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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고등교육이 산업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문제는, 현재의 고등교육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그에 걸맞은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경제
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즉, 국가수준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육 측면에서 보면, 고등교육의 혁신은 결국 노동시장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의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역량 중심의 접근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전문적 역량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진취성, 협동정신, 리더십, 통제력 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역량까지도 성과 분석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의 수혜자는 그 역량을 직접적으
로 갖추는 학생 뿐 아니라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수혜를 입는 정부, 기업 및 고용주,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 그리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고등교육기
관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을 조망할 경우,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그 성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 보다 진일보한 정책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과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류 방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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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 그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라는 차원에서 조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의 심층 분석 주제인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의 분석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국제사
회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은 노동시장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OECD 분석틀은 노동시장에 적합한 졸업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빈번하게 활용하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은 정책 수단(재정지원 정책, 규제 정책, 정보 정책, 조직화 정책)과 정책 대상(고등
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고용주 및 기업, 노동조합 및 전문직 단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ECD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정책
대상에 따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은, 정
책 대상 측면에서 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체로 고등교
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
로 노동시장 관련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재정지원 형태의 정책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정책들이 수행되는 부처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복 지원이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정책들이 실행
되기도 한다. 한편, 규제 정책이나 정보 정책, 조직화 관련 정책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특히 조직화 관련 정책은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와 인턴제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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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OECD 자가
진단 툴킷을 번안하여 고등교육 전문가 대상 진단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전문
가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전문 지식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진단하였지만, 문제 이해 및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같은 일반 인지 역량과 사회/감
성 역량, 그리고 향후 10~15년 간 노동시장에서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일반 인지 역량이나 사회/감
성 역량보다는 전문지식 역량을 강조해 왔던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준비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 입학 기회에 있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정
도나 사회계층에 따른 역량 형성의 차이,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활용
도,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 간 긴밀성도 낮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이나 노동시
장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고용주, 노동조합 등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단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지원 관련 정책들은 시행정도와 효과성의
두 축으로 구성된 사분면에서 골고루 분포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조직차원 정책의 경우 대부분
의 정책들이 평균 또는 그 이상 수준에서 긍정적인 시행정도 및 효과성을 나타냈다. 반면, 규제
정책들은 대부분 효과성 측면에서 평균 이하에 위치하여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정책
수에 있어서는 적지만 조직 차원의 정책 수단이 정부가 정책을 이끌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정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된 재정을 활용하
는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반면, 규제 정책의 경우 그 자체로는 전반적인 효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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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므로 어떤 정책 수단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다른 정책 수단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정책
수단 간 시너지 효과)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①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②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질 관리, ③ 타 정책 수단의
한계를 보완할 규제 정책의 개발, ④ 정보 정책의 활용도 제고 및 타 정책 수단과의 연계성
확대, ⑤ 기존 체제와 조응하는 조직 차원 정책의 발굴, ⑥ 사회 발전 및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량 중심의 대학교육 전환, ⑦ 노동시장 수혜자 집단의 공적 책무성 확대 등 7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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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 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Ⅰ.

1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고등교육이 산업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는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문제는, 현재의 고등교
육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그에 걸맞은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전통적인 직업
및 산업 영역이 쇠퇴하고 새로운 직업과 산업 분야가 등장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양성되는 인적
자원은 여전히 전통적인 학문 및 직업에 기초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김창환 외, 2015:3). 2015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
육 인재양성 방안」(교육부, 2015.7.)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정책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PRIME),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CORE),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이러한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고숙련 인력
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국가수준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전반적인 사회변화 및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대
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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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책 목표는 “국가경쟁력 위기를 적극 타개하여 산업역량을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rontier)로 전환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교육부, 2015.7.)으로 잡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 과제들은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기반 조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대학의
취업강화 지원,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등 현재의 산업 구조와 그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5.7.). 그러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문제는 단순히 인력수급 미스매치나 학생의 취업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의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였는가에 있다.
OECD의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에서는 이러한 고등교육과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
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역량을 분석하고,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의 역할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보와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김은영 외, 2016).
이러한 OECD의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접근은, 그 동안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졸업 이후
의 소득과 고용 형태 및 직위 등으로 규정하였던 기존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김은영 외,
2016).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적자원의 역량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전문적 역량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지능
력과 진취성, 협동정신, 리더십, 통제력 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역량까지도 성과 분석
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의 수혜자를 그 역량을 직접적으로 갖추는 학생
뿐 아니라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수혜를 입는 정부, 기업 및 고용주, 노동조합과 전문
직 단체, 그리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고등교육기관까지도 포함
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의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키우는 책임을 대학이나 학생
개인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에까지 묻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을 조망할 경우,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그
성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 보다 진일보한 정책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과는 차별된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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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OECD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 사업과 보조를 함께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를 OECD 성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수준에서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노동시장 정책 현황을 수집한다. 전년도 연구(김은영 외, 2016)
에서는 주로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연구(김은영
외, 2016)에서 조사한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특히 고용-노동 분야 관련 정책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
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OECD 분석틀에서는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정책대상(고등교육기관, 학생/학부모, 고용주/노동조합)과 정책수단(재정, 규제, 정보, 조직 차
원)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ECD 분석틀에 따른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
시장 관련 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OECD 성과 분석틀에 따른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개발한 진단도구(toolkit)를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게 번안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이상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에서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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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위해 OECD에서 수행하고
있는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의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추진 체계와 세부 과제 등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개념과 분석틀,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진단을 위한 조사 도구 등을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고등교육의 성과 관련 국내·외 연구와 그
동안 OECD에서 수행해 온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관련 주제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전년도 연구(김은영 외, 2016)에서 수집한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가하였다. 특히, 전년도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추진된 정책들 중심으로
검토하였다면, 올해 연구에서는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 추진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전문가협의회와 전문가 집단 인터뷰 등을 통하여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과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였으며, OECD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위한 진단 도구를 검토하여
이를 번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고등교
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을 위하여 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OECD에게 개발한 자가진단 도구를 번안한 것으로,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부의 정책 수단의 효과 등을 진단하도록 구성하
였다. 전문가 진단 조사는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하였다. 전문가 진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48명으로, 4년제 대학교 전·현직 보직 교수 28명, 전문대학 전·현직 보직
교수 10명, 연구기관 소속 고등교육 및 고용 관련 전문가 10명이었다. 전공별로는 교육계열이
11명, 사회계열이 8명, 공학계열이 7명이었으며, 예체능계열은 3명, 의약계열과 인문계열은
2명, 자연계열은 1명이었다. 전공분야 미상은 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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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전문가 진단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명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기간

2017. 8. 22. ~ 9. 6.

조사방식

이메일 조사

대상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

참여인원

48명(4년제 대학 : 28명, 전문대학 : 10명, 연구기관 10명)

다섯째, 제111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포럼에서는 고등교육-노동시장 과련 정책 현황과 특징,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수정·보
완하였다. 또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시사점과 정책 제언 등을 보완하였다.
❙표 Ⅰ-2❙ 제111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구 분

내

주 제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일 시

2017. 10. 24(화) 10:30 ~ 17:30

장 소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발표내용/
발표자

토론자

참석인원

용

[세션1]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개요(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세션2]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 정책(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대상 규제, 정보, 조직차원 정책(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세션3] 학생/학부모 대상 정책(주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션4] 고용주/노동조합 대상 정책(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세션1] 강호준(중앙일보)
한지원(두원공과대학교)
[세션2] 김주섭(노동연구원)
임후남(한국교육개발원)
[세션3] 김범국(대구과학대학교) 김형종(서울여자대학교),
김훈호(공주대학교),
송선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약 40명

여섯째, OECD 고등교육 전문가회의(Informal Working Group on Higher Education)에 참석
하였다. OECD 고등교육 전문가회의는 연 2회[상반기(6월), 하반기(12월) 각 1회] 개최되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성과 개선 분석틀 조사 결과와 국가별 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고등교육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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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가진단 툴킷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
다. 특히, 하반기 IWG(12월)에서는 본 연구에서 OECD 고등교육 성과 분석 자가진단 툴킷을
번안하여 실시한 한국의 진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표 Ⅰ-3❙ OECD 고등교육 전문가 회의 개요
구 분

상반기 IWG 회의

하반기 IWG 회의

회의명

2017년 상반기 OECD 고등교육 전문가 회의

2017년 하반기 OECD 고등교육 전문가 회의

기간

2017. 6. 14. ~ 18.(3박 5일)

2017. 12. 3. ~ 7. (3박 5일)

장 소

OECD 대표부(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대표부(프랑스 파리 소재)

참석자

최정윤, 권희경

김은영, 박성호

·성과 개선 분석틀 조사 결과 공유
·국가별 분석 내용 검토
·고등교육 성과 분석 자가진단 툴킷 검토
·향후 세부 계획 수립 등

·고등교육 성과 분석 자가진단 툴킷 조사
결과 공유(한국 사례 발표)

회의내용

일곱째, 본 연구는 기관 간 협동연구 형태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주제 특성상 교육분야
뿐 아니라 직업/노동 분야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원 연구진 이외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 전문가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두 기관의 연구
진들은 교육 분야 이외 영역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 분석과 전문가 조사 도구
개발 시 관련 영역 문항들에 대한 개발에 참여하였다. 두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고등교
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고용주/기업 및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OECD 자가진단 툴킷의 번안에 있어
관련 정책의 맥락에 맞는 도구개발이 가능하였다.
❙표 Ⅰ-4❙ 협동연구기관 참여자 및 참여 내용
기 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주휘정(연구위원)

정동열(연구위원)

참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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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대상 정책 현황 분석
·관련 분야 진단도구 개발

·고용주/노동조합 대상 정책 현황 분석
·관련 분야 진단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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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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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그 동안 국내 ･ 외에서 이루어진 고등교육 성과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 유형은, 고등교육의 성과를 자원분배 또는 예산투입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effectiveness)
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가령, Liefner(2003)는 고등교육기관들의 성과를 효과성 측면에
서 고등교육체제에서의 자원분배(resource allocation) 형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제비교 측면에서 고등교육에서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한 재정지원 체계가 공공재원을 활용하
는 유럽식 체제와 사적재원을 활용하는 미국식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들
은 그 주된 재정지원 체제가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재원의
분배에 있어 경쟁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대체
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업이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교적 학교수준에서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장기적 성과를 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박성호 외, 2014). 그러
나 국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그 성과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박경호(2008)는 1차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
1) 이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김은영 외(2016)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의 후속 연구로, 이론적 배경의 일부 내용은 전년도 연구와 중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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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후 자료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
였으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만이 참여 대학이 비참여 대학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백성준(2012)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미지원 대학 대비 지원 대학의 순사업 성과를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정미‧김민희(2013)의 연구에서도 비수도권 대학
들의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5개년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박현주‧곽진
숙(2013)의 연구에서는 4년 이상 선정대학에서 미참여 학교와의 향상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등교육 성과 향상 측면에서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서영인·김미란, 2015)도 수행된 바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 학습 성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첫 번째 유형이 고등교
육의 책무성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자원투입과 그 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라면, 두 번째 유형의
연구는 대학의 가장 핵심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OECD
에서 수행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
이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Ⅰ~Ⅴ)”는 1차년도에
“OECD AHELO 사업 참여를 위한 실천 전략 탐색”(최정윤 외, 2009), 2차년도에 “실행가능성
평가를 위한 한국적 평가체제 개발‧구축”(유현숙 외, 2010), 3차년도에 “평가영역별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합성 제고”(최정윤 외, 2011), 4차년도에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분석”(최정윤 외,
2012), 5차년도에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최정윤 외, 2013) 등의 부제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 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영역이다. 본원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최정윤 외, 2007;
2008)”,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유현숙 외, 2010; 2011; 2012), “대학 교수
･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유현숙 외, 2013; 2014; 2015; 최정윤 외, 2016) 등 교수 학습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통해 데이터를 공개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는 국가수준의 정책사업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가령, 최정윤 외(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 특성화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교수‧학습 평가 활용
방안과 그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외에는 고등교육의 교수-학습 성과를 학생 역량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있다. 가령,
김소영 ･ 김지은(2013)은 고등교육 학습 성과를 “고등교육의 목표 달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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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역량 내용”이라고 정의하고, 학교 참여가 고등교육 학습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 성과의 영역을 학업성취, 진로계획, 현장역량, 학교적응으
로 구분하여, 직전학기 평점, 진로결정여부, 자격증 취득여부를 학업성취, 진로계획, 현장역량
을 측정하는 변수로 보았다. 이 가운데 학교적응은 재수하려는 의도, 편입 및 전과 하려는 의도를
변수로 지정하여 해당 항목의 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창환
외(2014)의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Ⅲ) : 대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는 우리나라 교
수-학습 성과를 대학생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수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고등교육 성과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별 혹은 대학별로 비교 분석
한 것이다. 이 유형에는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대학평가들이 포함된
다. 본원에서는 2013년에 “한국 대학의 성과분석 모형 및 지표 개발 연구”(서영인 외, 2013)가
수행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박성호 외(2014)가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와 성과를
주요 양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진 박성호 외(2016)의 “한국의
교육 지표‧지수 개발연구(Ⅴ) : 교육의 질 지수 개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분석하면
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국제 수준에서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IMD, WEF의 국가경쟁력과 QS, THE, 상해교통대 등에 의한 세계대학평가
있다. 세계대학평가들의 경우, 각 기관별 기준에 따라 세계 주요대학의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QS와 THE는 전반적인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 반면, 상해교통대는 대학 학술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각 기관
들은 <표 Ⅱ-1>과 같이 정기적인 세계대학평가 외에도 목적별, 설립 시기별, 지역별 등 비정적기
적인 평가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각국의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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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THE, QS, 상해교통대의 대학평가
주관기관

