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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에 는 학 재학생들  학 별 취업 비행동 등  악하여 취업  향상  한 안  마 하고

 하 다. 본 연  료수집  탕  빈도   학생들  학 별 취업 비행동  차  알아보  해 

차  실시하 다. 결과, 복수 공 택, 재학  직 경험, 어학연수 경험, 재학  진 , 취업목표 

, 재학  리 탐색, 취업 동 참여, 직업  /훈 , 격  취득 등  취업 비행동에 어 든 항목  

학 별  한 차 가 는 것  나타났다. 학 별 학생들  취업 비  향에 한 시사  다 과 

같다. 첫째, 학생들  극  취업 지 고취가 필 하다. 째, 어학연수 , 격  취득  한 도  뒷

 필 하다. 째, 지 학  경우, 학생들  학  진  통한 취업역량 강 가 필 하다.

주 어 : 취업 비행동, 취업 비 향, 취업 지, 취업  향상, 취업역량 강

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to prepare a plan for improving the employment rate of college students after 
identifying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Based on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was analyzed and in order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grade level, Cross-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all items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level in preparation for employment actions such as choice of a double major, workers' experience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in foreign countries, setting career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setting a goal for employment, seeking for employment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participation in employment 
activity for researching job, education/training-related job, having an official license. Implications for activation 
direc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of college student by grade level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encouraging actively employment intention of the stude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certification and expanding language training opportunities. Third, in the case of a local university, it is 
necessary for enhancing competency for employ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basic education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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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18억 청년인구(15∼29세

사이) 5억명 이상이 실업상태로 4명 가운데 1명 이상

이 미 취업상태라고 발표하 다. 우리나라의 국4년제

학평균 취업률은 64.5%정도이며 강원권은 평균55%정

도로 취업률이 매우 조한 상황이다[20]. 1997년 외환

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이 감

소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는 어들었고[4]

특히 ‘이태백’, '이구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청

년실업은 체실업률의 2배에 가깝고 학 졸업자의 경

우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등 타 연령 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 이다. 공에 한 공부가 취업 비를

한 공부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학생활의 여유가 사

라지는 실에서[10] 취업난에 처하기 해 휴학이나

수업학기 연장 등의 수단을 통한졸업연기가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상이 심화되

고 있으며, 특히 취업경쟁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 하

락이 하게 나타나고 있다[19].

청년실업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성장률의 하락

과 경제의 일자리창출능력의 하 괜찮은 일자리1)의

부족(수요요인),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공 요인),

근로자 자질에 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경

력직 선호(채용패턴의 변화), 구인 구직 과정에서의

문제(일자리 매칭) 등을 들 수 있다[1]. 불확실하고 격

한 시 변화에 잘 응하는 신인재 심의 새로운 인

자원개발이 세계의 추세이자, 우리의 시 사명

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학에서

도 시 변화에 맞추어 인력개발에 을 두어야 한다

[14].

이에 본 연구는 강원권에 치한 4년제 학인 C 학

을 사례로 하여 재학생들의 학년별 취업 비행동 등을

악하여 취업률 향상을 한 방안을마련하는데 목 이

있다. 한 학생들의 효과 인 진로 취업지도를 도모

하여 학생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기회 확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지원 만족도

향상 학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1)  재미 고 복지 택  많  직

2.  경

2.1  미취업 생원

졸 미취업 발생원인은 공 측, 수요측, 공 -수요

연계원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공 측 원인으

로 매년 50만명 내외의 졸이상 신규 취업희망자가일

시에 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극심한 노동공 압박

(labor supply pressure) 래하며, 졸업생의 획일 구직

패턴인 일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의 쏠림 상이

발생한다[5]. 졸자들은 주로 기업․ 융기 ․공무

원․공기업 등을 선호하여, 이들 기업에서의 신규인력

채용 시 일시에 거 지원하는 반면에 소기업은 기

업과 임 ․근무여건 격차 지속으로 여 한 취업 기피

상이 발생한다[2].

수요 측 원인으로는 기술진보 성장 체제로의

환에 따른 노동수요가 감소하는데, ‘고용 없는 성장

(jobless growth)’ 심화로고용흡수력(employment capacity)

이 더욱 악화되고[15], 고용탄력성은 지속 으로 하락하

고, 기업의 채용패턴의 변화로 인한 신규 일자리의 상

감소 상이 발생한다. 기업은 규모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신규인력에서 경력직 주의 채용으로 변화하

고 있다[16]. 한 졸자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주

요 기업(30 기업, 공기업, 융산업)의 소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 으로 감소한다[1].

