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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두 가지 채용경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 및 공
개채용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비교하고, 그 속의 메커니즘을 규명
하고자 한다. 이는 90년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을 단순한
채용방식 중 하나로서 그 효과를 나열하는 식이었던 것에 반해,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부여하며, 적합성이론(fit
theory)과 ASA이론 등의 이론적 구성에 포함시키고자 한 시도이
다. 더불어,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 진화해온 공개
채용을 재평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일념 하에
GOMS2014 패널 자료에서 추출한 8443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 선형 회귀분석, ANOVA, t-test, Sobel test,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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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ROCESS 모델을 활용하여 검정한 결과, 크게 네 가지의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공개채용보다 직무-전공 일
치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적합성의 측면에서 공개채용보다 열등하
였다. 즉,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적격자를 채용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활
용한 경우 공개채용의 경로를 통하는 지원자들보다 학점 또한 낮
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인적자본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자본을 활용(leverage)함으로써 지원
자들은 본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인 전공과 관련이 적은 직무에 취
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인적자본의 수준도 낮았다.
세 번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속
성에 따라 효과가 상이함이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의 속성
은 추천인과 추천을 받은 사람 간 관계의 정체를 의미하는데, 학
교추천채용의 경우 다른 추천채용의 경우보다 부정적 효과가 덜했
으며, 친지추천채용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더욱 증폭되었다. 마지
막으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부정적 “적합성”은 높은 이
직의도로 이어졌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예상과 결과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채용경로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에 대한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추구해야 함을 시사한
다.

주요어 : 채용경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 추천채용, 공개채용, 이
직의도, 직무-전공일치도, 공적인적자본

학 번 : 2015-2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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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매년 약 46만 정도의 대졸자가 취직한다(통계청, 2017). 대졸자들은
전공과 분야를 불문하고 본인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임하는데, 이때 그들은 각자 지닌 능력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취업에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활용(leverage)할 수 있는 능력
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인적자본
(human capital)이다. 사회적 자본은 타인과 지닌 관계, 즉 네트워크의
힘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 기회를 제공하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를 보유
하는 것(Burt, 1992; Seibert, 2001)을 의미하고, 인적자본은 개인의
지식(knowledge), 기술(skill), 역량 (ability)의 집약으로(Campbell et
al., 2012), 소위 말해 구직자들의 ‘스펙’을 일컫는다. 구직자들은 본
인이 지닌 자본의 성질에 기반하여 자신의 채용 기회를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가 지닌 자본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채용 경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인의 친밀
하거나 간접적인 관계들을 활용하여 취직의 기회를 얻는 사회적 자본
활용 채용의 효과에 주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문서화된 인적자본과
공식화된 시험 등을 통하는 공개 채용의 효과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 활용 채용과 공개채용은 모든 채용 방식의 6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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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GOMS, 2014). 26%에 해당하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가장 비공식적인 채용 방식 중 하나로, 간소화된 채용절차와 추천인에
대한 신뢰를 십분 활용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공개채용은 우리나라 채
용에서 36%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 채용의 하나로, 보통 서
류전형, 필기시험, 1~2차례의 면접전형을 의무화하며, 후보자들의 정체
성(identity)보다는 그들의 공식화된 능력에 비중을 두어 선발한다(이종
구&김홍유, 2010).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상이한 채용경로는 각
각 다른 종류의 자본을 활용한 채용방식이기 때문에, 직무태도, 직무몰
입, 직무만족도, 성과 등 여러가지 심리적 루트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정범구 & 이재근, 2001; Breaugh et al., 1984; Ullman,
1966). 또 이러한 심리적 효과들은 차후 이직 여부로도 이어진다
(Decker and Cornelius, 1979; Gannon, 1971).
이처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과 공개채용은 비공식적/공식적인
채용경로라는 차이뿐 아니라, 구직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자본의 역할,
그에 따른 심리적 효과 등에서 상이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수행능
력, 만족도, 성과, 그리고 이직과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다
른 채용 경로가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
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과 공개채용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는 적었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는 더더욱 없었으며,
그나마도 20여년 전의 구시대적 (outmoded) 연구들로 현대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Beaman et al., 2012). 정보와 네트워크의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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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채용 방식은 진화를 거듭해왔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과 공개채용의 효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정보의 모두
변한 현대의 관점에서 새로운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기존 연구는 여러가지의 채용경로들을 메타 분석한 뒤, 특정 경로가
다른 경로에 비해 어떠한 심리적 효과를 가지는 지 살피는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이론적인 프레이밍을 시도한 바 없었다.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 및 공개채용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왜 특정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블랙박스가 존재한다
(Breaugh et al., 2000;
특히,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에 대한 연구에는 커다란 비약이 존
재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추천채용’이
라는 용어로 명명되며, 종업원의 추천에 의한 채용만으로 한정된다. 즉,
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그 사회적 자본의 주체(identity)
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Burt, 1997; Coleman, 1988).
때문에 ‘누구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추천인과 구직자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추천인이 구직자에 대
해 활용하는 정보 및 그 매칭의 효과성 등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개선점에 주력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우선, ‘사회적 자본’ 혹은 ‘인적
자본’의 프레이밍을 통해 두 가지 채용경로의 효과를 이론적 구성 안
에 포함시켜 향후 해당 변수들의 의미를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Fit theory와 ASA 이론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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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하여 두 가지 채용방식과 직무적합성 간의 관계를 볼 것이다.
또 직무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심리적 경로
들을 연결하고, 이것이 어떻게 조직이탈로까지 이어지는 지를 하나의 총
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서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고
려하여, 추천채용에도 특정 관계의 성질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 및 효과
가 있을 수 있다는 사회적 자본의 이론을 수용하여 이러한 관점을 연구
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관계”의 단위는 학교, 친지, 사원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에 대한 속성을
세분화시킴으로써 이론적 체계의 완성도를 높인 최초의 시도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채용경로
가.