QS

THE

상해교통대

발표명

최초 발표연도

- QS 세계대학평가

1994

- 전공별 세계대학평가

2009

- 아시아 대학평가

2011

- 신흥대학(설립 50년 이내) 평가

2012

- THE 세계대학평가

1994

- 세계대학평판도 평가

2011

- 아시아대학평가

2012

- 설립 50년이내 대학평가

2013

- 아시아 ･ 태평양 대학평가

2017

-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

2003

- 전공별 대학평가

2007

주) ’09년까지 QS와 THE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나, ’10년부터 분리 독립하여 단독 발표함.
출처 : QS 홈페이지(2017. 6. 8. 인출), THE 홈페이지(2017. 9. 6. 인출), ShanghaiRanking 홈페이지(2017. 8. 16. 인출)

국제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경쟁력과 세계대학평가들은 각 기관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를 진행하지만, 때로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같은 정성지표와 대학 제출자료, 국가별 통계청 자료,
학술 정보 제공 업체 등에서 제공받은 정량지표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아래의 <표 Ⅱ-2>는 정기
적으로 발표 중인 세계대학평가들의 평가항목이다.

❙표 Ⅱ-2❙ 세계대학평가별 평가항목
주관기관

평가항목(비중)
- 학계평판(40%)
- 고용자평가(40%)

QS

-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인용수(20%)
-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20%)
- 외국인 학생 비율(5%)
- 외국인 교수 비율(5%)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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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의 명성(15%)*
- 전임교원 1인당 박사학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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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평가항목(비중)
-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4.5%)
- 전공별 수입(2.25%)
- 학사학위 대비 박사학위 수여비율(2.25%)
- 연구 명성(18%)*
- 연구 생산성(30%)

- 연구비 수입(6%)
- 전임 연구자 1인당 발표 논문수(6%)

- 연구 영향력(30%)

- 피인용지수 - 논문당 평균 인용 표준화 지수
- 국내 교수대비 외국인 교수 비율(2.5%)

- 국제화 수준(7.5%)

- 국내 학생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2.5%)

- 산업 기술 이전(2.5%)

- 산업계로부터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수입

- 국제 공동 연구논문 발표 비율2.5%)
- 노벨상 등 수상 동문 수(10%)
- 노벨상 등 수상 교수 수(205)
- 논문 피인용 연구자 수(20%)
상해
교통대

- SCIE ･ SSCI 논문 수(20%)
- Nature&Science 논문 수(20%)
- 교수 1인당 성과(10%)

성과 : 졸업생 수상 실적, 교수 수상 실적,
논문 피인용 지수, SCIE·SSCI 논문 수,
Nature&Science 논문 수

주)‘*’는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지표임.
출처 : QS 홈페이지(2017. 6. 8. 인출), THE 홈페이지(2017. 9. 6. 인출), ShanghaiRanking 홈페이지(2017. 8. 16. 인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 대학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와
WEF(스위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는 위의 세계대학평가와 달리 국가의 경쟁
력을 평가한다. IMD는 총 4대 분야, 20개 부문, 34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부문은
인프라 구축 5개 부문 중 1개 부문으로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WEF는 총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부문은 보건 및 초등교육 2개,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6개, 기업혁신 1개 등 3개 부문 총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3>은 IMD와
WEF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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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IMD와 WEF 비교
구분

IMD

주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 1989년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 WEF와
국가경쟁력지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나,
1996년부터 분리 발표

-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 1979년부터 국가경쟁력지표 발표

대상

- 63개국('17년)

- 137개국('17년)

- 총 4대 분야, 20개 부문, 346개 지표
- 교육부문은 인프라 구축 5개 부문 중
1개 부문으로 18개 지표로 측정

- 총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지표
- 교육부문은 보건 및 초등교육(2개),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6개), 기업혁신(1개)
3개 부문 총 9개 지표로 측정

평가영역

WEF

·4대 분야 : 경제적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

·3대 분야 :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출처 : IMD 홈페이지(2017. 6. 1. 인출), WEF 홈페이지(2017. 9. 28. 인출)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IMD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인구
천명당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수,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졸업자 중 여성
비율, GDP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WEF에서는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과 기업혁신 부문에서 고등교육 총취학률, 교육체제의 질, 수학교육 및 과학교육의 질, 경영대학
원(의) 질, 대학 - 기업 간의 연구협력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4>는 IMD와 WEF에서
의 고등교육 평가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Ⅱ-4❙ IMD와 WEF에서의 고등교육 평가 지표
주관기관

지표명
-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IMD

- 고등교육 졸업자 중 여성 비율
- 인구 천명당 외국인 학생수
-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 부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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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지표명
- 고등교육 총 취학률
- 교육체제의 질

WEF

-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 수학교육 및 과학교육의 질
- 경영대학(원)의 질
- 학교 내 인터넷 접근도

- 기업혁신*

- 대학과 기업 간 연구 협력

주) ‘*’는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지표임.
출처 : IMD(2017), WEF(2017)

지금까지 고등교육의 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고등교육의 성과를 자원분배 또는 재정지원의 효과 측면에서 접근하
고 있는 연구들이며, 둘째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수-학습 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등교육 성과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들이다.
이 선행연구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그 동안 국제 수준에서 이루어진 고등교육 학습 성과 평가 사업 참여와 자체
적인 교수-학습 성과 분석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렇게 누적
된 연구 성과는 대학에서 자체적인 교수 - 학습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대학특성화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교수 - 학습 평가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고등교육 교수
- 학습 성과 분석의 노하우를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발굴과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지원사업이 재정지원의 형태로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박성호 외, 2014). 그러다보니 이러한 재정투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요구가 많았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효과
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대학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체제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체제 단위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분석한
사례가 부재하다. 그 동안 고등교육 성과를 위한 연구들은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 연구, 노동시장 등 특정 영역의 성과를 분석하거나 분석 단위 및 대상을
개인, 기관, 대학, 프로그램, 지역 중 하나로 제한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등교육 성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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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재정지원과 같은 특정 요인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등교
육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
교육의 성과는 다방면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금까지 고등교육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정량적인 접근법이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대체로 고등교육체제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들은 투입 - 과정 - 산출 - 성과로
이어지는 체제모형의 주요 정량지표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어렵다. 특히, 정량지표는 가용한 정보를 위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정 성과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고등교육의 교육성과가 직업세계에 있어
서의 학생의 성과를 제한될 경우 취업률과 같은 특정지표가 고등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과도
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철영‧최수정, 2009). 또한 정량지표들로만 고등교육의 성과를 평가
할 경우, 정량지표들은 설립주체, 소재 지역, 대학규모 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비수도권대학이나 소규모대학의 교육성과가 과소평가될 소지도 있다(박정수 ･ 홍희정, 2009).
다섯째, 현재 고등교육은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 기능도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성과에
있어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부족하며, 있더라도 취업률과 같은 단편적인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 복잡해지는 노동시
장에 대응하여 다양화되는 고등교육체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한 자료 수집
과 연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OECD의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과 그 심층 분석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사점과
관련이 있다. 즉, 고등교육 성과를 다양한 고등교육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
하며, 기존의 정량적 지표 이외에도 고등교유체제의 운영, 구조, 특성, 정책 등의 정성적 데이터
를 분석한다(김은영 외, 2016).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을 첫 번째 심화
분석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OECD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연구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고등교육 성과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본원에서는 OECD 고등교육 학습
성과 평가 사업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인 교수-학습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관과 연구자 개인 역량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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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한 키워드 중 하나는 ‘역량(skills)’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역량의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노동시장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
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현재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종류와 수준의 역량
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가’, ‘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미래의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준비가 되어있는가’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한 연구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OECD는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의 국가별 역량을 평가하고 분석하
는 사업을 수행해왔다. 대표적으로, PISA와 같이 중등교육 수준에서 읽기, 수학, 과학 및 문제
해결력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역량(basic skills)을 평가하는 사업도 있고, 현재 만 15세 학생들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인 2030년에 필요한 역량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OECD Education 2030 등이 있다. 고등교육과 성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사업으로는 지금은 중단되었으나 2012년에 평가를 실시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HELO)사
업과 성인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사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성과 및 평가의 범위를 OECD의 유아교육보육(ECEC: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단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평가를 실시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HELO)사업은 고등교육 이수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일반적 역량(Generic skills)과 영역 특수적 역량(Discipline-specific
skills)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analytic reasoning),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능력(written
communication) 등을 포함하였으며, 영역 특수적 역량은 전공을 통한 전문역량으로 정의하고,
본 연구는 경제학(economics)과 공학(engineering)의 두 영역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Tremblay 외, 2012).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연계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성인의 역량을 노동
시장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분석한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AC)이다. PIAAC은 16세에서 65세에 이르는
성인의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핵심역량(core skill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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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국가별 성인의 핵심역량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OECD, 2013a). 주목할 점은
PIAAC은 언어능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skills)을
‘정보처리역량(Information Processing Skills)’으로 개념화하였다는 점이다(국제성인역
량조사 웹사이트, 2017. 5. 22. 인출; OECD, 2013b). 즉, 언어능력을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 수리력을 ‘계산하는 능력’으로 보지 않고, ‘언어 또는 수리적 형태의 정보를 이해·해석
하며,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임언 외,
2013). 문제해결력 역시 ‘정보를 획득·평가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실제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을 얼마나 원활히 활용하는가’로 정의된다(임언
외, 2013). PIAAC은 2011년~2012년에 걸쳐 24개 국가의 1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처리역량의 국가적 수준 차이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직무와 역량의 일치정도, 경제적 ･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OECD Skills Strategy 사업은 역량의 개발과 활용의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별 시스템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공교육이나 직업훈련 이수 기간, 획득한 자격증
･ 졸업증과 같이 전통적인 역량 판단의 근거를 활용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이러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여 역량의 개념에 포함한다. 따라서 역량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OECD, 2011).
OECD Education 2030, PIAAC, OECD Skills Strategy 등에서 나타난 ‘역량’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OECD는 역량(Skills)을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로부터 충분한 개인적 이익을
창출하고. 지식정보 사회의 근본적 발전을 초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한다(OECD
홈페이지, 2017. 10. 3. 인출).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은 더 이상 ‘학력’이나 ‘자격증’ 등으로
대표될 수 없으며, 언어이해 또는 수리력과 같은 기본 역량조차도 정보처리능력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문제해결력 역시 정보통신기술과 분리되어 정의될 수 없다. 디지털 기술 발달은
앞으로 급격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일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역량에 대한 OECD의 이러한 접근은 기술적 발전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변화에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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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의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WEF (2016), Oxford Economics (2012), Davies,
Fidler, 그리고 Gorbis (2011) 등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역량으로 다소 복잡한 정보처리
를 위해 필요한 논리적 추론 등 인지역량(cognitive skills),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에 필요한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그리고 타인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social and
emotional abilities) 등을 들고 있다. 직업을 가장 대표적인 사회 참여의 방법으로 정의할 때
고도화된 지식정보사회의 노동시장은 교육에 복잡한 정보처리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의 양성을
기대한다. 또한 복잡한 문제해결 상황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사회적 의사소통역량과 기계에
의해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의 정서적 역량을 강조한다. OECD 역시 2주기 PIAAC 등을 통해
사회 ･ 정서적 역량의 직업생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준비 중이다(Danner,
Partsch&Mannheim, 2017).
본 연구의 배경이 된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성 적합성 및 성과분석』 역시 노동시장
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통해 획득해야 할 주요 역량을 영역특수적
전문역량, 일반 인지역량, 사회 ･ 감성 역량으로 정의한다(OECD, 2017c). 전문 지식 및 역량은
전공영역에 대한 이론적, 실용적 이해를 의미하며, 한편 일반 인지역량은 복잡한 정보를 이해,
해석, 분석, 전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를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17b). 또한 사회 ･ 감성적 역량은 목적성취(인내, 자기통제, 목표를 향한
열정), 타인과의 협업(사교성, 존경과 돌봄), 감정조절(자존감, 낙천성, 자신감) 등에 필요한
자질을 의미한다(OECD, 2017b).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역량으로
이 두 역량을 포함하는 많은 연구들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Ⅱ-5>는
OECD(2017b)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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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역량의 정의 및 설명
역량

전문 지식과 역량

정의 및 설명
‘특정 분야(subject matter)’에 대한 이론적, 실용적 이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등
교육의 수준에서는 학과별로 구분된다. 특정 수준의 전문 지식과 역량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고용주들은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자질을 취업
지원자들을 가려내는 첫 번째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 인지 역량

사회·감성 역량

복잡한 정보를 이해, 해석, 분석, 소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를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양한 인지 역량의 한 가지 예로 ‘비판적인
사고(critical thinking)’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문
제 해결을 위한 규칙을 찾아내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목적성취(인내, 자기통제, 목표를 향한 열정), 타인과의 협업(사교성, 존경과 돌봄), 감정
조절(자존감, 낙천성, 자신감) 등에 필요한 자질을 의미한다.