공 -수요 연계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

하는 진학․직업선택을 한 교육정보, 신규 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데, 노동

시장 진입 시 취업정보의 불충분으로 공-직업 불일치

가 발생한다. 구인기업은 구직자 역량 검증에 애로를 호

소하고 있으며, 구직청년은 스펙에 한 기 로 실업상

태가 지속되며, ‘구직난 속 구인난’이 만연해지고 있다[4].

한 기업은 숙련의 고도화와 다기능을 요구하고, 졸

자는 외형 ‘스펙 쌓기’에 주력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향상에 소홀한 실정이다[20].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청년 졸자는 실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으며, 학 졸업 후 직업세계로 나가자마

자 실업에 직면하게 되면 타 학력계층보다 근로의욕 상

실이 더욱 크다[6]. 실업에 한 부정 인 낙인으로 취업

가능성(employability)이 하되어 취업기회가 감소하고

실업이 장기화 될경우 직장탐색활동의 강도가 낮아지고,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 The case of C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5

그에 따라 구직 기회를 상실한다[6].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응하여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

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해 과거에

비해 학 리를 철 히 하고 어공부에도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취업 비시기도 조 씩 빨라지고 있다[9].

그러나 취업여부와 함께 어떤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즉

‘일자리의 질’, 즉 좋은 일자리(decent work)가 고려되어

야 한다.

2.2 학  취업지원  프 그램

1980년 이후 한국의 고학력 진학률은 세계에서 유

례가 없을 만큼 가 르게 개되고있으며, 국민 10명

8명이 학을 나올만큼 고학력 국가이다. 이러한 고학력

인력 리 상황에서 학취업지원 교육의 요성 취

업지원기구의 향력은 날로 증 하고 있으며나아가 취

업지원기구는 학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부서로 부상

하고 있다[8]. 학의 취업지원기구는 국가의 고용 인

라 시스템에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고학력 고용경제의

근본이 된다는 에서 비효율 인 운 은심각한 부작용

을 낳을 수 있다.

학의 취업진로 로그램은 학의 특성에 따라 그

운 시스템과 인 라가 확연히 달라져야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학들의 로그램과 인 라

는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으며, 이를 장

하는 인력 한 비 문가에 의해 리되고 있는 실정이

다.

김호원‧이종구‧이재춘(2011a)은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을 해 취업지원기구는 다음과 같은사항들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취업지원부서 로그램에 한

홍보 강화, 취업지원부서의 근성 강화, 친 한 서비스,

비 경 계열에도 합한 다양한 로그램 개발, 로그

램 참여기회 확 , 취업지원 인력 증원, 기업 문가

인사담당자 빙 로그램 증 , 취업시스템상 기업정보

채용정보의 빠른 업데이트와 구체성‧정확성 확보, 취

업 선배 연계 로그램 도입, 학년부터의 취업지원, 다

양하고 정확한 취업정보 제공 등이다.

학마다 다양한 취업지원 로그램을 운 하고 있지

만 산과 인력배정이 고,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참여

율도 매우 조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졸자의 취

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의 부실한 취업지원 로그

램 실태에 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2014)의 취업지원 (10개)과 학청년고

용센터(50개)를 운 하는 국 150개 학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들이 각종 로그램을

운 하고 있지만 부분 진로(취업) 지도 상담, 이력

서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캠 등에 치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장견학과 선후배의 만남, 취업정보자료

집 발간 등을 실시하는 학은 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tem Service and program contents

The individual

services -related

Employment

Support

Course (Employment) guidance or counseling

Tenacity and aptitude or psychological tests

Mentoring

resume and biographical

Imitation interview

The program for

providing

information

Job fair

Employment (businesses) presentation

Field trips

Meeting with elder and junior

Publication of employment information data sheet

One-time job Lecture

(except for periodic lectures)

The structured

career

development

program

operating courses(lectures)-related careers and

employment

operating courses-related employment

Career camp

Group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The services

that linked

industry with

academia

Internships and work experience

Identifying industry needs and developing

available enterprise for employment

Follow-up

And

Etc

Whether or not graduates history traceability

(DB management, etc)

External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Sour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www.moel.go.kr

<Table 1> Employment support programs at the 

colleges

2.3 취업 비행동

청년들의 취업 비노력은 인 자본론의 에서 설

명할 수 있는데, 인 자본이란 사람들이 미래의 수익을

기 하면서 자신의 생산력을 높이기 해 투자한 교육과

훈련의 양으로 개인이 축 한 인 자본의 정도가 많을수

록 인간의 자본 가치가 높아져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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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취업 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이란 체 으로 잠재 취업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인직업탐색활동을 포