사회적 자본 활용 채용과 공개채용

두 가지 채용경로의 효과를 비교하기에 앞서, 이 둘의 기본적인 성격
과 목적, 특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간단한 표로 정리해보았
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 짧은 채용 프로세스
와 추천인의 신뢰에 기반한 적격자 검증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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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공개 채용의 경우, 가장 큰 특징으로 익명적이라는 점과 시험 및
면접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다단계 프로세스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표 1>
공개채용

사회적 자본 활용 채용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모집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한정된 인

-학업적 기록, 이력서, 필기시험 등

원을 대상으로 모집

으로 선별(screening) 실시

-추천인의 신뢰도를 사용하여 선별

-공적 정보로 정보비대칭 해소

실시

-조직에 적합한 인재상 제시

-비공식적이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정

-익명성과 공정함 강조

보비대칭 해소

참고. Montgomery(1991); 이종구 et al.(2010); 정범구 et al.(2002)

제 2 절 직무 적합성
직무적합성은

개인과

직장/환경의

적합성의

일부로서

(Kristof-brown et al. 2002; Oreilly et al., 1991), 개인의 흥미와
노력이 직무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합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적
합성을 갖는 것은 동기부여에 좋고 (Locke, 1976), 감정적으로도 좋다
(Lazarus, 1991). Dawis & Lofquist (1984)는 직무적합성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개인의 지적자산
과 직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의 합치,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선호와
직무가 제공하는 보상의 합치이다. 즉, 직무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흥미에 대한 정보가 둘 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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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직무적합성 중에서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이 보
유한 능력의 일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무-전
공일치도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전공은 본인이 가장 주되게 받은 교육
내용, 즉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내용을 대변하며, 본인의 능력요인을 상
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박희인 et al., 2011), 직무-전공일치
도는 근로자가 축적한 능력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더불어, 해당 학점들을 이수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얻었는지, 즉 공적 인적자본의 퀄리티도 연구의 논리 전개
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가.

직무-전공일치도(Major-vocation fit) 및 공적인적자본

우선 직무-전공일치도를 보겠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대체 가
능하다 Burt (1997)는 특히 인적자본의 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활용을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며,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
적 자본으로 일정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Adler &
kwon, 2000).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대체성’은 채용의 경우에도 도드
라지게 나타난다. Dess & Shaw (2001)는 채용에 있어서 “인적 자본
적” 자격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채용절차를 공식화하기보다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하는 만큼, 사회
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비용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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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Breaugh(1984)는 이를 가장 효율적인 채용 방법 중 하나라고 일컬은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정보의 비대칭 및 이에 따
른 리스크 감소를 목표로 한다. Montgomery(1991)에 따르면, 추천채
용은 직무매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는 네트워
크의 링크가 있는 경우, 기업은 추천인과 리스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
인에 의한 변동(idiosyncratic shock)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Udry,
1994; Ligon & Schechter, 2010). 즉,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최악을 피하고 적어도 차악 이상의 선택을 하기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
으며, 이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로 스크리닝
(screening)을 하고, 비공식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한 루트로 정보비대
칭을 낮춘다. 즉,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 추천인의 사회적
평판, 주관적 신뢰도에 의존한다. 때문에 사회적 자본 활용 채용은 공적
인적자본 의존도를 낮춘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값싸고 빠른 해결방안(quick fix)인 반
면에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

우선

추천인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의한 경우가 있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매몰’되어버리는 바람에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여 (Uzzi, 1997) 올바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없을 때이다. 사
실, 개인은 조직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추천
이 고용주에게 우호적이란 보장은 없다. 즉, 본인의 친분에 의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적격자가 입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로 Bandiera(2007)의 연구에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경
우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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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낮추기도