출처 : OECD (2017b:25-26) 재구성

한편 역량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OECD의 교육과 노동시장 관련 사업들의 주요 특징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사회적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이다. 앞에서 논의한 OECD Skills
Strategy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적합한 역량 개발 2) 역량공급의 활성화 3)
역량의 효과적 활용 등의 영역에서 정책적 일관성 제고 및 국가 역량 개발의 효율적인 시스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OECD, 2014c). OECD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 국가의 영역별 장 ･ 단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OECD 국가별 역량개발 전략 진단 보고서(OECD Skills Strategy Diagnostic Report)」
의 노르웨이 편에서는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12가지 역량 관련 과제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OECD, 2014c).
OECD가 교육영역에서 그간 수행해왔던 사업이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
는 것이었다면, Skills Strategy 관련 국가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필요한 역량을 이해하
고 보다 높은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영역에서의 정책 개선을 꾀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성인교육 차원에서의 직업훈련, 직장 내 훈련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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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ECD (2014c:12)

❙그림 Ⅱ-1❙ 노르웨이 역량 관련 도전 과제

이와 같은 맥락에서 OECD의 지역경제고용개발(LEED, the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프로그램은 정책 혁신지원, 국가별보고서 발간, 역량개발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의 고용 창출 및 역량개발 전략에 관한 보고서는 부천과
부산의 사례를 통해 관련 제도 및 담당 기구의 역할 등을 통계 데이터, 지역창업 ･ 고용지원
사무처의 직원 대상 설문, 지역과 정부의 관련 정책 이해당사자와의 라운드테이블 및 면담 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OECD, 2014a).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제시한 정책 방안은
첫째, 고용과 창업 증대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과 지역 경제 발전 단계 간의 정합성 제고, 둘째,
지역에서의 직업교육역량 개발 및 평생교육에 성인의 참여 확대, 셋째, 고용과 직원교육 기획에
중소기업 고용주의 참여 강화, 넷째, 커리어 안내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 증진.
다섯째, 지역 단위에서의 생산력과 역량 활용도 제고,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통하여 숙련된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 향상 등이다(OECD, 2014a).
또한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서는 개인이 고등교육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회적 체제
(system)에 주목한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 졸업 직후에 보여지는 노동시장 성과만이 아닌 노동
시장 진입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직업훈련이나 재교육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기업 혹은 사회, 정부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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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역시 분석의 대상에 포함된다.
고등교육의 성과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주제인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심층 분석’은 이런 측면에서 현재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교육영역에서의 사업의 성격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전에 수행된 OECD AHELO 사업과는
명확히 차별화 된다. AHELO사업은 일반핵심역량과 경제학, 공학 등 세 영역에서의 대학교육의
직접적인 성과를 평가 ･ 분석하였고, 그 목표는 교육의 질 제고였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대학, 정부의 프로그램
및 정책과 학생, 대학, 정부,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3

OECD

2)

. OECD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은 타 국가에 비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요인 파악을
통하여 개별 국가의 고등교육 성과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OECD, 2016b). 이를 위해
OECD는 고등교육체제 성과 벤치마킹(Benchmarking higher education systems performance)과
영역별 고등교육체제 성과의 심층 분석(In-depth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topics) 등 독립
적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의 영역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은영 외, 2016:ⅰ).
OECD의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은 2015년 논의 단계를 거쳐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고등교육체제 성과 벤치마킹은 성과모형 및 분석틀 정리, 정량적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
로 하는 1단계와 성과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등교육체
제 성과 심층 분석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로 정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와 국가별 검토 작업을 거쳐 3차년도인 2018년에 종합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
다. 아울러 4차년도인 2019년부터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Ⅱ-2]
는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의 구성과 연차별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2) 이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김은영 외(2016)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의 후속 연구로, OECD 고등교육체제의 성과 분석에 대한 일부 내용은 전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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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은영 외(2016:5)

❙그림 Ⅱ-2❙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사업의 연도별 계획

.
고등교육체제 성과 벤치마킹은 자국의 고등교육체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고등교육체제의 정책
(policies), 실행(practices), 산출(outcomes) 등 고등교육의 성과(performance)와 관련된 다
양한 측면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국가별 고등교육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고등교육의 정책 및 운영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2015).
고등교육체제 성과 벤치마킹에서는 고등교육체제의 개선을 위한 국제비교를 위해 우선 각국
의 고등교육체제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데이터와 고등교육체제의 성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때 수집하는 데이터는 아래 [그림 Ⅱ-3]의 성과 모형에 따라 수집된다.
[그림 Ⅱ-3]에서 보는 것처럼 고등교육체제 성과 모형은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효과성(effectiveness), 효용성과 지속가능성(utility and
sustainability)의 성과 개념을 토대로 목적(objectives), 투입(inputs), 활동(activities),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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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s)의 정책 단계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다(OECD, 2016b). 이 때 성과 단계별 정보와
데이터는 고등교육의 기능인 교육(배움과 가르침), 연구‧조사, 대외활동(사업, 정보, 사회와의
연계)에 따라 각각 수집하게 된다.
이 성과 모형은 고등교육체제의 내부 성과 도출 과정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적합성(relevance)
과 사회경제적 상황, 요구, 목적, 배경 간의 관계까지 분석하는 것을 포괄한다(김은영 외, 2016).
이러한 맥락 정보와 성과 단계별 정보는 중간성과를 도출하며, 중간성과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따른 목표를 만족시키는 최종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김은영 외, 2016). 이러한
성과 모형은 향후 고용(노동시장), 교육의 질, 국제화 등과 같은 특정한 성과 분석에도 활용되게
된다.

출처 : OECD(2016b), 김은영 외(2016:24) 재인용

❙그림 Ⅱ-3❙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모형

26

Ⅱ. 이론적 배경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 모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역별로 접근하게 된다. 즉, 성과 영역을 고등교육의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대외활동으
로 구분하고 이를 투입 - 활동 - 산출 - 중간성과 - 최종성과로 이어지는 성과 단계에 따라 데이
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표 Ⅱ-6>은 교육, 연구, 대외활동의 세 영역의 단계별 주요
성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Ⅱ-6❙ 교육, 연구, 대외활동의 세 영역의 단계별 주요 성과
성과 단계

교육

연구

대외활동(참여)

투입

교육 접근 및 참여율

연구 활동 담당 직원, 연구보조
직원

참여활동 담당 직원, 참여활동 보
조 직원, 자원봉사활동 담당 직원

활동

학생의 교육 및 학습 경험, 기
술의 사용, 학생 지원, 직원 능력
개발, 국제 교육 활동 및 유동성

박사 및 박사학위 취득 후
(postdoctoral) 연구, 연구 프로
젝트에 대한 근로 소득

컨설팅 계약, 기업 HEI 특허 라이센
스, 사업체/NGO로부터 직접 혹은
공동 펀딩을 받은 대학원생/박사학
위 취득 후(postdoctoral) 연구자

산출

진행속도, 달성률, 완성율

연구과제 발표

스핀 오프 회사, 신생 기업, 비학문
적 저자와 공동 연구 발표

성과
(과정)

기술력

학문적 영향

총 로열티 소득

성과
(최종)

사회적 성과, 노동시장 성과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혁신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혁신

출처 : OECD (2016b), 김은영 외(2016:26) 재인용

여기에 OECD 성과 모형에서는 고등교육의 거버넌스와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적자
원을 고등교육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및 맥락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고등교
육체제와 기관들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고등교육 거버넌스는 국가적 차원과
기관 수준에서 교육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재검토되는 과정을 포함한다(김은영 외, 2016).
따라서 고등교육 거버넌스는 공권력과 기관의 자치성, 그리고 자유시장 체제에서 권한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들과 고등교육기관과 정부, 산업과 지역사회, 내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어 고등교육의 단계별 성과들에 맥락 요인이 된다(OECD,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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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성과 분석틀에서 재정 및 인적자원도 별도의 영역으로 제시한 것은, 이 요인들이 고등
교육의 세 가지 기능 - 교육, 연구, 대외활동 - 의 성과로 전환되는 ‘전환 가능 투입물(transfor
ming inputs)’이고, 그것이 투입되는 방식 - 가령,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이 기본자금(base fund
ing)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할당 자금(allocated funding)으로 이루어지는지 - 에 따라 고등교육
체제의 운영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OECD, 2016b). [그림 Ⅱ-4]는 이러한 고등교육체제
의 영역별 성과 분석틀을 제시한 것이다.

출처 : OECD(2016b), 김은영 외(2016:27) 재인용

❙그림 Ⅱ-4❙ OECD 고등교육체제 영역별 성과 분석틀

이 외에도 OECD 분석틀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요소에 더하여 고등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다음의 요인들을 제시하였다(이하 OECD, 2016b).

· 고등교육 참여(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및 학습 제공의 다양화(diversification
of study provision)
· 책무성(Accountability)과 교육의 질(Quality)
· 형평성(Equity) 및 연구와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 학문적 경력(Academic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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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과의 연계(Links to the labor market)와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 지속적인 교육(Continuing education)과 사회적 참여(social engagement)
· 기술 이전과 혁신(Technology transfer and innovation)
· 지역 개발(Regional development) 및 정책 수행 기제(Policy implementation mechanisms)

