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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남권 대학의 학내 교육자원이 대학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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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기본역량평가 등 학 신과 생존경쟁이 본격 으로 시작되는 시 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과 취업이라는 산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 을 해 학이 산학실용이라는 측면에서 궁극 으로 추구하는 취업성과와 련

해서 학내 교육자원이 실질 으로 학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 내 정량  지표인 

학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학별 지표를 통해 취업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학알리미 공시지표에서 사용하는 교육여건 항목, 교육재정 항목, 연구성과 항목 등 3가지 항목을 기 으로 각 세부지표들

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취업률과의 연 성을 찾기 해 가설 설정  검증, 실증분석, 기술통계분석, 상 계분

석들을 목하 으며 다 회귀분석 결과, 교육여건과 취업률, 교유재정과 취업률, 연구성과와 취업률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와 시사 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 한 실증분석이 축 된다면 지역 심 학의 취업률 

추이를 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sustainable mutual growth of academia and industry regarding human resource 
cultivation and recruitment of local communities. at the beginning of regularized survival competitions and university
innovations according to University Basic Competence Evaluations and etc., This research considers the substantive 
effect of educational resources of universities on recruitment rates in the pursuit of enhancing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herefore, to identify factors of recruitment rates, we employ a university-wise index based on a 
quantitative index of educational resources of universities. Regarding study methods, set-up and verification of 
hypothesis, empiric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re us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three sub-indexes of open records at 
Higher Education including educational environments, educational finances, and research achievements.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garding education conditions and recruitment rates, 
educational finances and recruitment rates, and research achievement and recruitment rates. This research can be 
extended to predict regional university recruitment rates with empirical analysi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Keywords : recruitment, Educational Resources, Higher Education College Info, Education Conditions and recruitment
Rates, Educational Finances and recruitment Rates, Research Achievements and recruitmen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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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8년도 학기본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 학지정

여부는 국 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수도권

에 비해 지방 학은 학체제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

각되었으며, 4년제 학의 자율개선 학 미선정 등은 

학 신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부산에서만 4년제 국립 학 1개교, 사립 학 1개교가 

미 선정됨으로써 동남권내 학 발 방향에 한 새로운 

신의 환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학의 환경변화 외에 학의 궁극 인 성과

인 취업부분에서도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학

의 취업률과 연 성을 가진 고용분야에서의 청년 실업율

도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2018년 7월부터 국 월별 

고용자 수가 히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고용율의 주된 역을 담당하

는 학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학내 교육

자원과의 연 성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학의 취업률에 향을 미치는 학내 교육자원은 어

느 것인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취업 역은 취업자의 개인  특성변수(취업

정자의 능력, 욕구, 스펙, 자격 등)가 요한 향요인이

고 학의 산학실용교육 교육과정 운 에 한 효과성 

입증이 요 변수이지만 실증  연구에서 투입과 과정변

수의 통합  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향요인 

외 본 연구에서는 학내 교육자원과의 연 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학내 교육자원과  어느 요인이 취업성과

에 향력을 가진 변수인지를 측정함으로써 재의 고용

활성화 방안에 한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동남권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역 내 4개 

학이 자율개선 학에 미 선정된 상황과, 지방 학은 지

역산업의 특성에 따른 학의 공  학과개설이 반

되고 있다는 가정으로 지역 으로 한정하 다.

1.2 선행연구 분석

학의 취업률은 학성과를 측정하는 주요지표의 하

나이다. 성과는 결국 목표달성도인 효과성을 반 하는 

것으로 학성과에 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교육성과, 
연구성과, 그리고 사성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학알

리미 공시지표에도 교육성과와 연구성과를 으로 

사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학성과에 하여 Lindsay[1]는 성과에 한 효과성

과 효율성의 두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생을 충원하

는 획득(attainment), 이들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들과 연

구를 수행하는 과업수행(the execution of a task), 학생

들을 졸업시키고 취업시키며 연구 성과물을 산출하는 성

취(accomplishment)가 학의 주요한 성과라 하 고 이

태우[2], 구성우[3]는 선행연구들을 토 로 학성과이

론을 3가지로 유형화하고, 학생의 변화에 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학 이외의 향을 제외한 순수효과, 다른 