하였고,

Fafchamps & Moradi(2009)의 연구에 따르면, “추천인 기회주의”가
전체적인 고용인의 질을 낮추었다. 즉,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
우, 공식적 채용에 비해 적합한 능력의 소유자를 고용할 확률을 떨어뜨
릴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과 달리 공개채용은 익명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세 가지의 긴 과정(process)을 거친다. 서류전형, 필기
시험과 몇 번의 인터뷰가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은
공적 정보들을 활용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또 적합성(fit)을 높이
기 위한 노력으로 인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시한다(이종구&김홍유,
2010; 정범구&이재근, 2002).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
용의 경우, 공개채용의 경우보다 공적인 인적자본을 덜 활용할 것이므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1. 사회적자본활용채용은 공개채용에 비해 낮은 전공일치도로
이어질 것이다.

가설2. 사회적자본활용채용의 경우 공적채용의 경우보다 공적 인
적자본 (GPA)가 낮을 것이다.

1) 직무-전공일치도, 공적인적자본 의존도와 사회적 자본의 속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단순 그 효과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 자본을 활용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해당 관
계의 정체성(identity)에 의해 채용에 활용되는 정보의 성격,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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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태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Coleman, 1988). 따라서 해
당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을 세 가지의 경우—(1)
학교(교수) 및 교육기관의 추천에 의한 경우 (2) 해당 조직에 소
속되어있는 종업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경우 (3) 친구나 가족의 간
접추천에 의한 경우—로 분류하여 각각 연구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속성에 따라 전공일치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는 논리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사회적 자본의
속성(학교추천, 사원추천, 친지추천)이 지닌 정보의 질이 다름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지원자에 대해 활용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가) 정보의 비대칭

<표 2>
전공에 대한 지식

직무에 대한 지식

학교

많음

적음

친구/가족

적음

많음

사원

적음

적음

우선, 지원자의 학점 이수 주전공과 시행하게 될 직무의 매칭이 효
과적이기 위해서는 (1) 전공에 대한 지식과 (2) 직무에 대한 지식이
둘 다 필요하다.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당 전공에 대한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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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추천, 즉, 해당 학과의 교수님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해당 직무에 대한 지식은 그 직무
의 역할 수행과정을 직접 목격하며 참여해 본 사원이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반대로 친지추천의 경우, 직무와
전공 둘 다에 대해 아무런 지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전공
일치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나) 채용경로별 활용 정보

<표 3>
공개채용

학교추천채용

사원추천 &
친지추천채용

-문서화된 이력정보
-인성과 적성평가를
위한 필기시험 점수
-2~3차례의 인터뷰

-학업성과, 전공정보

-성격, 친분에

-학생의 태도

기반한 복합적 정보

-인재상

또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공개채용의 경우,
이력서, 필기시험,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의 능력 및 인성에 대해 다양
한 평가를 거치는 한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 이러한
체계화된 절차가 없으며, 추천인의 종류에 따라 지원자에 대해 쉽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 학교추천채용의 경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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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관련된 학생의 정보, 즉, 학생의 전공 및 학점 등이 가장 활용
용이한 정보로, 이를 사용하여 지원자를 스크리닝(screening)할 확률
이 높다. 때문에, 학교추천채용의 경우 다른 추천경로보다, 또, 공개채
용보다도 전공합치도와 공적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3. 친지추천채용은 학교추천채용/사원추천채용보다 직무-전공일
치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4. 친지추천의 경우 사원추천 및 학교추천보다 공적 인적자본
(GPA)가 낮을 것이다.

가설5. 학교추천채용은 사원추천채용/친지추천채용보다 직무-전공일
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6. 학교추천채용의 경우 공개채용보다도 직무-전공일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7.

학교추천은

사원추천/친지추천의

경우보다

공적

인적자본

(GPA)가 높을 것이다.

가설8. 학교추천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의 경우보다도 공적 인적자본
(GPA)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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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직의도
가. 사회적자본활용채용/공개채용과 이직의도
Schneider (1995)의 ASA 이론에 따르면, 유인-선발-소모
(Attraction-Selection-Attrition)의 과정을 통해, 조직과 적합한
인재는 남고 (retention), 조직과 적합하지 않은 인원은 이탈하여
(attrition) 조직은 점점 동질화 되어간다. 즉, 조직을 이탈할지,
남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적합성
(fit)이다. 이때, 채용은 ASA에서 모집 및 선발에 관여하는(Park,
2001) 아주 중요한 적합성 확인 절차이며, 입사의 순간부터 회사
와 지원자는 서로의 적합성을 끊임없이 판단한다.
공개채용의 경우, 모집과 선발에 아주 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
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Lee & Kim, 2010). 각종 채
용공고과 채용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인력 pool을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맞는(fit)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각종 절차들을
개발/활용한다. 반면에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 개인의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적임자를 고용하기
위한 동기 등이 부족하다. 즉, 공개채용의 경우보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가 적합성(Fit)의 측면에서 현저히 열등하기에,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 이직의도가 더욱 높을 것이다.