함한 희망 직업세계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비과정이라 할 수있다. 이 민‧이수 ‧임정연(2013)은 4

년제 학 졸업생의 취업 비행동에 하여 연구하 는

데, 취업 비 행동변수로는 복수 공, 부 공, 연계 공

여부, 취업활동 참여 여부, 졸업평 , 재학 직장 경험,

어학연수경험, 취업목표 유무, 일자리탐색, 직업훈련 경

험, 자격증 취득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취업 비행동을 취업시 을 기 으로 다

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 학 리, 휴학, 어

학연수, 어성 , 자격취득, 인턴십, 트타임 체험 등과

같은 취업사 리, 미래의 직업과 련된 구체 인 정

보수집, 직업 망 이해, 직업과 공의 련성 악 등취

업정보 탐색, 시험 비, 취업 네트워킹, 설명회 참석, 원

서제출 등과 같은 직 인 구직활동 등이다. 한국의

학들은 신입생들의 입학성 에 따라 서열체제를 형성하

고 있으며, 학의 소재지는 졸자들의 능력을 변해

주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9].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응하여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자격증을 취

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

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불분명하다[20]. 따

라서 학의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은 개인 , 사회

합성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역량 형성을교육과정의 핵심

에 둠으로써 체화된 지식, 경험 지식을 강조한다[18].

기존의 학문 심의 학교육과정이 변하는 사회

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3].

자격증의 취업성과 향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불일

치한 결과를 보 는데, 자격증이 취업이나 정규직 취업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격증

이 오히려 기업의 정규직 취업에 부정 향을 미치

고 있다고 하 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해

과거에 비해 학 리를 철 히 하고 어공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업 비시기도 조 씩 빨라지

고 있다. 외국어 능력 역시 4년제 학생들이 가장 극

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업 비 활동으로서 어학시

험 응시, 어학학원등록, 해외어학연수 경험 등을 포함하

는데, 해외어학연수 경험이 취업결정에 향을 미치며

어과목 평균 학 이 높을수록 구직기간이 짧아지기도

하 다[11]. 한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졸자

의 경우는 통 으로 기업이 요시하는 학 이나 어

능력에 한 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연

본 연구에서는 강원권에 치한 4년제 학인 C 학

을 사례로 재학생들의 학년별 취업 비행동 등을 악하

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학년별 학생들을 상으로 2014년 10월

3일-2014년 11월 21일까지 본 연구의 취지에 한 교육

을 시킨 각 학과별 조교들이 각 학과 사무실에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각 학년별(1학년 265명, 2학년 243명, 3

학년 222명, 4학년 265명)로 1,000부를 할당 배포하여 총

1,000부를 수거해 분석에 이용하 다.

설문내용은 성별, 학년, 거주지 등의 인구통계특성, 복

수 공 여부, 직장경험( 장실습, 인턴십 등) 여부, 어학

연수 경험여부, 재학 진로설정 여부, 취업목표 설정 여

부, 자격증 취득 유무 등의 취업 비행동을 선행연구[9]

[13][12]로부터 추출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 다. 통계패

키지 로그램인 SPSS WIN 20.0을 자료 분석의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계 인 검정을 실시하여 실증분석

하 다. 첫째, 측정도구의 일반 특성 악을 하여 빈

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둘째, 학생들의 학

년별 취업 비행동의 차이를 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

하 다.

4. 실  결과

4.1 표본   특

C 학 학생들의 학년별 취업 비행동을 조사하기

한 응답자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

면 남학생 68.7%, 여학생 31.3%로 나타나 남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24.7%, 2학년 25.5%, 3

학년 23.3%, 4학년 25.5%로 각 학년별로 고른 응답비율

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58.7%, 강원

도 33.3%, 기타지역 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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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생들의 부분이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음을 반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Item N %

Sex
Man 677 68.7

Female 309 31.3

Grade

Freshman 243 24.7

Sophomore 250 25.5

Third grade 229 23.3

Fourth grade 260 25.5

Residence

Metropolitan areas 580 58.7

Kangwon-do 329 33.3

Other areas 79 8.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dical

tourism service participants

4.2 학 별 학생들  취업 비행동

학년별 학생들의 취업 비행동을 조사하기 하여,

복수 공, 재학 직장경험, 어학연수경험, 재학 진로

설정, 취업목표 설정, 재학 일자리 탐색, 취업활동 참

여, 직업 련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등을 조사하 다.