유형의 학에 다님으로써 생긴 변화인 학 간 효과, 그
리고 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 생

기는 변화인 학 내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학은 취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학사 리강화, 학생 

맞춤식 교육제도, 장 심의 수업 등 교육과정의 내실

화를 다지는 동시에 학생의 취업  진로개발 서비스

를 담당하는 담기구의 로그램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 학생들은 취업경쟁에서 우 를 확보하기 해 학

리, 자격증취득, 어학연수, 외활동 등 다양한 방면

으로 취업을 비하고 있는 것은 학사회의 모든 구성 

네트워크가 취업에 집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졸업생의 자질, 인성, 

개인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와 학특성  교육여건

에 기반을 둔 연구로 나 어진다. 
여기서 본 연구는 학 내 효과에 을 두고자 하

고, 학 내 정량  지표인 학내 교육자원을 기반으로 하

는 학별 지표를 통해 취업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최정윤, 이병식[4]은 학의 특성요인  구조  특성

요인과 재정  교육여건 요인이 학생의 학습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규명한 결과, 학생의 학습성과

에 미치는 향요인  학의 구조  특성요인은 두드

러지는 반면, 재정  특성요인의 향은 유의하지 않거

나 유의하더라도 그 통계  유의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박정수, 홍희정[5]은 국공사립 학 188개교를 상으

로 학특성과 학교육성과 간의 차이분석과 3가지 모

형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모, 설립주체  소재지

의 상호작용 효과가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수명, 최상덕[6]은 학의 특성이 졸업자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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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학특성 변수들의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최정윤 외[7]는 장학 이 취업률에 향을 미치는 것

을 분석했으며, 김경일[8]은 장학 은 취업률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1인당 교육비는 취업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고, 이필남[9]은 교육비와 장학 이 취

업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희정[10] 교육비 환원

율이 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학의 취업성과에 한 실증  연구가 최근 

들어 고용 황과 한 련성을 가진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내 교육자원보다는 학생들에 

을 둔 박사학 연구등도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 있

으며, 이와는 다르게 본 연구와 같이 학 자료를 기반으

로 하는 연구가 박사학 논문으로 실증  분석에 임하고 

있다. 
특히 구성우의 경우, 체 학을 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률인 교육성과에 임교원 확

보율, 교사 확보율, 학순  변수는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부(-)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 다.  다른 교육성과로서 교육

환경인 도탈락율을 종속변수로 처리한 결과, 장학 , 
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사 확보율, 학순 는 부(-)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취업성과를 종속변수로 다룬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Summary of previous studies on recruitment 
rates

S. W. Gu(2018) :  Excerpted from Ph.D dissertation 

이러한 근 외에도 산학 력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실증  분석들은 많이 연구되어 왔다.

2.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2.1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내 교육자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 분석에서 논의한 학내 교육자원

을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종속변

수인 취업률에 향을 미칠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고 Lindsay가 사용한 교

육여건 항목, 교육재정 항목, 연구성과 항목 등 3가지 항

목을 기 으로 각 세부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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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교육여건 항목으로서는 교사시설 확보율(재학생기

), 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 임강의담당비율, 기숙

사 수용률,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임교원 확보율을 

개별 인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교육재정 항목으로서는 재학생1인당 장학 , 학생1인

당 교육비, 평균 등록 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연구성과 항목으로는 임교원 1인당 논문(국내), 

임교원 1인당 논문(국제)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이러한 향력 계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는 동남

권 4년제 20개 학으로 국한하고, 학알리미 공시자료 

 2015년부터 2017년(2018년 8월 발표)까지 3개년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토 로 자료를 재정리하고, 연구모

형의 실증  분석을 해 PASW 18.0을 사용하 다.