가설 9. 사회적자본 활용 채용이 공개채용의 경우보다 이직의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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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전공일치도의 매개효과

직무적합성(vocation fit)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
째가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과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간의 적
합성이고, 두 번째는 직무를 이행함으로써 얻는 보상과 개인의 욕
구(needs) 간의 적합성이다. 본 연구에서 본 직무-전공일치도와
공적 인적자본 (GPA)은, 직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의 적합성을 일
부 의미한다. 즉, 직무-전공일치도는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능력적
적합성의 표상이다.
직무적합성은 이직의도와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 중 하나이다.
McCormick et al(1979)가 설파 하였듯이, 개인은 시간이 지날수
록 자기랑 맞는 직업을 찾아 가게 되어있다. 여기에는 회사가 요
구하는 자격과 자신의 지적자산의 매칭에 해당하는 능력요인과,
감정요인이 둘 다 포함된다. 앞서 예상 하였듯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직무-능력에 대한 적합성 뿐 아니라 직무-흥미에
대한 적합성도 낮춘다. 따라서 직무-전공일치도와 직무-적성일치
도는 사회적자본을 활용한 채용과 이직의도의 긍정적 관계를 부분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10. 직무-전공일치도는 사회적자본활용 채용과 이직의도의
정적 관계를 부분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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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연구내용을 모형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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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의 GOMS2014 데이터로,
국내 최대 코호트 자료이다. 매 해 전국 대학졸업자의 4% 정도인
18,000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
과 공개채용이라는 경로로 입사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두 경로를 통하지 않은 입사자들은 모두 결측치로 분류하였다.
이에 총 8433명의 표본이 도출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 이고 (SD=4.326) 직업특성은 경영회계관련업이 21.6%
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및 자연과학분야(9.5%), 보건의료관련업
(8.2%), 영업 및 판매관련직(7.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업(6.9%), 기계관련직(5.8%), 정보통신업(5.6%) 순이었다. 산업
특성으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21.6%) 교육서비스(15.6%),
보건 및 사회복지업(10.7%), 도매소매업(8.7%), 전문과학기술서
비스(8.1%), 출판영상방송정보(7.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총 8433개의 표본 중 남성은
4822로 57.1%에 해당했고, 여성은 3621로 42.9%를 점했다. 또,
총 표본은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57.0%와 사회적 자본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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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용된 43.0%로 이루어져 있다. 공개채용의 경우, 총 4811
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2820
(58.6%)와 1991(41.4%)이며,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3632개로, 남성은 2002(55.1%), 여성은 1630(44.9%)개의 표
본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학교
추천채용 39.0%, 친지추천채용 43.3%, 사원추천채용 16.7%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남성비율은 55.5%, 55.4%, 54.5%로 대체
로 비슷했다.

<표 4> 표본구성
채용경로

N

남성

여성

공개채용

4811

2820

1991

사회적자본활용채용

3632

2002

1630

학교추천채용

1415

779

636

친지추천채용

1610

892

718

사원추천채용

607

331

276

Total

8443

4822

3621

제 2 절 측정방법
가.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총 7개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관계에 영향을 미
칠 것 같은 변인들을 선정하여 모델에 포함시켰다. 우선 성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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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통제하였고,
더불어 채용형태, 사업체 종류, 그리고 사업체 크기를 추가하였다.
채용형태는 문항 A45)에 해당하는 변수로, 현재직장에 입사한 경
로가 신규채용인지, 경력직채용인지, 해당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사회적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경력이 쌓일수록 네트워크
도 늘어날 뿐더러 경로의존도 생기기 때문에 직무 매칭이 더욱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통제하였다. 사업체
종류의 경우, A8)에서 묻는 것으로, 현재 직장의 사업체가 국내의
민간회사인지, 외국계 회사인지, 정부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등을
분류하기 위한 용도이다. 이는 특정 성격의 회사들이 가지는 독특
한 채용방식에 대한 편견(bias)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인데, 예를
들어 외국계 기업은 그때그때 공원 발생 시 수시채용하며 주로 짧
은 채용절차를 고수하는 반면, 정부기관의 경우 시험 절차가 아주
중요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각 기업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을 강조하
는 등의 다양하게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레벨링(leveling)하기 위함
이다. 사업체 크기는 A5)문항으로 회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수를
참고하여 각각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모델에 포함
시켰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갖
는 “평판비용” 및 “의무와 책임” 등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어
도 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Coleman, 1988), 이러한 효과는
종사자의 수가 작을수록 도드라져,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외생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흥미로운 주제이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효과가 아니므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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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채용경로의 경우 문항 A43)의 “현재 일자리에 들어가게 된 주된 경
로는 무엇입니까?”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공개채용의 경우 1번만 1로,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사회적 자본 활용채용은 3, 4, 5번을 1로, 그리
고 나머지를 0으로 더미코딩 하였다. 기본적으로 1, 3, 4, 5번을 제외한
다른 번호들은 분석에 앞서 결측 처리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기본 가설 이외에도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3번만 1로 코
딩하여 학교추천채용 변수를, 각각 3번과 4번만을 1로 더미코딩하여 친
지추천채용과 사원추천채용 변수를 생성하였다.
반면에 공적인적자본의 proxy인 GPA 관련 변수는 문항 F15) 학점
기입 란을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설문에 기입된 학점의 단위가 4.0,
4.3, 4.5 로 각각 다르므로, 설문자가 획득한 학점을 기준점수로 나누어
그 비율(rate)을 구하여 단위를 통일하였다.