4.2.1 복수 공 여

복수 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단수’ 85.7%, ‘복수’

14.3%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복수 공을 선택할 수 있

는 2학년부터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tem
Freshm

an

Sophom

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Singular
220

(22.5)

224

(22.9)

194

(19.8)

201

(20.5)

839

(85.7)
24.251

.000
***

plural 0
47

(4.8)

34

(3.5)

59

(6.0)

140

(14.3)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3>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a 

double major  
(Unit: N, %)

4.2.2 재학  직 경험

      (아 트, 실습, 십 등) 여

재학 직장경험(아르바이트, 장실습, 인턴십 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 68.2%가 ‘있다’, 31.8%가 ‘없

다’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재학 직장경험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Item
Freshm

an

Sophom

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Yes
132

(13.4)

159

(16.2)

171

(17.4)

208

(21.2)

670

(68.2)
45.159

.000
***

No
111

(11.3)

91

(9.3)

58

(5.9)

52

(5.3)

312

(31.8)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4> A difference between glade level for 

workers' experience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Unit: N, %)

4.2.3 어학연수 경험 여

어학연수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학연수 경험이

‘있다‘ 17.1%, ’없다’ 82.9%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4학

년이 타 학년들에 비하여 ‘있다’ 6.6%로 가장 많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Item
Freshm

an

Sophom

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Yes
33

(3.4)

35

(3.6)

35

(3.6)

65

(6.6)

168

(17.1)
15.792 .001

***

No
210

(21.4)

215

(21.9)

194

(19.8)

195

(19.9)

814

(82.9)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5> A difference between glade level for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in foreign

countries
(Unit: N, %)

4.2.4 재학  진  여

재학 진로설정 여부를 살펴보면, 진로설정 ‘ ’

63.9%, ‘아니오’ 36.1%로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재학 1

학년 14.3%, 2학년 16.0%, 3학년 15.9%, 4학년 17.7%로 4

학년에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Item
Freshm

an

Sophom

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Yes
140

(14.3)

157

(16.0)

156

(15.9)

173

(17.7)

626

(63.9)
6.950 .074

*

No
103

(10.5)

92

(9.4)

73

(7.4)

86

(8.8)

354

(36.1)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6>  A difference between glade level for Setting

Career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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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취업목표 여

취업목표 설정여부를 살펴보면, ‘ ’ 68.9%, ‘아니오’

31.1%로 취업목표를 설정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4.8%, 2학년 16.3%, 3학

년 18.0%, 4학년 19.7%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4학년의

경우도 약 20%의 학생들만이 취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목표 설정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Item
Freshm

an

Sophomo

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Yes
145

(14.8)

160

(16.3)

177

(18.0)

193

(19.7)

675

(68.8)
23.978

.000
***

No
98

(10.0)

90

(9.2)

51

(5.2)

67

(6.8)

306

(31.2)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7> A difference between glade level for 

setting a goal for employment 
(Unit: N, %)

4.2.6 재학  리 탐색

재학 일자리 탐색유무를살펴보면 ‘있다’ 53.9%, ‘없

다’ 46.1%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있다’가 1학년

9.7%, 2학년 11.9%, 3학년 18.4%, 4학년 18.4%로 3학년부

터일자리를탐색하는학생들이많아지는것을알수있다.

Item
Freshm

an

Sophom

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Yes
95

(9.7)

117

(11.9)

136

(13.8)

181

(18.4)

529

(53.9)
55.122

.000
***

No
148

(15.1)

133

(13.5)

93

(9.5)

79

(8.0)

453

(46.1)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8> A difference between glade level for 

seeking for employment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Unit: N, %)

4.2.7 취업 동 참여여

취업활동 참여유무를 살펴보면, ‘있다’ 40.4%, ‘없다’

59.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있다’가 1학년

6.8%, 2학년 9.0%, 3학년 10.4%, 4학년 14.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활동 참여가 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tem
Freshm

an

Sophom

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Yes
67

(6.8)

88

(9.0)

102

(10.4)

139

(14.2)

396

(40.4)
39.117

.000
***

No
175

(17.8)

162

(16.5)

127

(12.9)

121

(12.3)

585

(59.6)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9> A difference between glade level for 

participation in Employment activity 

for researching job      
(Unit: N, %)

4.2.8 직업  /훈 경험 여

직업 련 교육/훈련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

33.6%, ‘없다’ 66.4%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

년 6.7%, 2학년 8.4%, 3학년 7.7%, 4학년 10.9%가 직업

련 교육/훈련경험이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4학년학생

들이 교육/훈련경험이 학년들에 비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Item
Freshm

an

Sophom

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Yes
65

(6.7)

82

(8.4)

75

(7.7)

106

(10.9)

328

(33.6)
11.141 .011*

No
175

(17.9)