2.2 가설의 설정

2.2.1 교육여건과 취업률

교육여건은 학자원  가장 요한 시설  지표들

이 포함되고 있다. 취업률은 결국 학습을 하기 한 학

내 자원이 사 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교사시설 

확보 황은 기본 인 학여건에 포함된다. 
그리고 학생편의시설인 기숙사는 학생들의 면학집

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간  경제  부담요인을 여

나가기 때문에 기숙사를 확충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지방

 유치를 고취시키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학 도서 에서의 자료구입정도는 공학습이나 인

성교육을 한 학내 요자원이며, 임교원 확보  

임과 비 임의 강의담당비율은 학구성원인 재학생

들의 학습성과를 극 화하기 한 기본  환경요인이며 

내실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설 1] 학의 교육여건인 교사시설 확보율(재학생

기 ), 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 임강의

담당비율, 기숙사 수용률, 학생1인당 자료구

입비, 임교원 확보율은 학의 취업성과

(취업률)에 향을 미칠 것이다.

2.2.2 교육재정과 취업률

교육재정 항목은 교육비 항목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

며, 학재정변수들을 토 로 취업률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들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재정이 부유할수록 학생들의 취업성과를 극 화

하기 한 학정책이 수립되는데도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질 인 취업률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직  요인으로 재학생1인당 장학 , 학생1
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 을 개별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경제  부담을 덜수 있는 재정요

인이며, 이들 3개 변수를 토 로 면학에 집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과 동시에 취업에 집 할 수 있는 학생들

에 한 직 인 기여요인이라고 단해서 이다. 
그러나, 앞서 선행연구에서들의 결과들을 보면 독립

변수로서 향을 미치는 경우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이 특징이다. 

[가설 2] 학재정 항목인 재학생1인당 장학 , 학생1
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  변수는 학의 취

업성과(취업률)에 향을 미칠 것이다.

2.2.3 연구성과와 취업률

[1]의 연구와 같이 연구성과를 취업성과와 같이 종속

변수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변수

선정을 보면, 연구성과를 취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분이다. 즉, 연구성과

가 높다는 것은 교수의 자질, 역량을 반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토 로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이 원활해 질 수 있다

는 것으로 취업성과에 향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가설 3] 학의 연구성과인 임교원 1인당 국내논

문, 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수는 학의 

취업성과(취업률)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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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ecrui

tme
nt rate

Procur
ement 
rate of 
faculty 
faciliti
es (%)

Lectur
e rate 

of 
non-m
ajors(

%)

Dormi
tory 

availa
bility 
(%)

Materi
al fee 

per 
student 
(thous

and 
won)

Procur
ement 
rate of 
full-ti

me 
facult
y (%)

Schola
rships 

per 
registe

red 
student 
(thous

and 
won)

Educa
tion 
fee 
per 

student 
(thous

and 
won)

Avera
ge 

tuition 
(thous

and 
won)

Resear
ch 

papers 
per 

full-ti
me 

faculty 
(Dom
estic)

Recruitment 
rate 1.000

Procurement 
rate of .125 1.000

3. 실증분석 및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 4년제 학의 학내자원이 취

업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최근 3개년의 시

계열 자료를 토 로 학내 교육자원 지표와 취업률간의 

선행연구를 통해 련 변수를 도출하 다. 그리고 이들 

변수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개별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statistics)를 먼  실시하고, 변수간 상

계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다공선성 문제나 허  계를 

검한 후, 학의 학내자원이 취업성과(취업률)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향을 미친다면 그 향

력의 크기는 어떠한지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 다. 