다. 매개변수
직무-전공 일치도는 5 리커트 척도의 문항 두 개를 사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A35)번,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A36)번,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현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얼마나 도움
이 됩니까?” 이 두 문항을 활용하여, 두 답변의 평균을 직무-전공일치
도로 변수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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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했다. 우
선, A51) “귀하는 현재 직장을 옮길(이직)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라
는 문항을 활용하여, ‘예’ 라는 답변을 1로, ‘아니오’ 라는 답변을
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이후, 앞선 문항에서 ‘예’라고 답변한 이들을
대상으로 또 한 단계의 더미코딩이 진행되었는데, 문항 A52)에서 이직
을 원하는 이유가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들(건강상의 이유, 고용계약의 종료 등)을 솎아낸 후 다시 통
합하였다. 이는 종속변수로서 채용방식에 따른 대졸 입사자들의 자의적
인 이직의도를 보고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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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표 5>는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우선
남성변수와 사업체크기는 p<.01의 수준에서 양의 상관을 보여(r=.12),
큰 기업일수록 남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남성은 사회적 자
본을 활용한 채용과는 부정적인 상관(r=-.04, p<.01), 공개채용과는
긍정적인 상관이 있으며(r=.04, p<.01) 직무적성일치도와도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03, p<.01).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직의도가 낮은
것(r=-.04, p<.01)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부여한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사업체 크기와 음의 상관을 보여
(r=-.18, p<.01), 사업체 크기가 작을수록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반대로 공개채용은 사업체 크기가 클수록 많이 시행됨을 의
미하기도 한다(r=.18, p<.01). 예상한대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
은 직무전공일치도 및 직무적성일치도와 강한 음의 상관(r=-.11,
p<.01; r=-.08, p<.01)이 있으며, 학점과도 부적 관계에 있었고
(r=-.04, p<.01) 이직의도와는 양적 상관이 있었다(r=.05, p<.01).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과 공개채용을 제한 나머지 채용경
로는 모두 결측치로 처리되었으므로, 공개채용의 상관 값은 사회적 자본
을 활용한 채용의 값들과 부호만 바뀐 채 그대로 복제되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직무적성일치도와 직무전공일치도는 양의 상
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 p<.01). 또, 직무전공일치도
는 학점과 양의 상관을 가졌는데, (r=.03, p<.01) 이는 학점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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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당 전공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공과
관련이 깊은 직업을 가지기 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의 종속변인인 이직의도는 거의 모든 변수들과 상관을 가졌는데,
앞서 가설에서 예상한 바대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수들 중 공
개채용,

직무전공일치도,

직무적성일치도와는

음의

상관을

보였고

(r=-.05, p<.01; r=-.12, p<.01; r=-.13, p<.01) 사회적자본을 활용
한 채용과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r=.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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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9

2.06

60.6

9.02

1.53

.43

.57

3.34

.77

.16

2. 나이

3. 채용형태

4. 사업체 종류

5. 산업분류

6. 직업분류

7. 사업체크기

8. 사회적자본활용채용

9. 공개채용

10. 직무전공일치도

11. 공적인적자본

12. 이직의도

n = 8443. *p < .05, **p < .01.

.57

.37

.23

1.11

.50

.50

.73

6.76

24.4

1.88

.75

.90

.49

M SD

1. 남성

변수

-.07**
-.02
.02
-.06**
.06**

-.24**
.32**
.12**
-.04**
.04**

.02
-.02

-.01
-.04**

.01

-.02

-.05**

-.00

.03*

2

-.02

.28**

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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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3*

.01

.04**

-.01

.11*.*.

.09*.*.

-.05*.

-.08**

.08**

-.12**

-.18**

5

-.01

.01

.09**

-.06**

.46**

4

-.23**

.23**

-.13**

.00

.14**

.14**

3

-.04**

-.01

.02

.01

-.01

.11**

6

-.06**

.06**

.04*.*.