.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역량을 분석하
고,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의 역할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높을 수 있는 정보와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은영 외, 2016).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분석에서 그 첫 번째 심층 분석 주제로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분석을 삼은 것은, 고등교육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 중 노동시장에 대한 성과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장과 지식의
발전,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수요, 글로벌화 된 업무현장, 디지털 플랫폼 사용에 따른
사용자 간 사업자 모형의 등장, 자연적인 인구증가의 둔화 등은 고등교육에서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혁신을 필요로 하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고등교육체제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현대 사회
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고등교육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 성과 분석에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고등교육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갖추
려고 하는지에 집중하여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그 성과의 분석에 접근하고 있다.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에서는 우선 현대 경제가 요구하는 역량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이하 OECD, 2016b).
첫째는 양질의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구체적인 전공 중심의 지식과 역량이다. 이러한 구체
적인 기술적, 전문적 역량은 사실상 많은 직업에서 핵심적인 필요조건이다.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해능력과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같은 양질의 일반적인 인지 역량이다(김은영 외, 2016). 이러한 역량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서 적응성을 높여준다. 또한 이러한 인지 역량은 비정상적인 도전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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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긍정적 성과를 얻도록 하며,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
고 평가하며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한다.
셋째는 진취성, 협동정신(팀워크), 리더십과 감정의 통제와 같은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역량
이다. 이 역량은 대체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이 역량 개인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팀과 팀 사이에 시너지를 내도록 하여 직무 수행 시 난관에 부딪쳤을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역량은 모두 ‘초인지 역량(meta - cognitive skills)’에 의해 지탱된다. 초인
지 역량이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며 진취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스스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는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탄력성과 적응성과 같은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 역량은 OECD 노동시장 성과 모형에서는 인지
능력과 함께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적합성은 노동시장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을 의미하며, 경제발
전과 노동시장의 진화하는 수요 및 혁신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역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능은 포괄적 인지 기능이나 사회적 / 감정적 기능과 같은 더 넓은 범위의
다영역적(transversal) 기능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 학문별로 특화된 지식과 역량을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성과는 노동력의 일부분인 고등교육 졸업생들의 성과를 의미
하는 것으로, 고용상태, 수입,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졸업생들이 지닌 역량 수준이 부합
하는 정도 등을 포함한다. <표 Ⅱ-7>은 OECD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틀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역량의 유형이다.
❙표 Ⅱ-7❙ OECD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틀에서의 역량
역량의 유형
기술적 ･ 전문적 능력과 지식
인지 능력, 정보처리능력, 초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감정적 능력
출처 : OECD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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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노동시장 성과로서의 세 가지
역량을 정책 수단과 정책 대상으로 따른 분석틀로 설정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재정지원(Funding), 권위(또는 규제)(Authority), 정보(I
nformation), 정부의 설득과 소집 능력(persuasion and convening power) 또는 조직화 수단(o
rganizational)3)등으로 구분하고 있다(Hood & Margetts, 2007; van Vught & de Boer, 2015
재인용). 각각의 개별 정책들은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이 네 가지
범주 중 한 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학생들에 대한 바우처 제공은 재정지원과
정보라는 정책 수단이 혼합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정책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지원(Funding)은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
에 사업을 수행 및 생산하거나 어떤 행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하 OECD, 2016b). 이러한 수단은 인적자원이나 물리적 시설/인프라 지원, 프로그
램 개발비 지원 등이 될 수 있으며, 학습비 지원, 등록금 세금 감면, 보조금,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상환 선택권 등을 포괄한다.
권위(또는 규제)(Authority)는 법적 규제, 승인 및 인증, 특정 분야에 대한 정원 규제, 정부
의 허가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여기는 규제의 극단에 위치하는 개방이나 위임도
포함된다.
정보(Information)는 정부가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활용된다. 가령, 정부는 학생
들에게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주요하게 여기는 특수한 종류의 역량이 무엇인
지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학들로 하여금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유인할 수 있다.
정부의 설득과 소집 능력(persuasion and convening power) 또는 조직화 수단(organizational
policy)은 상급자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어 공통의 방식을 계획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비용이긴 하지만 잠재적인
영향력이 큰 도구이다. 각종 국가 위원회나 의사소통 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의 또 다른 축은 정책 대상이다. 여기서 정책 대상은 정책입안자들이
3) 2016년까지의 OECD 문서에서는 정책수단으로 재정지원, 규제, 정보, 설득과 수집 능력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2017년 문서부터는 설득과 수집 능력을 조직화 수단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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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로 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기업과 고용주, 그리고 노동조합
이나 전문직 단체와 같은 조직이다.
고등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거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경유된다는 측면
에서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은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학생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 학습 활동의 핵심 행위자이다. 또한 학생과 그 학부모는 등록
금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고등교
육을 통해 직장을 잡고 미래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에 있어 중요한 대상이며,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의 일차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고용주들은 고등교육의 수요자로 여겨진다. 이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길 원하며, 종종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과 고용주는 숙련된 기술과 다양한 노동력의 혜택
을 입는다는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수혜자이다. 노동력에 축적된 인적자본의 혜택을 고려할 때
기업과 고용주들 역시 역량 개발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 또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다양한 노동력
이 항상 예측 가능하고 고용주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들도 노동시장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은 해당 분야의 젊은 노동자와 직장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 특히, 전문직 단체들은 전문직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그리고 자격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역량 개발에 책임 있는 행위자이다.
이처럼 OECD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두 축으로서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을 분석틀로 설정하고 있다. 1차년도
OECD 사업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 조사하
였다. <표 Ⅱ-8>은 학생의 노동시장 관련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으로서의 고등교육체제의 노동
시장 성과 분석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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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
정책수단
재정지원

권위/규제

정보

조직화 수단

[Tab4] 정부는 어떠한 방
식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고
등교육기관에 영향력을
고등교육기관 행사하고 있습니까?

[Tab8] 정부는 어떠한 방
식으로 행정적 권한(예:
규제, 체제, 면허교부, 인
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고
등교육기관에 영향을 미
치고 있습니까?

[Tab12]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
여 고등교육기관에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까?

[Tab16]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권 및 관할
권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습니까?

[Tab5] 정부는 어떠한 방
식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학
생 및 학부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Tab9] 정부는 어떠한 방
식으로 행정적 권한(예:
규제, 체제, 면허교부, 인증
제도 등)을 활용하여 학생
과 학부모에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까?

[Tab13]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Tab17]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권 및 관할
권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습니까?

[Tab6] 정부는 어떠한 방
식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고용주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습니까?

[Tab10]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적 권한
(예: 규제, 체제, 면허교부,
보상 등)을 활용하여 고
용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까?

[Tab14]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Tab18]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권 및 관할권
을 활용하여 고용주에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
까?

[Tab7] 정부는 어떠한 방
식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노
동조합 및 직능단체에 영
노동조합 및 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
기타 행위자
까?

[Tab11]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적 권한
(예:규제, 체제, 면허교부,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노동조합 및 직능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Tab15]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및 직능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Tab19]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권 및 관할
권을 활용하여 노동조합 및
직능단체에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습니까?

정책대상

학생/
학부모

고용주

출처 : OECD (2016b), 김은영 외(2016:307-308) 재구성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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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4)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은 2016년에 고등교육체제 성과 벤치마
킹 1단계 사업과 영역별 심층 성과 분석인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
에 협력하고 있다. 2016년에 이루어진 국내 연구(김은영 외, 2016)는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 1단계 벤치마킹 사업의 일환
으로 OECD가 설정한 고등교육체제 성과 지표를 토대로 한국의 활용 가능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출하였다. 아울러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틀(<표
Ⅱ-8> 참조)과 그에 따른 세부 항목에 따라 국내의 관련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 벤치마킹 사업과 관련해서는 OECD의 고등교육체제 성과 지표는 크게
교사, 학생, 재정, 교육효과, 국제화, 노동시장, 산학협력, 연구 등의 주제에서 현재까지 총
46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영역들 안에서 총 178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데이터 가용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27개가 국제비교 데이터로 제공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한국 데이터의 주요 출처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EAG),
Eurostat 및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보고서 등이었다. 한국의 고등교육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지표들은 대체로 Eurostat 또는
PIAAC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로 유럽지역 국가들에 해당하는 항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비교 수준에서 한국 데이터 제공여부가 불확실한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데이터
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교육통계연보』(교육기본통계조사) 또는 『OECD교육지
표(EAG)』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통계청,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조사, 한국
교육고용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 신규 석·박사학위 조사 등의 자료로부터 비교 가능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항목과 OECD 지표 간에는 다소의 간극이 존재한다. 대체로
OECD 지표의 경우 그 산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고등교
육 이수자의 취업률 데이터의 경우 OECD의 지표는 연령을 특정화하지만, 국내에서 취업률은
졸업자의 연령을 특정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지표 구성의 차이가 아니라 두 자료
가 산출되는 사회적 혹은 정책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고등교육 진입자에 있어
4) 이 부분은 전년도 연구(김은영 외, 2016)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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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재교육자, 취업 후 진학자 등 성인학습자들의 비율이 높아 연령 정보가 중요하지만, 한국
은 대부분의 대학 진학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바로 진입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령
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의미 있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특정 지표가 각 국가들에서 갖는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OECD에
서 마련한 설문조사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들을 조사하였다. OECD 노동
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틀에 따라 한국의 관련 정책들을 조사한 결과, 기초 분석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은 정책 수단(재정지원, 권위(또는 규제),
정보, 설득기제) 측면에 있어 배타적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여러 정책 수단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정책 수단 측면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funding
as a policy)과 행정적 권한(authority policy tools)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럽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설득과 교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과 다른 특징이다.
셋째, 정책 수단 측면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 중 ‘정보’와 관련된 정책 도구는, OECD
국가들에서 보이는 재정지원과 연계보다는 ‘정보’로서만 존재하거나 고등교육기관을 통제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넷째, 한국의 경우 정책 대상(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기업과 고용주, 그리고 노동조
합이나 전문직 단체) 중 고등교육기관에 직접 시행하는 정책들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다섯째, 반대로 정책 대상 측면에서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특징은 OECD 성과 분석틀이 유럽 중심적(eurocentric)이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고등교육 관련 행위 주체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기업은 고등교육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영 외, 2016).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특히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 중 하나는, 노동시장 성과를 학생의 노동시장 관련 역량 제고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노동시장 관련 역량은 노동시장과 대응되는 기술적, 전문직 지식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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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적인 인지 역량과 사회적‧감성적 역량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성과라
고 했을 때 취업률이나 그와 관련된 취업 관련 지표들에 주로 관심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의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키우는 책임을 대학이나 학생 개인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에까지 묻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적자원의 수요자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갖춘 인적자본의 주요 수혜자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력 양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도 노동자와 직장인의 역량 향상과
권익 보호에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을 조망
할 경우,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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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1

.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의 수집은 이미 전년도 연구(김은영 외, 2016)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주로 교육 분야(교육부) 정책에 한정하여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도 OECD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 조사지에 따라 이루어져 다소 그 범위가 제한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올해 연구에서는 교육부 정책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
기업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지원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 정책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전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목록
은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과 2016년에 정리한 고용노동정책 및 청년 고용정책과 청년지원 프
로그램을 토대로 연구진협의회와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우선, 전년도 연구(김은영 외, 2016)에서 앞서 제시한 <표 Ⅱ-4>의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에 따라 조사한 고등교육-고용 관련 정책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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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에 따른 관련 정책
정책대상
정책명

소계
Brain Korea 21 plus

고등교육 학생과
기관
가족
30

18

○

○

HRD.net

고용주

노동조합
과 기타

재정
지원

권위
(또는
규제)

정보

조직화

8

1

25

16

11

2

○

○

○

NQF

○

○

계약학과

○

○

고용부장관 유공자상
교대 및 의대, 간호대, 약대의
학생제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노동부 연수지원제

○

○

○

대통령과학장학금

○
○

○

○

○

○

○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규제*

○

○

대학 자체평가에 관한 법령/규정

○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ACE)

○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

○

대학특성화사업(CK)*

○

○

대학평생교육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정보공시제

○

○

○

○

○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

바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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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바로원 시스템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

○

졸업생 취업 인센티브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PRIME)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

○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

○

○

○

○

○

워크넷

○

유니텍(Uni-Tech)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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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명

소계

고등교육 학생과
기관
가족
30

18

정책수단

고용주

노동조합
과 기타

재정
지원

권위
(또는
규제)

정보

조직화

8

1

25

16

11

2

이공계: 기초과학장학금

○

○

인문100년 장학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Best HRD)
일-학습병행제

○

○
○

○

정부해외인턴사업(WEST)

○

○

○
○

○

○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

청년취업인턴제

○

○

취업성공패키지

○

○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대학 내 취·창업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기초생활대상자 및 대학생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
커리어넷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

○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산업

○

○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

○

○

○

○

○
○

○

○

학자금 대출
현장실습운영지침

○

○

지역 일자리 공시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

○

○
○

○

○

○

희망사다리장학금

○

대입정보 포털

○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

○

고교교육정상화사업*
농산어촌 - 대학 연계
진로탐색 캠프*
학교폐쇄명령*

○

○

○

○

○

○

○

출처 : 김은영 외(2016)에서 조사된 관련 정책을 재구성하였으며,‘*’는 재구성 과정에서 추가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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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구(김은영 외, 2016)와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추가한 교육 분야 정책을 살펴본
결과, 전체 52개 정책 중 정책대상별로는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책이 28개, 학생 대상 정책이
19개, 고용주 대상 정책이 8개, 노동조합 대상 정책이 1개로 나타났다. 정책수단별로는 재정지원
정책이 25개, 권위(또는 규제) 16개, 정보 11, 조직화 2개로 나타났다. 교육 및 고용 -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하고 있는 정책들의 다수는 대상별로는 고등교육기관, 정책수단별로는
재정지원 정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 대상별로는 노동조합, 정책수단으로는
조직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상과 정책수단별 수를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은 정책수단
으로 규제 정책(14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재정지원(12개),
정보(5개), 조직화(2개) 순이었다. 반면, 학생 대상 정책은 정보가 10개, 재정지원이 7개,
권위(또는 규제) 1개 순이었으며, 고용주 대상 정책은 재정지원 6개, 권위(또는 규제) 1개,
정보 1개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대상 정책은 권위(또는 규제)를 활용한 정책 수단에서만 1개
정책이 나타났다.