3.1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학자원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동남권 4년제 학 20개교를 상으로 3개년의 시

계열 자료를 토 로 자료들을 정리한 결과, 종속변수인 

취업률은 61.3%로 나타나고 있다. 표 편차가 9.0%로 

나타나 취업률에 한 각 학간 편차가 다소 크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each variables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N

Recruitment rate 61.397 8.9993 60

Procurement rate of faculty 
facilities (%) 116.363 25.0854 60

Lecturing rate of full-time 
faculty (%) 68.123 7.3051 60

Lecture rate of non-majors(%) 31.8767 7.30515 60

Dormitory availability (%) 20.208 9.0469 60

Material fee per student 
(thousand won) 82.185 33.9956 60

Procurement rate of full-time 
faculty (%) 79.685 21.9982 60

Scholarships per registered 
student (thousand won) 3009.012 464.0352 60

Education fee per student 
(thousand won) 11182.715 2750.0168 60

Average tuition (thousand won) 5785.422 1231.9465 60

Research papers per full-time 
faculty (Domestic) .651622 .1600466 60

Research papers per full-time 
faculty (International) .213123 .1547528 60

학여건 항목을 보면, 교사시설 확보율은 116.4%로 

교사시설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강의 운

시 강의실 부족 등으로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요인이다.
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비 임 강의담당비율은 

100%를 기 으로 하므로 다공선성 문제를 유발한다. 
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8.1%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
임 강의담당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즉, 비 임 강의

담당비율도 학내에서는 매우 요한 자원이므로 두 변

수  1개 변수만 단계별 회귀분석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기숙사 수용률은 20.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남

권 내 학에서 기숙사 확충에 고민을 하고 있는 실과 

무 하지 않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평균 8만 2천원으로 나타났

고., 임교원 확보율은 79.7%로 나타났다. 평균등록

은 578만원이며, 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수 평균은 

0.65편, 국제 논문수 평균은 0.2편으로 나타났다.  

3.2 상관관계분석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 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는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로서 먼 , 유의미한 부분은 취업률과 독립변

수와의 계에서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학생1인당 교

육비, 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등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은 취업률과는 부정  상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이들 변수들이 취업률과 유의미한 계에는 있

지만, 재 동남권 학에서는 학재정이 부족하여 장

학  지 에 을 두어 상 으로 자료구입비나 교육

비 여건에 한 재정  지원 투자가 잘 안되고 있다고 

단되며, 임교원의 국제논문수 한 상 으로 부족

한 실정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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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facilities (%)

Lecturing 
rate of 

full-time 
faculty (%)

.064 -.020 1.000

Lecture rate 
of 

non-majors
(%)

.003 .572
*** -.021 1.000

Dormitory 
availability 

(%)

-.343
** .164 .253

* .130 1.000

Material fee 
per student 
(thousand 

won)

-.127 .024 -.073 .172 .460
*** 1.000

Procurement 
rate of 

full-time 
faculty (%)

.111 -.027 -.597
***

-.233
* -.025 .087 1.000

Scholarships 
per 

registered 
student 

(thousand 
won)

-.316
** .057 .338

** .175 .630
***

.583
*** -.136 1.000

Education 
fee per 
student 

(thousand 
won)

.146 -.269
*

-.553
***

-.280
*

-.267
*

.259
*

.603
***

-.315
** 1.000

Average 
tuition 

(thousand 
won)

.107 -.026 .368
** -.017 .034 -.433

***
-.333

** .136 -.604
*** 1.000

Research 
papers per 
full-time 
faculty 

(Domestic)

-.325
** .028 .419

*** .052 .631
*** .186 -.295

*
.667
***

-.517
***

.469
***

*** p<0.001, ** p<0.01, * p<0.05

Item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
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
dization

coefficient t
Significa

nce
probability

B Beta

(Constant) -6.774 　 -.368 .715

Education 
conditions

Procurement 
rate of faculty 
facilities (%)

.086 .240 1.691 .097

Education 
conditions

Lecture rate of 
non-majors(%) .644 .523 3.319 .002

Education 
conditions

Dormitory 
availability (%) .056 .056 .383 .704

Education 
conditions

Material fee 
per student 

(thousand won)
-.076 -.288 -1.684 .099

Education 
conditions

Procurement 
rate of 

full-time 
faculty (%)

.190 .465 2.346 .023

Education 
conditions

Scholarships 
per registered 

student 
(thousand won)

.007 .335 1.965 .055

Educational 
finances

Education fee 
per student -.001 -.421 -2.019 .049

독립변수간의 특성에서는 학생1인당 교육비가 비

임 강의담당비율,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임교원 확보

율과 강한 정  상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수는 교사시설 확보율과 임

교원 확보율 변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독립변수들과 유의

미한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생1
인당 자료구입비와 강한 정 인 상 계를 보이고 있

는 이 특징이다.

