동시장에 있어
서 대졸자 공급과잉 그로 인한 기업의 채용기준

노동시장에서 대졸 학력을 갖춘 구직자의 공급

강화 등으로 인해 대학진학행동에 있어서 구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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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학과 전공분야로의 진학 동

용과 같은 비표준화된 고용관행을 선호할 경우 특

기는 더욱 강하게 표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정한 직업을 획득할 기회는 더욱 지역적으로 편재

하나의 노동시장이 입직 경로， 승진경로， 임금， 근

될 가능성이 짙다(Fassmann et a1., 1997; 박영한

무연한 등이 여러 부분노동시장으로 분화되어 부

외 역， 2002 , 103-107). 이러한 경향은 전문직일수

분노동시장 사이의 이동이 매우 어려운 노동시장

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결국 대학교육에 대한 교

의 단층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첫 학교-직장 이행

육행동 도달범위는 다른 교육단계와 달리， 거주지

단계에 있어서 개인의 구직경쟁력이 사실상 개인

역으로부터 교육기관의 입지에 이르는 도달범위

의 전 생애 이력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장상

만이 아니라 교육장소로부터 노동시장에 이르는

수， 2001).

도달범위도 함께 고려되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만일 대학교육으로부터 얻게 되는 직업적 지위

것이다. 바로 노동시장과 교육체제간의 이러한 상

가 개인이 느끼는 대학교육의 효용 정도를 결정하

응관계로 인해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가 일어나더

고， 대학교육으로부터 얻게 될 효용의 기대치가 개

라도， 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을 얻

인의 교육행동 도달범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을 수 있는 출신지 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행

고 가정한다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교육행

동양식， ‘붙박이경향 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

동의 도달범위 양자간의 상관성도 상정해볼 수 있

으로판단된다.

다. 특히 노동시장의 단층화는 직종별로도 나타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970

지만， 공간적으로도 발현된다. 즉 취업기회의 내용

년 이후 대학교육기회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지역

과 정도， 임금률 등등의 노동시장 지표에 있어서

적으로 분산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일자리의 분

국가 전체 평균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노동시

포， 특히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과 같이

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직종별 취업기회의

과거부터 대졸학력 소지자들로 주로 충원되어 왔

지역적 편재는 구직자의 작업탐색 비용이나 작업

던 상위직종의 일자리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

정보 접촉 가능성의 크기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표

이어진다. 더구나 구직 장소는 지 역적으로 분산되

상위직종의 일자리 중 57%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어 있더라도 취업기회를 배분하는 의사결정권이

있는데 이는 1970년의 46%에 비해 11% 정도 늘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거나， 이들 의사

났다. 같은 기간에 상위직종의 일자리 숫자는 약%

결정자들이 대면적 접촉 비공식네트워크 통한 채

만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약 330만개가 수도권

〈표

4> 상위직종(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수도권 집중추이
1980년

전국
수도권

수도권 비중(%)

1,012
469
46

1,918
990
52

자료: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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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늘어나 증7}분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

판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대학들이 입지해있다. 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인력채용권한의 본사

점도 대학진학행동의 수도권 지향성을 심화시키는

집중， 기업내부시장의 발달 이외에 필기시험에서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 중심으로의 채용방식 변화， 신입

대학교육과 관련된 교육행동의 도달범위 체계는

사원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의 선호 등으로 인해 노

다른 교육행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동시장의 공간적 단층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을 것

지위， 교육에 대한 열망과 연관되어， 거주지역으로

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부터 교육목적지에 이르는 시간적， 경제적 혹은 노

인해 대학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진학행

력으로 표현되는 거리의 함수로만 결정되지 않는

동의 중심지역 지향성은 오히려 강화될 소지가 많

다는 점이 대학교육과 관련된 공간행동이 가지는

은것으로보인다.

독특성이다. 대학교육은 교육수요자에게 있어서
전문적 직업을 얻기 위한자격 획득의 창구이며，보
다고차적인 의미의 문화자본을 얻는수단이다. 그

4.

토론 및 정책적 함의

러므로 개인이 가지는 대학교육의 도달범위는 비
용의 함수가 아니라 효용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이후 대

다시 말해서 대학진학행동의 공간적 전개는 대학

학진학행동의 지역적 패턴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

소재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노동기회의 양과 질에

지 고찰하고， 그 변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교육행 ‘

의해 결정된다고하겠다.

동과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하였

대학의 입지결정과 증원결정도 이 측면을 고려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할 때 대학 자체의 존립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으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팽창되

며 사회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었으나， 실제 대학진학행동

까지 한국의 대학교육 정책은 교육기회의 공급이

에 있어서 중심지 역 지향 경향은 대학교육기회가

라는 좁은 교육 내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왔다고 볼

제한적이었던 1970년대에 비해 더욱 뚜렷해지고

수 있다. 그것도 입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있다. 이러한 지역패턴을 가져오는 배경으로 고용

극히 편협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기회의 중심지역 집중 경향，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인식 태도에는 대학교육

채용기준의 상향 조정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

행동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교육시설의 수용량과

이 있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단층화 현상이 더욱 심

도달범위 체계 측면， 또 그것과 노동시장의 수용량

화되어 첫 학교-직장이행단계가 개인의 전 생애이

과 도달범위체계간의 연계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

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도 그 배경으로

될 여지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현재 우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대졸학력소지자의 과잉공

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 경쟁

급 하에서 출신대학의 사회적 평판은 개인의 구직

력의 약화， 대학선택에 있어서 극단적인 수도권 집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수도권

중， 지방대학의 위기 등 총체적인 대학위기 상황이

에는 대학의 역사가 오래 되었고 따라서 사회적 평

라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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