❙표 Ⅲ-2❙ 정책대상 - 정책수단별 조사 정책 수
(중복계산)

구

정책대상

정책수단

분

재정지원

규제

정보

조직화

고등교육기관

12

14

5

2

학생

7

1

10

0

고용주

6

2

1

0

노동조합

0

1

0

0

출처 : 김은영 외(2016)에서 조사된 관련 정책을 재구성함.

.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검토 대상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
체에서 진행 중인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정책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정책』(고용노동부, 2015), 『2016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 2016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고용노동부,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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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대한민국정부, 2016) 등 3권을 토대
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발간물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용 및 청년고용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됨에 따라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을 수요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
이 세 권의 발간물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
럼 발간 목적이 고용지원정책의 수요자들, 즉 구직자, 대학, 기업, 정부 등에 정부지원 관련
정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이러한 목적 아래에 정부부
처별로 관련 정책을 망라하고 있으며, 셋째, 관련정책을 지원대상과 사업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2016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대한민국정부, 2016)
에서는 고용 지원 관련 정책을 정부부처별로 정리하고 이를 지원대상별로는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졸업생, 청년미취업자, 대학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취업진로 및 상담지원, 교육훈련지원, 체험 및 인턴지원,
해외취업, 공공일자리, 지원금 및 보조금, 창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5 한권
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정책』(고용노동부, 2015)에서도 관련 정책을 정부부처별로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창업지원, 인력양성, 대학재정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6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 2016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고용노동부,
2016)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노동정책을 정책대상별로는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안심 일터 조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
계 구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들을 다시 사업주, 재직자, 취업희망자별
지원제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 세 발간물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분류에 따라 지원 대상(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졸업생, 청년미취업자(학력무관), 대학, 기업)과 사업유형(취업진로 및 상담지원, 교육
훈련지원, 체험 및 인턴지원, 지원금 및 보조금, 일자리 창출, 기타)별로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우선 정부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고용 관련 정책이 3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청 26개, 교육부 22개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에 따라 정책대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교육부는 대학이나 대학생 및 졸업생
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대학생을 포함하는 전체 청년을 그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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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으며 대학보다는 기업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같은 부처들 역시 청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었다.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은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및 보훈처는 부처 관련 대상자(사관후보생, 보훈대상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국민통합위원회, 2016).

❙표 Ⅲ-3❙ 부처별 청년 - 고용 관련 사업 수
정책 대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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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 대학교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사업유형

청년

대학

취업
교육
진로
기업
훈련
및 상담
지원
지원

체험 지원금
일자리
및 인턴 및
창출
지원 보조금

교육부

22

6

4

0

12

5

4

7

4

19

2

고용노동부

36

16

13

23

5

12

20

15

4

27

2

기획재정부

7

2

1

5

0

2

0

0

2

1

4

미래창조과학부

13

1

4

6

3

4

4

9

1

6

5

산업통상자원부

6

1

2

2

3

3

1

3

2

5

0

문화체육관광부

12

1

9

12

0

0

1

4

1

11

8

여성가족부

3

1

1

1

1

0

3

3

1

0

0

행정자치부

1

0

1

0

0

0

1

1

0

0

0

법무부

1

0

0

1

0

0

0

0

1

0

1

외교부

3

0

0

3

0

0

0

2

3

3

3

환경부

3

1

2

1

2

0

0

3

3

2

0

국토교통부

5

3

2

2

2

1

1

2

3

4

0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국가보훈처

2

1

0

0

0

0

0

2

1

2

0

1

0

0

0

0

0

1

1

1

1

0

5

5

4

4

0

0

5

1

2

0

1

2

0

0

2

0

0

1

1

1

1

0

관세청

1

0

0

1

0

0

1

1

0

0

0

국세청

1

0

0

0

0

1

0

0

0

1

0

농촌진흥청

2

1

2

2

0

1

0

2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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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상

부처

사업 수 대학교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사업유형

청년

대학

취업
교육
진로
훈련
기업
및 상담
지원
지원

체험 지원금
일자리
및 인턴 및
창출
지원 보조금

병무청

2

0

0

0

0

0

1

1

1

1

0

산림청

3

1

1

2

0

1

0

1

1

3

0

중소기업청

26

4

4

13

6

11

12

15

4

18

15

특허청

3

0

0

0

0

2

1

2

0

1

0

강원도

3

3

0

0

0

0

1

0

1

3

0

경기도

22

3

1

0

1

1

12

15

5

10

8

경상남도

9

2

2

1

1

1

7

7

3

4

1

경상북도

4

1

0

0

0

0

3

3

2

4

2

광주광역시

4

0

0

2

0

2

3

3

1

2

2

대구광역시

5

1

1

2

2

4

4

2

3

3

1

대전광역시

4

1

2

4

0

2

3

2

2

3

1

서울특별시

8

0

0

7

0

2

3

5

3

5

2

부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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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21

7

12

17

28

9

19

10

4

2

0

3

0

1

2

3

1

3

1

울산광역시

9

4

1

5

0

4

2

3

4

5

4

인천광역시

9

2

4

6

0

1

6

5

1

5

1

전라남도

6

2

1

4

0

2

4

3

2

4

0

전라북도

34

11

5

18

0

9

26

27

10

18

8

충청남도

7

0

1

3

0

5

4

4

4

2

1

충청북도

5

2

1

3

0

4

4

1

1

4

1

제주특별자치도

5

1

1

3

1

3

5

3

0

2

1

합계

341

89

79

162

46

96

163

190

90

204

86

전반적으로,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175개로 51.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으로는 대학생 /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15.0%,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11.7%,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6.5%,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5.9%로 나타났다(<표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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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정책대상별 청년 - 고용 관련 사업 수
정책대상

빈도

퍼센트

①

175

51.3

①＋③

51

15.0

③

40

11.7

고교생

22

6.5

②

20

5.9

①＋②

14

4.1

①＋②＋③

10

2.9

②＋③

5

1.5

미확인

4

1.1

계

341

100.0

① 대학생/창년 ② 대학교 ③ 기업

사업유형 측면에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및 보조금, 취업 진로 및 상담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이 주를 이루는 반면, 중기청, 미래부 등에서는 창업 관련 사업
이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부처에 비해 창업 관련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인다.
청년 - 고용 관련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어느 특정 내용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 유형 중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형태가
전체의 14.4%로 가장 많지만, 단일 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훈련지원이 4.7%, 취업진로
및 상담지원이 2.9%, 일자리 창출이 0.9%, 체험 및 인턴지원이 0.9%로 총 23.8%에 불과하다.
나머지 전체 사업의 76.2%는 2개 이상의 사업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그 중 취업진로 및 상담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이 결합된 사업이 전체 사업의 12.0%로 지원금 및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
지는 단일 사업 다음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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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사업유형별 청년-고용 관련 사업 수
사업 유형

빈도

퍼센트

사업 유형

빈도

퍼센트

④

49

14.4

①+③+④

8

2.3

①+ ②

41

12.0

②+④+⑤

7

2.1

②+ ④

20

5.9

②+ ⑤

5

1.5

③+ ④

18

5.3

③+⑤

4

1.2

①+②+④+⑤

18

5.3

②+ ③

4

1.2

미확인

17

5.0

②+③+④+⑤

4

1.2

①+②+④

17

5.0

①+④+⑤

4

1.2

②

16

4.7

①+③

4

1.2

①+②+⑤

16

4.7

①+②+③+④+⑤

4

1.2

④+⑤

15

4.4

⑤

3

0.9

①+②+③+④

13

3.8

③

3

0.9

②+③+④

12

3.5

①+②+③+⑤

3

0.9

①+ ④

12

3.5

①+③+④+⑤

2

0.6

①

10

2.9

③+④+⑤

1

0.3

①+②+③

10

2.9

①+⑤

1

0.3

총계

341

100.0

① 취업진로 및 상담지원 ② 교육훈련지원 ③ 체험 및 인턴지원 ④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⑤ 일자리 창출

이렇듯 많은 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
되기도 한다(이하 국민대통합위원회(2016)의 내용을 재구성).
첫째, 일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단기사업 투입(인턴, 기간제 등), 취업 알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창업 관련 사업들이 중앙부처보다 그 비중이 많지만, 창업지원
사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보다는 창업 이론교육 및 실습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성장단계에서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에 대한 지원보다는 창업단계에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 고용부, 미래부, 교육부, 중기청 등에서는 일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한계, 대학 - 기업체 간 상호참여와 협력기반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47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 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넷째, 일몰제 등 사업기한의 도래, 예산삭감 등 사업의 안정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다섯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전체적인 그림 없이 중앙부처 ･ 지자체별로 각기 시행되어
유사 ･ 중복사업이 발생하고 각 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령,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수많은 창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와 방법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다양한 청구의 협업 내지 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한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방지, 우선 수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 공유 등이 안 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곱째,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참여도 저조할 뿐 아니라 청년고용 촉진 효과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아울러, 전체
예산 규모 및 고용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부족으로 현황 분석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사업
효과성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여덟째, 정보제공 등 서비스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다. 워크넷 등 취업 관련 정보 지원이 존재
하지만 신규취업자보다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위주로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지역 중소기업 및 유망 종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을 OECD 분석틀의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있어 정책수단별로 나타나는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OECD에서 제시되어 있는
유형 이외에 나타나는 사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무엇
인지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 수단을 실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한계는 무엇
이고, 이를 위해 실제 어떤 정책적 대응이 있었으며,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OEC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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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별 비교를 통해 정리하고 있는 정책수단별 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Ⅲ-6>은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수단별 유형과 그 고려사항이다.

❙표 Ⅲ-6❙ 정책수단별 주요 유형 및 고려사항
정책수단

주요 유형

고려사항

재정지원
정책

-

성과 계약
성과 기반 재정 지원
기관에 제공하는 포뮬러 펀딩
바우처
특정 분야 / 수준 학업을 위한 목적 지원금
특정 목적을 위해 책정하는 등록금 수준
학비 대출 및 보조금
인프라(시설 확충, 보수)기금
교수 - 학습 기금
고등교육 - 사회적 파트너 협약 기금
고용주의 직무 기반 학습 참여 장려 기금

-

미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역량과 적응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
행동 변화에 요구되는 인센티브 규모
성취도 측정

규제 정책

-

기관 인증
프로그램 인증
최소 입학 요건
학습 부진 지원
정원 통제
학생 재정 지원 경로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약
졸업생 역량 인증

-

획일성과 다양성 간의 균형
미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비용, 역량과 복잡성
측정의 한계
범위의 한계

정보정책

- 학생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 고용주를 위한 학생 등록 인원 정보

- 노동시장 정보의 한계
- 학생 및 고등교육기관의 동기
- 정보 이해 및 대응 역량

-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비용과 역량

조직화

전략적 계획
정책 네트워크
학생 취업 센터
인턴십 제공

OECD(2016a) 재구성

이와 같은 정책 수단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실행 용이성(manageability), 수용성(legitimacy) 등의 다섯 측면에서 그 효과
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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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정책수단의 효과
정책 효과

내용

효과성(effectiveness)

정책 목표를 달성 하는가

효율성(efficiency)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 자원을 잘 활용 하는가

형평성(equity)

정책수단 혜택의 분배가 적절히 이뤄지는가 vs 정책수단을 실행하는
개인에게 집중 되는가

실행 용이성(manageability)

정책수단 실행의 편의성

수용성(legitimacy)

대중의 인식이 정책수단을 이성적, 합리적이라 보는 정도

출처 : Salomon(2002), OECD(2016a:71) 재인용.