3.3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교육여건과 교육재정, 연구성과 부문의 각 

세부지표를 독립변수로 구성하 다. 한, 동남권으로 

지역  제한을 두고, 3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

다. 

10개 학자원을 독립변수를 두고, 이들 변수가 취업

성과인 취업률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변수

들 간의 인과 계의 규명  분석에 효과 으로 사용되

는 다변량 통계기법  하나인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학의 취업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

여 실증분석한 결과,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  
회귀모형의 반 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F값

을 보면 3.890으로 나타났고, 유의수  0.001로 도출되

어 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한 종속변수의 총 변량  회귀모형이 설명하는 변

량의 비율을 나타내어 결과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429로 나타나 지역  그리고 사례 제한 모형이지만 회

귀모형의 설명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취업률은 결국 

이들 변수 외에 여타 학자원  학생의 능력과 우수성, 
학의 신뢰성 등의 요인 등에 의해 보완설명이 될 수 

있음을 반 한다.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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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sand won)

Educational 
finances

Education fee 
per student 

(thousand won)
.001 .176 .848 .401

Research 
achievements

Average tuition 
(thousand won) 28.982 .515 3.091 .003

Research 
achievements

Research 
papers per 
full-time 
faculty 

(Domestic)

-13.375 -.230 -1.163 .251

R-square value .429 F 값 3.680
(p=0.001)

3.3.1 교육여건과 취업률

교육여건항목을 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여

건에서는 비 임 강의담당비율이 p=0.002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523으로 나타나 강한 

정 인 향력을 가진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비
임 강의담당비율이 증가할수록 학의 강의량이 많아지

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취업률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 임 교원들이 학생들의 취업욕구를 

강하게 변하는 강의로 진행된다고 야 할 것이다.
임교원 확보율도 p=0.023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

진 것으로 나타났고, =.465로 나타나 강한 정 인 

향력을 가진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비 임 교원의 강의

부담비율과 같이 임교수요원의 확보가 결국 학의 질

 확산을 가져오게 하고 이는 취업률 증가에 요한 

향변수로 작용한다는 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각 학

에서는 학교수요원에 한 증원을 통한 취업률 확 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최근 학생수 감을 상하

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채용을 유보하는 분 기도 있을 

것인데, 이는 곧 취업률 향요인임을 다시한번 재고해

야할 사안인 것이다. 
교육여건 항목  교사시설 확보율과 학생1인당 자료

구입비는 각각 p=0.097과 p=0.099로 나타나 p<0.1기
으로 책정하면 통계학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

다. 여기서, 교사시설 확보율은 =.240으로 나타나 정

인 향력 변수라 할 수 있으므로 교사시설 확보율은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는 부정  향력으로 나타나 자료구입비가 

취업률을 높여나가는 수단  방법으로는 보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도 자료구입비는 향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1인당 자료구입비 규모가 지나치게 낮

게 책정되기 때문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재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의 확충은 곧 도서  시설 확충에 

있으므로 스마트 자북과 같은 학생들이 도서 에서 많

이 머물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여건 항목  기숙사 수용률은 유의확률이 낮아 

취업률과는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3.2 교육재정과 취업률

다음으로 교육재정 항목의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1인당 교육비가 p=0.049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421로 나타나 1ㅣ인당 교

육비가 취업률 증가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재학생 1인당 장학 은 취업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5로 유의미한 결과

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p<0.1) =.335로 나타나 

재학생들에게 장학  지 액이 많아질수록 취업률은 

정 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달리 보면, 취업률이 

학성과를 측정하는 기 이기도 하므로 취업률이 높은 

학들이 정부지원을 많이 받음으로써 이를 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장학 으로 환원시켜 나가는 구조를 반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균등록 은 취업률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3 연구성과와 취업률