.18**

-.18**

7

<표 5> 평균 (M), 표준편차 (SD), 변수 간의 상관관계

.05**

-.04**

.

-.11**

1.00**

8

-.05**

.04**

.11**

9

-.12**

.03**

.

10

-.01

11

<표 6> 직무-전공일치도를 예측하는 회귀분석 결과

직무전공일치도
β
모형 2
모형3
모형 4

모형 1
남성
나이
채용형태
사업체종류
산업분류
직업분류
사업체크기
사회적자본활용채용
공개채용

(N=8443)

(N=8443)

(N=6226)

(N=6421)

(N=5418)

-.01

-.01

.01

-.02

-.00

.01

.01

-.02

.01

-.01

***

-.05

***

-.02

-.05

**

-.04
.02

-.04*

.04***

.04***

.04*

.11***

.11***

.11***

.11***

.11***

.04***
.01

.04***
.01

.05**
.00

.03*
-.01

.05**
-.00

.05**

-.11***
.11***
.04**

학교추천채용
친지추천채용
사원추천채용
F값
R2

모형5

-.22***
-.10***
29.32***
.03

29.32***
.03

14.35***
.02

47.32***
.07

18.53***
.03

β=standardized coeff., ***p < .001, **p < .01, *p < .05

<표 6>은 직무-전공일치도를 결과변수로 둔 여러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위계적 회귀분석이 아닌 개별적으로 여러 번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것이다. 모형 1과 모형 2는 사회적자본을 활용한 채용과 공
개채용을 모집단으로 두고 총 8443개의 표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결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낮은 직무-전공일치도로 이
어졌고 -.11, p<.001),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후 모형 3, 4, 5는 각
각

학교추천채용과

공개채용(N=6226),

친지추천채용과

공개채용

(N=6421), 사원추천채용과 공개채용(N=5418)을 모집단으로 두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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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이다. 이렇게 N수를 다르게 여러 번 분석한 것은, 사회적자본
을 활용한 채용이라는 변인 하위의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 종속변
수에 대한 효과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학교추천
채용의 회귀계수는 .04(p<.01)로 양수여서 음수인 다른 추천채용보다
높았다. 사원추천채용의 표준화된 베타값은 -.10(p<.001)로, 친지추천
채용의 -.22(p<.001)보다 높았다. 따라서 가설 5가 지지되었다.

<표 7> 직무-전공일치도의 평균차이 ANOVA 분석 결과

채용경로

평균

S.D

공개채용(a)

3.45

1.04

학교추천채용(b)

3.61

.99

친지추천채용(c)

2.86

1.22

사원추천채용(d)

3.11

1.18

F

사후검증
(b)>(a)>(d)>

161.360***

(c)
(Scheffe’s
test)

Note. (b)>(a)***,(a)>(d)***,(d)>(c)***; n=8443,***p<.001, **p<.01, *p<.05.

<표 7>은 직무-전공일치도를 ANOVA로 집단분석한 결과이다. 직무
-전공일치도의 평균값은 학교추천채용이 가장 높았고(β=3.61), 공개
추천채용(β=3.45), 사원추천채용(β=3.11), 그리고 친지추천채용(β
=2.86)이 뒤따랐다. 모든 평균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므로
가설 3과 6 또한 지지되었다.
<표 8> 공적인적자본(학점)의 평균차이 t-test 분석

평균
사자채용
공개채용
(N=3590)

(N=4738)

.765

.782

표준편차
사자채용

공개채용

.242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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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3.417

0.001

<표 9> 공적인적자본(학점)의 평균차이 ANOVA 분석 결과

채용경로

평균

S.D

공개채용(a)

.78

.21

학교추천채용(b)

.78

.23

친지추천채용(c)

.75

.25

사원추천채용(d)

.77

.23

F

사후검증
(a),

8.07***

(b)>(c)
(Scheffe’s
test)

Note. (a)>(c)***,(b)>(c)**; n=8443,***p<.001, **p<.01, *p<.05.

다음으로, <표 8>와 <표 9>는 공적인적자본(학점)에 대한 각 집단
별 평균값을 보여준다. 우선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N=3590)과 공
개채용(N=4738)을 비교할 때, 사회적 자본 활용 채용은 평균 GPA 비
율이 .765(SD=.242)로, 공개채용의 .782(SD=.242)보다 낮았다. 이
때 t값은 3.417이며, 유의수준은 0.001로, 평균차이가 유의했다. 두 번
째로 <표 9>를 참고하여 각 하위 집단들을 포함시킨 후 비교한 결과,
학교추천채용과 공개채용의 학점평균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 두
집단의