마지막으로,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들은 단일한 형태
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정책
간 상호작용이 다른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정책들의 효과를 판단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정책 수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다른 정책 수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정책 간 상호작용은 그 효과에 따라 시너지,
보완, 낮은 갈등(혹은 부분적 보완), 높은 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정책수단 내 상호작용과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8❙ 정책 간 상호작용
상호작용

설 명

시너지

정책수단 조합 시 효과가 증가하는 상태

보완

정책수단 조합 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상태

낮은 갈등(부분적 보완)

정책수단의 조합 시 긍정적 효과를 내지만 별도로 실행되었을 때보다 효과가
낮은 상태

높은 갈등

정책 수단의 추가로 다른 수단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상태

출처 : OECD(2016:91)

이상의 고려사항을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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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적합성 정책 수단 중 재정지원사업은 가장 보편적으
로 활용되는 접근법으로, 7개 정부부처에서 30개는 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a). 재정배분 방식 측면에서는 대학 또는 사업단 간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장 보편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그 지원 성격과 특징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주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부는 가장 많은 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대략적인 규모는 BK 21 플러스 사업 2,990억원, 대학 특성화사업(CK)
2,450억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2,380억,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ACE) 740억, 대학평생교육지원사업 230억,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지원사업 2,675억, 사회맞
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SCK) 880억 등 총 1조 3천억원 규모이다.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측면에서는 인적자원개발(HRD), 연구개발(R&D), 인적자원 및 연구
개발 공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은 대체로 HRD 목적 사업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HRD 및 R&D 공통 사업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재정지원사업 예산 항목(사용처)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기자재 구입 등을
통한 대학 기관의 교육(또는 연구) 여건 개선, 학생 장학금 지급 또는 연구인력 고용 형식의
인적자원에 대한 직접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지원체제 개편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부 주관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체로 이러한 여러 사업내용이 하나의 사업 안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사업에 따라 사업내용 구성이나 각 세부 사업내용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사업참여자 범위에 따라 사업단 기반 사업과 기관 단위 사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단 기반 사업은 대학 내 한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단과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참여하게 되며 특정 학문(또는 산업)분야나 특정 계층(예. 선취업후진학을
추구하는 성인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된다. BK 21 플러스 사업, 대학 특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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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사업),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등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일반 사업에서는 제한된 수의 학과 또는 단과대학이 아니라 전체 대학이
사업참여자가 되는데 대체로 대학의 교육 체제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학 기관 전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사업은 대체로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혁신
및 이와 연계한 교수·학습 지원체제 개선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시설 ･ 기자재
구비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소속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성과 제고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은 대체로 사업 목적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유형 중 인적자원개발(HRD) 유형에 속한다. 또한 이들 사업은 OECD 재정지원사업 유형 분류에서
교수･ 학습 기금 방식(Targeted funding for teaching & learning)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사업단 기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주로 사업계획서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단을 선정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정한 학문 분야나 지역 사업과 연계한 산학연 활성화, 특정 집단의
역량 강화 등 특수한 목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BK21 플러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대학 특성화 사업(CK)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재정배분
방식 측면에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 구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단일 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인 2,9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BK21 플러스 사업이 있다
(교육부, 2017). BK21 플러스 사업은 학문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복합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3. 5). 동 사업은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등 세 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545개
사업단이 이들 세 개 유형 중 하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Ⅲ-9❙ BK 21 사업 구조 및 지원 내용
구분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인력양성
방향

▪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복합
등 모든 학문분야 후속세대
양성

▪ 과학기술 기반 융 ･
복합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 특화전문분야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 디자인, 문화콘텐츠, 관광,
헬스케어, 정보보호 등

▪ 2단계 BK21 후속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사업(WCU) 후속

▪ 박근혜 정부 신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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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7년 예산
지원규모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 2,394억원

▪ 168억원

▪ 140억원

▪ 471개 사업단(팀),
대학원생 16,000여명

▪ 21개 사업단,
대학원생 820여명

▪ 53개 사업단,
대학원생 1,030여명

출처：교육부 (2017b).

유형별로 중점지원 분야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재정 지원의 상당 부분은 해당 전공의 대학원생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국제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경비 등에 사용된다.
BK21 플러스 사업은 석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 및 대학의 연구역량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선정 평가지표에 교육(HRD)과 연구(R&D) 이외에 산학협력 및 산학연공동사업단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함으로써 고급 연구 인력의 현장 전문성 함양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오랫동안 수행된 BK 사업은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연구 성과의
양적 ･ 질적 향상, 대학의 연구력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유경 외,
2016).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7년 기준으로 사업예산은 연간 2,383억(교육부,
2017d)에 이른다. 동 사업은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모두 산학협력 친화형으로의 대학 체제 혁신,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기술, 인적자원, 기반시설 교류 및 공유 등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육부 주관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제고를 가장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대개 산학협력친화형 교육
과정 개혁과 기업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산학연계활동으로 구성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의
조직, 제도, 인적자원 구성, 교육환경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2012년에 5개년 사업으로 시작되어 2017년 현재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맞춤형산학협
력선도대학사업은 산학협력 정량 지표 기준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0> 참조). 정량지표의 증감 추이 이외에 회귀분석이나 DAE 등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사업참여
대학과 비참여 대학 간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효과성을 검토한
제한된 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측면에서
는 제한적이나마 사업 참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기종 외, 2016; 이상미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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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정량 지표로 살펴 본 LINC 사업의 주요 성과
산학협력 성과지표

사업 시작 전

1차 사업 후(’16. 12)

산학협력실적의연구실적대체율

70%

91%

현장실습 학생수

12,000명

40,000명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

42,000명

95,000명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670건

1,906건

창업강좌 시수

47시간

108시간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235억원

344억

가족회사 수

24,000개

57,000개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

603건/104억원

2,578건/295억원

출처: 교육부(2017d).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주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3년 이후로는 전문대
학 대상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pecialized College of
Korea, SCK),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 사업,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
(World Class College; WCC)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사업별 세부 목표와 사업내용은 저마다
특색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고등직업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역량강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교과 및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중심성 강화, 학생의 취업역량 제고와 더불어 취․창업
성과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은 대체로 일부 학과가 참여하는 사업단 기반이 아니라 기관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사업 참여 학과의 범위와 규모는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체로 참여대학은 정량지표와 더불어 정성지표 평가 및 사업계획서 평가의 과정을 거쳐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예산 및 참여대학 규모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특성화전문대학육
성사업(SCK)의 경우, 취업률, 충원율, 직무능력성취도를 포함한 핵심지표와 NCS 기반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성과, 특성화분야 사업 추진의 적절성 및 성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기관 선정과 성과관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 주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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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업 대상 측면에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전문
대학 대상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한 학과나 단과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업단 기반
사업의 비중이 대학 기관 대상 사업보다 많다.
둘째, 사업 참여자는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활용한 평가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사업자 선정
시 활용되었던 평가지표는 대체로 성과관리의 핵심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연차평가 등의 방식으로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이후의 사업 예산 책정 과정에 반영하
는 등 성과기반 재정지원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30%에
속한 사업단은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대학 특성화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연차평가 결과가 우수
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사업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가하는 등의 성과
기반 재정지원 방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셋째,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생의 취업률, 충원율, 교원확보율처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거나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핵심적인
성과관리 지표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극소수의 예외 사례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서 관찰
되는데 동 사업에서는 직무능력성취도를 핵심 성과관리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교육부,
2017c).
넷째, 주된 사업 내용은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교수·학습 지원체제 강화,
학생 학자금 지원 등 학생의 역량(일반적 역량과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 있어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정도는 사업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상당수 재정지원사업에서는 대학이 자유롭게 사회경제적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
운 교과목 개발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을 수행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평가기준 항목과 같은
기제에 의해 정해진 형식으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서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또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에서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실적(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 등을 통한)이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실적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등 정형화된 모습의 산업현장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시키려는 모습도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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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 지원 체제 강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춘 교육 실천
에 적합하도록 대학의 조직, 제도, 인적구성원을 변화시키는 활동도 사업의 주요 축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이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인적자원개발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대학 체제 혁신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상당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 특성화를 핵심 전략을 삼고 있으며 특히 지역산
업 인력 수급 및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핵심 포인트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산업의 특성 및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중요한 지향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단 선정에서도 사업 참여자 규모를 권역별로 미리 정해 놓는 등 사업단 선정에서
지역 간 균형이 중요시되고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크게 세 유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주로 취업지원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청년고용정책 관련 사업이 주로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에 반해 고용노동부의 정책 대상은 대학과 더불어 학생, 고용주 등으로 다각화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단 기반보다는 대학 기관 차원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고용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청년층 취․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
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내용은 대학 내 취․창업 인프라 구축, 대학의 진로 지도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중심을 이룬다. 교육부 주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은
산업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 체제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취․창업 및 진로 지도 서비스
지원 체제 개편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5)을 들 수
있다. 연간 180억원 예산으로 약 60개 대학6)이 참여하는 동 사업은 청년층의 고용센터 이용률
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 재학생 대상 공공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2016b)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6) 2016년 사업에는 4년제 35개교, 전문대 6개교 등 총 41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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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취업지원센터를 연계할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 대학 내부의 진로지도 및 취 ･ 창업 지원기능을 통합‧연계하고,
② 대학 밖에 있는 고용(또는 복지)센터, 혁신센터,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참여대학 선정은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업평가
항목은 취 ･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 진로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서비스, 해외취업 지원역량, 외부기관과의 협업 등을 포함한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내용
사업 영역

대학 내
취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 내용
▪ 취·창업관련 대학 행정부서 및 사업단 연계 체제 구축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등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수요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일학습병행제 확대
- 취업전담교수제 또는 (가칭)역량강화 포인트 적립제 추진
- 취업강화를 위한 입학, 재학, 졸업단계의 학사제도 개편
-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확대 및 융합교육 확대
- 학생종합경력 관리시스템 운영
▪ 기타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
- 적성․전공을 고려한 진로목표 설정 지원
- 진로지도 교과목을 교양과목 지정 필수화
- 대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대폭 보강
- 교수 및 직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훈련·능력개발
- 인문계 전공자 및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 강소기업 탐방, 현장실습, 인턴, 일학습병행 등
- 창업교육 연계·효율화 및 취업캠프
▪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
- 학생, 교수, 인근 청년들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설명회 실시
- 청년고용정책, 학교 내 취 ･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조사
▪ 취업 알선
- 워크넷 활용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 대상 취·창업지원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참여대상자 모집 및 운영기관으로의 연계
- 해외취업지원(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 사후관리 단계
- 졸업생 취업DB 구축 및 취업경로 분석
▪ 기타 대학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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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지역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 내용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치단체, 고용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대책의 핵심 전달 체계 구축
- 자치단체, 혁신센터 등과 공동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 지역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본교 학생 이외의 지역 청년들에 정보 제공
- 지역의 타대학 취업센터 담당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출처: 고용노동부(2016b).

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청년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중소 ･ 중견기업 채
용연계형 산업인턴사업7)(이하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대학교육이 산업
계가 요구하는 실무역량과 미스매치로 이어져 청년인력의 채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산업
계는 교육․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최대 3년(2018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사업의 주된 목적은 지역 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교육을 상호
연계하여 산학협력을 증진하고 공대생의 취업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권
역별로 대학과 테크노파트의 컨소시엄을 총 6개 구성하고, 공대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산업인
턴으로 선발하여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현장에서 R&D 업무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전공과
현장에서의 직무실습이 채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턴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R&D 수행기업의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
하면서 전공학습 심화의 기회를 얻고, 기업의 코디네이터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현장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인턴 이수 기간에 대해 12학점 이내 졸업
(외)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현장실습이 채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LINC 사업이나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인턴 사업과 차
별성을 갖는다.

7) 지역 중소 ･ 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사업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15)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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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산업인턴사업

LINC

청년인턴

주관부처

산업통산자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대 학

대 학

위탁운영기관
(상의, 민간협회, 기업 등)

기간

’15~

’12~

’09~

30억 원

2,240억 원

1,830억 원

지원대상

대학 재학생 3, 4학년
300명

교수, 대학생
(56개大)

만 15세~34세
미취업자 3.5만 명

지역고려

권역별 관리기관(컨소시엄)
선정

권역별 대학선정

권역별 제한 없이
중계기관 운영

사업유형

채용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산학기술협력, 단기현장실습

예비채용 ･ 훈련

지역내 중소 ･ 중소기업과
대학 간 현장교육 활성화 및
취업활성화
(학생)교육수당(상해보험 포함)
및 사전직무교육

지역대학과 기업 간 기술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미취업 청년층의 현장경력
제고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15년 사업비

목 적

지원내용

주요특징

(기업)산업인턴 전담관리 및
교육지도
(대학) 현장교육코디네이터 운
영 및 학점지원
중소 ･ 중견기업 R&D
프로그램 참여형
학생연구원제 장기 현장실습

(기술혁신형)원천 ･ 혁신기술개발 (인턴)특정산업 현장직 취업 시
및 인재양성, 기술사업화 지원 취업지원금
(현장밀착형) 현장맞춤형 기술
협력 및 기술이전 지원

(기업)3~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공동연구 개발 참여형
인력양성 및
현장학습형단기현장실습

미취업자 경력습득형
예비채용프로그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5:8).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 정책으로는 신규 석 ･
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중소·중견기업(연구개발분야) 인턴사업, 에너지분야 인력양성 사업,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이 있다.