167

(17.1)

153

(15.7)

152

(15.6)

647

(66.4)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10> A difference between glade level for 

education/training-related job
(Unit: N, %)

4.2.9 격  취득 

자격증 취득 유무를 살펴보면, ‘있다’ 48.4%, ‘없다’

51.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8.5%, 2학

년 10.5%, 3학년 12.6%, 4학년 16.8%로 나타나 학년이 올

라갈수록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Item
Freshm

an

Sophom

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p-

value

Yes
83

(8.5)

102

(10.5)

123

(12.6)

164

(16.8)

472

(48.4)
52.301

.000
***

No
160

(16.4)

147

(15.1)

103

(10.6)

94

(9.6)

504

(51.6)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11> A difference between glade level for 

having an official license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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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최근 취업경쟁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이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경기침체, 일자리부족, 학력과잉, 채용패턴의 변화, 구인

구직 과정에서의 문제 이외에도 취업센터의 지원

로그램이 좋아도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이 지

역 학의 실로서 학교와 교수, 지역사회가 나서 일자

리 확보, 산학 력 강화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 학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년별 취

업 비행동을 연구함으로써 학의 취업률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 다.

학생들의 학년별 취업 비행동에 한분석결과, 학

생들은 복수 공보다 단수 공 선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 직장경험(아르바이트, 장실습, 인턴십 등) 여

부를 조사한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직장경험이 늘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학연수 경험여부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나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속히 증가함을 볼 때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한 스펙

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재학 진로설정 여부를 살펴보면, 재학 에 진로설

정을 한다는 비율은 63.9%로 낮게 나타났고 1, 2학년

에 결정하는 비율은 30%정도로 학생들의 진로설정이 제

로 정립되지 않은 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취업목표 설

정여부에 있어서도 4학년의 경우도 약 20%의 학생들만

이 취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목표 설정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학 일자리 탐색유

무와 취업활동 참여유무를 살펴보면, 각각 총53.9%와

40.4%로 나타나 학생들의 취업의지가 매우 낮게 보여지

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활동 참여가 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련 교육/훈련경험과 자격증

취득 유무 등은 학생들이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육/

훈련경험과 자격증취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있다. 이

와 같은 결과를 볼때 학생들의취업에 한 심과 취

업의지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으로갈수록 취업

에 한 비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별 학생들에 한

취업 비 활성화방향에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생들의 극 인 취업의지 고취가 필요하다. 지방

학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존 감이 매우 낮고, 몇 차례

지원 실패 후 좌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매사 소극 인

자세를 견지하여 취업에 애로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러

므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려면 자신이 어느 분야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지와 기업체 장교육 뿐만 아니

라 기업들이 교과목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의견이 교과

내용에 반 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이 요하다. 이는

노동인력 질 수 의 수요ㆍ공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낮은 취업률의 근본

원인은 청년들의 소기업에 한 부정 인 인식과 노동

인력 질 수 의 수요ㆍ공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동기 부여하는 기회를 마련

하여 소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차 사회

에 만연했던 소기업 경시 풍조도 극복되고, 노동인력

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소기업으로 유도하여 학생의

고용률을 높일필요가 있다. 셋째, 어학연수 기회확 , 자

격증 취득을 한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괜찮은 일

자리’로의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 를 해서 실력에

한 ‘물리 증거’인 자격증 취득을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1인 1자격증 운동’ 등다양한 캠페인, 자격증 취득개수에

따른 장학 지 , 그리고 각 학과( 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졸업요건에 반 한다든지 하여 학생들

의 취업 비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 로벌

시 에 비하고 어학실력 증진을 해 재학생들의 어학

연수 기회를 확 하여 취업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넷

째, 지방 학의 경우, 기업환경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탐색하여 사업기회를 실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배양

하여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

업 비특강 등 창업 련 교과목개설을 통한 창업역량 강

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기 학력 보강을 하여 기

교양교수를 심으로 한 기 학력 증진 교과목 운 이

필요하며, 물리, 수학, 국어 등 각 공별 기 과목에

한 보충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 학력 증진을 통해 취업

역량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구하

는 청년실업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채용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청년실업 로그램에 극 참여하여 청년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각종 로그램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콜센터나

홈페이지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실업자, 기업, 유

기 단체 등 다양한 상별로 체계화된 홍보 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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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 으로는 본 연구 상이 지방 학 한

정된 C 학생들의 학년별 취업 비 행동에 한 연구이

므로 지역 학들의 낮은 청년실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으로 다양한 로그램에 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취

업률 향상 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방

학의 취업률 향상을 한 학당국과기업들의 취업지

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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