학점평균은

친지추천채용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p<.01). 사원추천채용의 학점평균은 그 어느 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가설 2, 4와 7은 지지된 반면, 8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표 10>에는 연구의 종속변인에 대한 분석이다. 이직의도는
이분변수(binary)이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1에서는 사회적자본을 활용한 채용이 이직의
도를 p<.05 수준에서 예측하였다. 이때 Exp(B)는 1.16으로 정적관계였
다. 때문에 가설 9가 지지되었다. 이후, 매개변수인 직무-전공일치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2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무-전공일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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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와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Exp(B)=.75,

p<.001;

Exp(B)-.69, p<.001), 직무-전공일치도가 투입됨에 따라 사회적자본
활용채용와 이직의도는 더이상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게 되었다. 또
R2값이 모형 1에서의 .02보다 2에서 .0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직무-전공일치도가 사회적자본활용채용과 이직의도의 정적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설 10이 지지되었다.
이직의도
Exp(B)
모형 1

모형 2

남성

.92

.92

나이

.95

.95

1.27***

1.24***

.97

.98

산업분류

1.00

1.00

직업분류

.99*

.99

사업체크기

.89*

.89*

1.16*

1.07

채용형태
사업체종류

사회적자본활용채용

.75***

직무-전공일치도
-2 Log 우도

6064.894

5967.693

모형 χ2

74.069***

97.201***

.02

.04

R2

<표 10>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8443.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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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때 종속변인인 이직의도는 이분변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Sobel test가 통상 활용하는 Baron and Kenny
(1986)의 검정방법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MacKinnon et al.,
1993). 이에 따라 로지스틱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Sobel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직무-전공일치도는 z=4.88 (p<.001)로
z값이 1.97보다 크므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매개변수의 추가적 검증을 위해 Preacher and Hayes (2008)이 제
시한 PROCESS 방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방식이 제시
하는 매개변수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우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
한 상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한 상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한 간접효과가 존재해야 한다. 5000개의 샘플로
붓스트래핑하여 두 개의 매개변수를 통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직무-전공일치도를 매개로 한 간접
효과의 값은 .07로, 95%의 신뢰구간이 [.05, .09]로 0을 벗어나 있으
므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때 직접효과의 z값은 3.42였다
(p<.001). 이에 따라 가설 10이 지지되었다.
<표 11>과 <표 12>는 가설 이외의 추가적인 분석 결과로, 어느 채용
경로 집단이 가장 의직의도가 높은가에 대한 결과이다.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집단(N=4811)과 각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집단 세 가지
(N=1415, N=1610, N=607)의 이직의도 보유 퍼센티지를 비교한 결
과, 공개채용의 이직의도가 가장 낮았고 뒤따라 학교추천채용, 친지추천
채용, 사원추천채용이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다. 유의한 수준의 평균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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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 부분은 공개채용과 학교추천채용이 친지추천채용과 사원추천채
용보다 이직률이 낮다는 점이며(p<.01), 학교추천과 공개채용 간, 그리
고 친지추천채용과 사원추천채용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 이직의도 보유자의 비율차이 ANOVA 분석 결과
채용경로

평균

S.D

공개채용(a)

.14

.35

학교추천채용(b)

.15

.36

친지추천채용(c)

.20

.40

사원추천채용(d)

.22

.37

F

사후검증
(c),(d)>(a),(

14.692***

b)
(Scheffe’s
test)