4)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함께 2010년부터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청년
여성의 커리어개발을 강화하고,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 등 구조적인 취업 장애 요인을
개선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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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사업’8)은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2016년
부터 여대생 및 지역사회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6년에는 13개 대학이 선정되어
대학 당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2017년부터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학 내에서 여대생에 특화된 경력 개발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여성들의 진로개발부터 취업까지 체계적인 One-Stop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경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5)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 정책은 대체적으로 특정 전공 분
야의 인력양성과 창업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사업, 정보
통신창의인재 양성사업이 해당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
센터와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사업이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 사업’9)은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등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이 사업은 대학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화된 학과를 개설 ･ 운영하고 해당
학과의 졸업생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최대 2년(4학기) 간 학과운
영에 필요한 대학원생 등록금, 학업장려금, 연구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을 이룬 대
학과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칭펀드(Matching-fund)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의
주요 특징은 현장맞춤형 교육운영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는 강사진 구성 비율 및
총 강의 시간의 30%이상을 반드시 현직에 있는 개발·연구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별 참여기업 인턴십을 필수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생이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지식과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8)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2017)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9) 대한민국정부. (2016) 2016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
6년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사업 컨소시엄 공고.https://www.kisa.or.kr/notice/bid_View.jsp?mode=view&p
_No=35&b_No=35&d_No=4122 (2017.10. 13.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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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사업’10)은 KAIST, GIST, DGIST, UNIST
와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연구 성과와 졸업생을 활용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
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 ･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위에 언급
한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출자, 운영하는 과기특성화대학 공동기술지주회사(미래과학기술지주)
운영 및 자회사 설립 지원, 이들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술창업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과 대학별 모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 과기특성화대학과 지역중소기
업과의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11)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지원기관과 산업계를 연결하여 주고, 지역별 전담기업을 활용한 교육훈련,
직무체험, 대학원생이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은 지역별로 전담기업과 대학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생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사업과는 구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 대상의 사업은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인력개발과 창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이더라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력개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대학의 교육적 책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장학금 지급, 시설 및 자재 구입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취 ･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업 운영의 목적 및 내용에 유사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명확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 대상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참여 주체 및 지원 대상이 대학만이 아니고,
기업,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거나 기관 간 연계를 강조하여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10) 김선우 ･ 정장훈 외 (2013).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 대한민국정부. (2016) 2016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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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외에도 농림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은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각종
청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 농식품 벤처 ･ 창업 활성화
지원(농식품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해수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환경부), 문화
창조융합벨트 조성(문화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사업은 각 사업의 특성과 성격별로 각 부처마다 시행되는
관계로 정책사업마다 강조되는 맥락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며 상이한 부분도 있다. 현재 재정
지원사업은 각 부처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목적에 적합한 배분방식- 주로 평가에 의한 방식을 통해 대학에 배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각 부처마다
정책 주안점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상이한 점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각 정책사업별로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재정(funding)'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대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포뮬러 펀딩 방식에 입각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과 평가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후자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학에 특정 목적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정부의 정책 유형 가운데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
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다수를 보호하는 정책이 일반적이다(정정길, 2004). 이와 같은 규제
정책은 공익을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부작
위), 하게 하는(작위) 방식처럼 강제성이 수반되는 직접규제정책12)이 있다. 또한, 정부가 공익

12) 정책학 분야에서 ‘규제정책’이라는 주제로 주로 언급되고 있으나, 공법학 분야의 행정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규제정책을 정책 대상의 행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직접규제와 우회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간접규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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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정책수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지급하
지 않는 방식처럼 강제성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행동을 제약하게 되는 간접규제 정책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규제정책 가운데 가장 강제성이 높은 것은 대학이 법을
위반하여 대학을 운영하거나 학사관리를 하는 경우 감사에 의한 ‘인가취소’가 대표적이다. 고
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부실한 학사운영, 법인의
교비 횡령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감사를 거치게 되고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학생에 대한 정원을 관리하는 것 역시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하는
것으로 직접규제정책에 해당될 수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
한이나 국가장학금 제한 역시 직접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학교폐쇄명령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
성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대학의 학사행정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법인의 인가
를 취소하거나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 학교법인에 대한 인가취소나 학교폐쇄에 앞서 행해지는 것이 학교에 대한 감사가
일반적이며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폐쇄명령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일부 사학에서는 -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이 대부분이겠지만 - 교비횡령이나 학사
운영의 부적절, 부정적인 방법에 의한 이사장 측근 교직원 임면 등 사회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학도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비교적 최근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교육부는 사학비리 문제가
심화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 바
있다(교육부공고 제2017-220호, 2017). 교육부는 계고 대상 대학이 설립 당시 허위로 수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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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출연, 수익용기본재산의 전무, 학사운영 부당 등 법령을 위반하여 3회에 걸쳐 시정명
령 요구 및 학교폐쇄를 계고하였으나, 시정명령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학교폐쇄명
령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교육부공고 제2017-220호, 2017).
이와 같은 학교폐쇄명령 조치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학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가해지는 조치이다. 즉, 학교를 폐쇄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비정상적인 대학을 존치함으로써 얻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 판단에 따라,
장래 해당 대학에 입학하게 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경우 학교폐쇄명령은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폐쇄명령 조치는 비정상적인 사학에 대해 학교운영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가해지는 직접적인 강제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나) 대학입학정원정책 :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규제
우리나라 대학입학정원은 법으로 정해진 입법사항이다.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학생의
정원’을 규정13)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생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정할 때에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의
입학 정원은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대학에 위임하고 있고, 대학
이 정하는 입학 정원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범위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대학이 학생정원에 대한 자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시키는 자유를 갖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자유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분야로 볼 수 있다.
대학입학정원규제와 더불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규제는 지난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
구재배치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다(조성호, 2009). 동 계획에서는 수도권 교육시책의 주요 목
적은 앞으로 확대될 교육기회를 대부분 지방에 배분하는 동시에 그 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3)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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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며, 수도권 내에서는 현 수준으로 억제함으로써 시설의 서울 편제 현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 이후에 1982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고, 1983에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수도권에 대한 대학 규제는 가속화되었다.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24조14)에서는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를 명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생정원증원을 금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총량규제로 지난 수도권 내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은 억제되고 있으며, 전문대 및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은 권역에 따라 입지가
허용되고 있다. 요컨대, 수도권 지역에 대학이 신설되고 입학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화라는 정부정책의 기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정책의 정당
성이 인정되고 있다.

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지급 제한
지난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15)가 실시되었다. 당시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의
정책적 기조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이를 위한 조직 시스템의 기반 구축’에 있었으며,
14)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 정원의 증가 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
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 ･ 전문대학: 전년도 전국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100분의 10
나. 대학원대학: 매년 300명.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원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은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11조제1호바목,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으
로 인한 대학의 신설 ･ 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4. 제11조제1호사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교육부(2014a). 2014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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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학교육의 전 과정을 ‘투입 - 과정 - 산출’의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단
계에 해당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를 통해 대학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점검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대와 전문대는 A, B, C, D, E 등급의 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이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의 경우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등급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 ･ Ⅱ 유
형이 일부 제한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D, E 등급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이것은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 또는 다년도 사업 참여 중인 경우로 구분하여 정부에서
발주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배제시켰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대학의 경우 재정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국가장학금 제한 등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대학 운영의 근간이 흔들
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 제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해당 대학 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
학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직접규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3❙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급

구조개혁 조치

그룹 1(A∼C)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D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E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그룹 2

출처 : 교육부(2014a). 2014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위와 같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앞서 살펴본 직접규제정책과 다른 측면이
있다. 먼저, 학교폐쇄명령과 입학정원규제정책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조치는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학교폐쇄명령과 입학정원규제정책은 법률의 일정한 요건에 포섭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조치는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로 이루어진
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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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규제정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정책대상 집단이 그것을 규제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정책대상 집단에게는 그것이 규제로
파악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학생들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심각하게 문제
되어 스마트폰 게임 인증에 대한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경우 스마트폰 게임 개발 산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들이 규제로 파악될 수 있다. 이처럼 간접규제정책은 모종의 집단에
대한 정책결정이 다른 정책대상 집단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경우16)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 지표
에 따라 대학행정조직을 운영하게 되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행정조직행태를 제약하게 되는 경우
이다. 가령,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의 대학평가지표에서 취․창업 관련 지표의 특정 요소를 강조하
거나 배점을 높이는 경우 대학은 이에 맞춰 대학 내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실적을 창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인력을 채용하는
등 당초 대학이 고려했던 대학행정조직 운용방식과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고등교육분야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재정지원사업
평가였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정부가 고등교육정
책 방향에 맞춰나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평가에 기반하여 재정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인하여 대학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별 대학은 특정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고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 해당 평가를 잘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평가지표의 하위
요소에서는 당해 고등교육기관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대학은 의사결정에 일부 제약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지표인 ‘취․창업 지원’지표의 사례
를 들 수 있다. 취 ･ 창업 지원 지표는 총 4가지 하위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가운데
두 번째 평가요소인 ‘관련규정, 자원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의 경우 대학 내 취 ･ 창업
지원조직을 재구성하거나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16) 공법학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복효적 행정행위(Verwaltungsakt)’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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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요소는 ‘취 ･ 창업 지원’ 지표의 평가 방향인 학생의 취․창업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 내 취․창업 지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취 ･ 창업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내 의사결정 행태 제약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가령, 취 ･
창업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규모의 재정이 여유가 있는 대학은 평가에 무리가 없으나,
소규모에 재정적으로 영세한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내 다른 분야에 재정을 투자할 것인지 취
･ 창업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취․창업 지원조직을 재정비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것인지 고민17)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소규모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는 대학운영의 자율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지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평가나 대학평가는 간접규제정책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정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70%는 사학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학에 대해 규제하
는 경우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직접규제정책 가운데 학교폐쇄
명령이나 입학정원관리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당해 규제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
는 공적인 가치가 규제대상의 자유 제한보다 큰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간접규제정책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며, 정책결정자와 정책대상자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결정자가 고려하는 맥락은 A라는 정책목
표지만, 정책대상자는 정책목적 달성과 관련된 A를 달성하기 위해 B를 포기하게 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정책내용에 대하여 정책결정자와 정책대상자 간
인식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정책대상자에게 간접규제정책으로 보이는 경우도
17)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성평가 과정에서는 대학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므로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본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행정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내용이 평가지표의
평가요소로 설정되는 순간 대학은 해당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의 자유에
일부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를 간접규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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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차기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 대상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간접규제로
인식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정부 재정지원사업평가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 내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여기기도 한다(김기수 외,
2016).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적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거나 대학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에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행에 있어 간접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정보제공은 여러 정책수단 가운데 연성적이면서도 다른 수단과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인 수단
(the softest and most lenient instruments)이라 할 수 있다(Vedung & Doelen, 2005). 즉,
정보제공은 국민의 정책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보탐색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거나, 정보
획득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문명재, 2010).
현재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보정책의 사례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

:

18)

대학 진학에 앞서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대학에 진학한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성적에 따라 대학에 진학한 경우라면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대학생에 대한 진로 정보 제공은 적성과 진로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21개 대학(2016년에는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 대학생,

18)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앞서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창조
일자리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가운데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이하 내용은 고용노동부(2016b)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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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취 ･ 창업 지원 기능 연계를 강화하고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재정지원사업의 유형으
로도 분류될 수 있으나,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취 ･ 창업을
위한 직 ･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동 사업은 대학 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취업과 창업 기능을 연계하고 통합하여
학생들이 별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채용박람회를
실시하고, 구인 ･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각 대학의 센터마다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진로탐색
→ 진로설정 → 취 ･ 창업 경쟁력 강화 → 집중 취 ･ 창업 지원’등 4단계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단계 진로탐색에서는 학생 개인 성격의 장 ･ 단점을 파악하며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2단계 진로설정에서는 전공 및 개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 ･ 창업 경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3단계 취․창업 경쟁력 강화에서는 학생 개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4단계에서는 구직단계에서
필요한 취 ･ 창업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의 면접, 기업 맞춤형 자소서 작성 기술 등을 제공
하고 있다.