연구성과 변수에는 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수가 

p=0.003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515로 강한 향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질  측면의 성과가 취업률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구성과 변수인 국제논문 수는 술 숫자가 상

으로 낮으므로 취업률에는 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3.4 가설의 검증결과 요약

학의 학내 교육자원인 교육여건, 교육재정, 연구성

과의 세부 변수들이 취업률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정하에 설정된 본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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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ummary of hypothesis tests

Hypothesis acceptance 
or rejection

Acceptance 
variables(+ 

cause)

Hypothesis 
1

Sub-indexes on 
education 

conditions will 
effect 

recruitment 
rate.

Partial 
acceptance 

1. Lecturing 
rate of 

part-time 
faculty

2.Procurement 
rate of 

full-time 
faculty

Hypothesis 
2

Sub-indexes on 
educational 

finances will 
effect 

recruitment 
rate.

Partial 
acceptance 

Scholarship 
per student
(+ cause)

Hypothesis 
3

Sub-indexes on 
research 

achievements 
will effect 
recruitment 

rate.

Partial 
acceptance 

Research 
papers per 
full-time 
faculty 

(Domestic)

4. 결론

동남권 4년제 학의 3개년 시계열 자료를 토 로 최

근 청년고용정책과 련한 학의 취업률에 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검증하기 해 실증분석의 결과, 나타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여건과 련한 변수 에 비 임 강의 담

비율과 임교원 확보율과 같은 학내 인 구성변수가 

교육여건에서 취업률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률의 지속 인 향상을 해서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주는 교수자원의 기반이 매우 요함을 

반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에서의 인  구성자원이 

학생들의 취업에 미치는 향이 높으므로 특히 비 임 

교원의 확보를 통한 강의분담과 교수요원의 등용을 통한 

임교원 확보방안을 최근의 실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

다는 을 반 한다. 
둘째, 교육재정과 련한 변수 에 재학생 1인당 장

학  지 이 취업률과 한 련이 있다는 은 학생

들이 면학에 열 하게 하는 기회요인임과 동시에 학이 

국가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

학  수혜율을 높이기 해서는 학기 의 조성과 함께 

동문이나 지역사회의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재학생들의 

장학  수혜 폭을 넓  나가는 학정책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연구성과에서는 임교원의 국내 논문수가 취

업률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교

원의 확보라는 교육여건과 동소이하게 우수한 자질의 

교수의 지도하에 우수한 인재의 취업이라는 논리가 가능

할 것이라 단된다. 
무엇보다도 형후 연구는 단순한 취업으로 문제를 국

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면 최근들어 취업을 하더라

도 1년 이내 직장을 그만두는 은 층들이 늘고 있으므

로 취업문제와 함께 직업안정 즉 좋은 일자리하는 연속

된 문제에 놓여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학에

서 기본 으로 다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향후 보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동남권의 지역  특성을 반 하고자 

하 고, 3개년 시계열 자료를 반 함으로써 최근 3년간

의 학 취업률에 향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 다. 그
러나, 국 인 자료 활용을 통해 보다 본 연구가 한국의 

특성을 반 하는 결과로 제시된다면 향후 학성과연구

에 발  도약이 될 것이라 단된다. 
둘째, 학알리미 공시자료에 한 세분화가 필요하

다. 재 분기별 1년 단  등 공시자료의 시성을 반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 히 취업률변수는 용 기

이 아직 검해야할 실정이며, 고용보험 등 취업 등록 

자료가 지속 으로 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정확한 

취업률 추계도 가능할 것이다. 직업의 특성상 집계에 

락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 공시지표

의 신뢰성을 갖춰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에 한 학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 제시

도 필요하며 이를 반 한 투입과 과정의 통합모형의 

근도 이 져야 한다.
셋째, 최근 1-2년 사이에 박사학 논문들이 취업성과

를 연구 상으로 발표되고 있으므로 취업성과는 매우 

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를 각 지역별 특성을 반 한 

실증분석이 축 되어 지역 심 학의 취업률 추이를 

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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