Note. (c)>(a)***,(d)>(a)***,(c)>(b)**,(d)>(b)**;n=8443,***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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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과 함의
제 1 절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채용경로를 적합성(Fit)이론, ASA 이론, 그리고 사회적 자
본 이론 등 이론적 프레임 안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러한 작
업을 통해 향후 채용경로, 특히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이라는 변수
로 더욱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예측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총 10개의 가설 중 가설 8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금전적, 시간적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일지 모르
나, 적격자의 선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식적 채용방식보다 열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과 이직의 관계를 일
면적으로 연구했던 과거의 연구들에 반하는 결과로, 사회적 자본을 활용
한 경로로 입사한 경우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대시대에 정보를 얻는 루트가 더욱 다양해지고 강력
해짐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보 획득의 방법
이 아니며, 반대로 점점 더 진화하고 새로워지는 공채라는 툴이 적격자
를 선발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된 것이다.
한편,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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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
하여 채용된 경우, 공개채용의 경우보다 공적인적자본이 훨씬 낮았으며,
본인이 이수한 교육 내용, 즉 전공과 별로 상관 없는 직무에 취직한 비
율도 높았다. 또한, 해당 사회적 자본의 사적인 타이가 더 높을 경우,
극복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한계가 더욱 높았는데, 이는 ‘친지’와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경우 학교라는 공식적 경로를 통해 얻게 된 사회
적 자본보다 더욱 큰 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실제로 친지추천의 경우
다른 종류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보다 학점, 직무-전공
일치도, 직무-적성 일치도가 모두 낮았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모으고
유지하는 네트워킹 등이 본인의 직업적 활동에 통계적으로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이라 해도 모두 같은 효
과를 지닌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을 자본의 속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자 직무-전공 일치도, 직무-적성 일치도, 이직의
도 등에 모두 상이한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이 단순히 하나의 채용경로가 아니라, ‘정체
성’, 즉 사회적 자본의 주체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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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무적 함의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채용 방
식이었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은 조직문화, 비용절감, 정보 리스
크 감소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지 모르나, 적어도 직무에 대한 적합성의
측면에서는 눈에 띄게 열등했고, 이에 따라 성과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
로 예상된다. 때문에, 인사 실무자들에게는 다소 긴 절차와 시간을 들여
서라도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들을 많이 모집하고(attract), 공정성과 익
명성을 살려 선발(select)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의 경우에도, 학교추천이라는 공적 기
관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역효과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학
교추천채용은 추천 대상인 학생에 대한 사적인 신뢰도 등을 사용하면서
도, 학점 및 전공 일치도 등 공적인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짧
은 시간 내에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고용하고 싶다면, 직무와 관련성 깊
은 전공의 교수나, 대학 기관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지원자들을 직무에 배치할수록 이직의도가 낮
아졌다. 이는, 경로의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의 전공으로
직무까지 경로의존(path-dependent)된 경우 이를 이탈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 대체로 근로자들은 본인이 대학생활 동안 축적한 인적자
본을 근무하면서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이 같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시 이직 또한 고려한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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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모집하는 직무와 관련이 깊은 전공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 3 절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횡단 연구라는 점이다. 대졸자 이동경로를
추적 조사했던 GOMS는 2011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마지막
으로 횡단면 조사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가장 최근의 2014년 데이터를
활용할 시 패널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활용
채용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가 다행히 서로 내생성이 전혀 없는 변수이
기 때문에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횡단 연구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직의도가 반드시 이직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채용이 실제로 이직으로 이어지는지
를 종단 연구로 실행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차후 GOMS 2011
년 1차조사와 2013년 동일 패널에 대한 2차조사를 모두 활용하여 실제
이직여부에 대한 수치를 구한 뒤 진행해 볼 예정이다.

또 다른 한계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했
음을 인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속성은 사실 여러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혈연관계인지 아닌지,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 얼마나
자주 보는 사이인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설문
문항의 한계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분류를 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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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고, 모호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친구추천채용인 동시에 사
원추천채용이거나 가족추천채용 이면서 동시에 사원추천채용인 경우, 등
중복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여 직접추천채용인경우(사원추천채용)와 간접추천채용(2인 이
상의 다리를 걸쳐 추천되는 경우)로 나누고, 이를 또다시 친구추천, 가
족추천, 학교추천인 경우로 분류할 생각이다. 이로써 여섯가지 집단—직
접/친구추천, 직접/가족추천, 직접/학교추천, 간접/친구추천, 간접/가족추
천, 간접/학교추천—이 생성될 것이고, 이는 더욱 이론적으로 견고하며
실무적으로도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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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apital based recruitment
and turnover intention—focusing
on the roles of major-vocation
fit and social capital identity
Hong Joo Young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recruitment types and their effects. Specifically, I examined
and compar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recruitment and
open

employment—informal

and

formal—,

and

predicted

turnover intention with such variables. Using the bi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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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ort data collected in Korea, more than 8000 samples were
used to manifes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based
recru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From logistic regression,
ANOVA, t-test, sobel test, and PROCESS model, we came
across following conclusions.
Frist, Social capital based recruitment was inferior than
open employment in terms of major-vocation fit. In addition,
the absolute level of codified human capital was undisputedly
low for those hired from In other words, mere networking was
not enough in making the right match for a position, as it is
not a decent screening method for deciding the type and
degree of human capital of an applicant. Secondly,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social capital identity mattered. Here, social
identity means the relationship of the entities holding the
social capital. According to whether the social capital was
held with school, friend/family, or an incumbent employee, the
impacts on major-vocation fit and turnover intention varied.
Last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based
turnover

recruitment
intention.

and
This

major-vocation
result

fit

contradicts

led
that

to

higher
of

the

precedent studies, which suggests a new perspective to be
pursued, digressing from the current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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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the study bases on 4 purposes: (1) This study tries
to ground social capital based recruitment in a thorough form
of theory for the first time; (2) This study looks at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social capital based recruitment’s
effects

by

considering

and

defining

“fit”

as

mediating

variables, and turnover intention as dependent variable; (3)
This study takes “social capital identity” into consideration as
important element in explain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
(4) This study compares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based
recruitment with open employment for practical implications.

keywords : Social capital based recruitment, open employment,
turnover intention, major-vocation fit, codified human capital

Student Number : 2015-20691

- 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