2)

:

19)

국가차원의 고용정보 제공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워크넷’을 꼽을 수 있다. 워크넷은 지
난 1987년 5월 취업알선 시스템 서비스로 시작되어 1998년 고용안정정보망으로 서비스가 개시
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고용정보 시스템으로 다양한 진로 및 직업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이
기준 외, 2017). 워크넷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와 인트라넷 서비스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회원에게 직업심리 진단검사, 취업 및 구직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워크넷은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고용복지정책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직업정보 웹사이트이다.

19)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2017. 10. 26 인출)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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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2017. 10. 26 인출)

❙그림 Ⅲ-1❙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화면(1)

워크넷은 국가차원의 고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웹사이트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대
학생이나 고등교육기관만을 위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워크
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양하나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기준
외(2017)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경우 민간사이트를 활용하는 비율이 69.7%인데 반하여 워크넷
의 경우 59.6%로 민간사이트 3개에 이어 4번째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워크
넷의 경우 대졸자의 다양한 진로 가운데 취업 분야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역량에 적합한 진로 탐색에 대한 정보제공으로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매년 초 각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정보를 대학에서 전송받고 이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DB와 연계하
여 졸업생 취업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기준 외, 2017). 이 정보는 고등교육기관의 입장에
서 대학구조개혁 비교과 프로그램 및 취․창업 프로그램 구축․운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의 대학 졸업자들이 주로 어디에 취업
하며 그들의 인적배경 특성에 따른 취 ･ 창업 경로 분석은 각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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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시스템은 양적 정보는 정확하며 광범위하여
데이터로 효용성을 갖추고 있으나, 세세한 정보까지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취업자
수, 진학자 수 등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지만, 취업자가 취업한 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분포 비율이나 평균 급여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이기준 외, 2017). 이기준
외(2017)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를 기반으로 ‘미래 진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제시하였는
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강력
한 정보제공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고등교육기관의 대학구조개혁 및 학과개편, 취 ･ 창업
세부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보 정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정보 제공의 강제성 여부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고용정보는 강제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대학생 진로탐색 정보 제공이나 국가차원의 진로정보
제공의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강제적인 성격20)을 지니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둘째, 직 ･ 간접성 구분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고용정보는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직 ･
간접성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학생 진로탐색 정보제공의 경우 학생과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정보제공이 직접적이지만, 워크넷을 통한 정보검색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터하여 전영한(2007)이 분류한 강제성과 직접성에 대한 정책수단의 9가지
유형분류 가운데 학생과 고등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정책의 경우 직접정보와 간접정보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강제
성은 낮지만,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직접 정보가 제공되므로 ‘직접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워크넷의 경우 강제성도 낮고 직접성도 낮으므로 ‘간접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20) 최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취 ･ 창업에 대한 지표가 신설됨으로써 실적 관리를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보제공 주체에 의한 강제성이라는 측면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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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강제성과 직접성에 의한 정책도구의 9가지 유형
강제성

직접성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직접규제

직접유인

직접정보

중간

준직접규제

준직접유인

준직접정보

낮은

간접규제

간접유인

간접정보

출처 : 전영한(2007).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정책은 비강제
적이며, 간접적으로 정보가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이 고용정보를 제공받아 대학이 처한 환경적 기반을 토대로 학내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간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직화 정책은 T. Lowi의 분류에 따르면 구성정책(consitutional policy)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정길, 2004). 즉,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
과 관련이 있는 정책들은 구성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직화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적 징표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 대상 조직화 정책의 유형을 제시해보면 고용정보
제공을 위한 학내 조직․전문 인력의 구축, 전문 인력의 채용 및 교육․훈련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학의 전략적인 계획, 고등교육 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취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학생진로 및 취업 전문인력의 채용과 교육․훈련, 진로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국가적 수준의
정책사항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자신의 조직 내 관련 기구를
구축하고 인력을 채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1)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대학 내 취 ･ 창업 지원센터를 꼽
을 수 있다. 취 ･ 창업 지원센터는 대학마다 명칭을 달리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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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조직화 정책
의 예라 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기구로 학생생활연구소가 있다. 이 기구
는 대학 내 독립된 기관으로 학생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직업흥미검사, 자아개념 검사 등
심리검사와 상담이 병행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진로와 관련된 검사 도구가
확산되어 이를 토대로 학생 진로 상담도 병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학생생활연구소의 주된 기능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개인적 고민이나 심리적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므로 전적인 취업전문기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취업지원센터는 대학생들의 직업소개를 전담하는 기구로 대학별로 조직구성과 명칭은 다양
하지만, 취업알선, 부직 알선, 학내 취업 박람회 개최, 취업관련 세미나 및 특강,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일자리 정보수집 등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김호원, 2010). 취업지원센터는 주로 오프라인 활동이 주가 되지
만, 온라인으로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강의 및 오프라인 취업
특강, 교수나 동문 출신 기업인들의 칼럼 연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취업지원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제공되는 심리
상담과 취업정보를 연계하여 이를 종합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종합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는
학교도 있다(김호원, 2010). 이 기관은 진로 심리상담과 취업정보로 구분된 정보제공을 일원화
하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두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인력개발센터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기탐색 및 진로 의식화 프로그램 운영,
직업현장체험 및 취업정보망 운영,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활동 및 진로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대학의 취업 및 진로 서비스를 여대생에 맞게 특화하여 제공
하는 기구로 볼 수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
3년 26개 지원 대학 가운데 5개 대학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대생들에 대한 특화된 관심과 서비스 제공으로 시범사업 이후에도 대학의 교비를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등 파급효과를 가져온 사례로 볼 수 있다(김호원, 20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Ⅲ-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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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대학 내 취업지원기구의 역할, 서비스 내용 및 주요 특징
학내 기구

학생생활연구소

취업정보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주요 역할
- 심리문제 상담
-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 취업정보 제공
- 취업프로그램 운영

- 학생생활연구소와
취업정보센터 기능의
일원화
-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 시행

- 여대생에 특화된
진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특징

개인 / 집단 심리상담
각종 심리검사 실시
온라인 상담
재학생실태조사 연구
진로 심리검사 실시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채용정보 및 취업정보
유학 및 진학 정보
학내 취업 설명회
진로 관련 사이버강의
동문 및 지역사회와
연계프로그램 운영
개인/집단 상담
학교부적응 및 학교적응
상담
진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취업정보 자료 수집 및 분석
취업정보망 운영
진로 상담 및 멘토링
여성 리더십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 관련 취업 특강
진로 및 직업관련 검사 실시

- 심리상담 위주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전한 진로 상담
기구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

- 취업에 특화된
전문조직 기구

- 진로심리상담
기능과 취업
기능을 일원화한
구조

- 여대생에 특화된
진로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출처 : 김호원(2010).

2)

․

․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문조직을 운영하
는 인력의 채용과 전문성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조직은 구축하였으나, 그 조직을 운영하
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성평가 지표 가운데 ‘취창업지원’지표에서는 대학 내 취업전문조직의 전문
성을 강조하여 학생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중요시하였다.
전문인력의 채용은 대학의 인사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사항으로 집행되는
분야는 아니다. 특히,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경우 대학의 자체적인 인사기준에 따라 채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국가의 정책사항으로 규정하기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비교적
최근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취․창업과 관련된 지표에서 당해 사업 수

75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 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과 인력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과
평가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해 오고 있다.
아울러 채용된 전문인력의 계속적인 교육은 전문성의 신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문조직에 채용된 인력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의 기조, 업계의 동향,
관련 기술의 이해가 부족하면 적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교직원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위탁연수를 통하여 전문조직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등교육기관 대상 조직화 정책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비교할 때 대학 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전문조직이 법정 기구화되어 나타나
고 있으며, 대학이 교비를 투입하여 운영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다. 이와 같은 조직화는 초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지원되다가 대학이
자체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 내 취업과 관련된 전문조직의 과업이 대부분 진로상담이나 심리검사에 치중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취업지원센터나, 종합인재개발센터처럼 취
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진로와 관련된 상담 및 진로심리검사를 실시
한다는 점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과거와 달리 취업과 관련된 전문조직에 채용되는 인력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채용되
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학의 부설
연구소나 센터에 채용되는 인적자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채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에 대한 계속적인 연수가 제공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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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컴퓨터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로, 고등교육을 이수하
는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일은 중요하
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대졸자는 여타 학력 집단에 비해 큰 임금 프리미엄을 누려
왔다. 박강우(2014)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후반까지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약
70~85% 정도로 매우 높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의 영향으로 대졸자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금 프리미엄은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다시 40% 수준으로 높아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같이 대학 입학률이 70%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에도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대졸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부는 고등교육 진입 단계에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대학
진학 기회균등을 확보하고, 특정 학문 분야의 우수 학생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대학 졸업자에게는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
적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이행 지원 노력은 첫째, 고등교육 진입 단계 둘째, 대학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노동시장 이행 준비 셋째, 졸업 시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 진출 등
고등교육에서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로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진로 ･ 진학 및 취업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취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정책에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
등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학생 개인에게 정부가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일부 규제제도를 두어 학생들의 책무성을 강조
하고 있으나 강력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
모를 대상으로 정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웹사이트 운영에 그치고 있어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지원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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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차원의 정책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의 네트워크는 고등교육 단계
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
1)
국가장학금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정책 중 가장 핵심 정책이자 정부가
학생 및 학부모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가장학금은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불균
형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 추진되어 온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지원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2017. 5. 22. 인출).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 정부의 지원액을 차등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I유형과 동시에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여 정부와 대학이 분담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17. 5. 22. 인출).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I 유형
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 누구나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실질적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느낄 수 있도록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한편, 국가 장학금 II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을 할 때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내 장학금 확보 노력을 유도한다.
❙표 Ⅲ-16❙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내용
종류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내용
소득8분위(구간) 이하에 대해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등록금 동결 ･ 인하 및 교내 ･ 외 장학금 유지 ･ 확충분과
연계하여 지급
’14년 이후 입학자 중 소득8분위(구간) 이하 셋째 자녀
이상일 경우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17. 5. 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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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정책은 대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진상기 ･ 김진영, 2014; 이호준 ･ 양민석, 김영식, 2014). 또, 고등
교육 재학생의 근로시간 및 유형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필남 ･ 곽진숙(2013)은 국가
장학금 지급이 대폭 확대되기 시작한 2012년도 정책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의 교외 근로시간이 비수혜 대학생 보다 0.9시간 적었고, 교내 근로시간은 주당 0.11시간
증가하여 결론적으로는 주당 0.08시간의 감소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2)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을 주축으로 전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특수 목적 혹은 특정 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 우수 장학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국가 우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 몰입도를 높여, 미래의 국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2009년
부터 통합되었다(교육부, 2014b).
2017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 우수 장학금은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 육성을 위한 대통
령과학 장학금,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우수인재 지원 장학금으로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계열 학생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원
장학금,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이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 전문대학 진학 우수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한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등이 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17. 5.
22. 인출).

❙표 Ⅲ-17❙ 국가우수장학금의 종류와 내용
종류

내용

대통령과학장학금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 육성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

인문100년장학금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우수인재 지원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체육계열 학생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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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해외유학장학금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 유학 지원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전문대학 진학 우수학생의 학업 지원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17. 5. 22. 인출)

국가 우수 장학금 또한 국가장학금과 같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수경(2015)은 이공계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둔 국가
우수 장학금의 경우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으며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는 휴학이 줄고 학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일 계열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정부는 장학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 제도를 두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금을 보조하며 학생 생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17. 5. 22. 인출).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한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그리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융자로 졸업 후 2년 후부터 상환한다.
학자금 대출과 노동시장 진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필남･김경년(2012)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자는 대출 이외의 재정자원 마련 방법에 의존한 경우에 비하여 첫 직장 이행할
확률이 1.132배 높았으나 대출에 의존하지 않은 대졸자 보다는 월평균 로그임금이 5.2% 낮다고
보고하였다.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학자금 대출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 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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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구분
신청 연령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국내고등교육기관***
지원 가능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대상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대학 입학허가 기준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기준 재학생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
대학
가능
원생
여부

국내고등교육기관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
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
단 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
인 자는 제외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 중인
자는 제외

학부, 대학원: 소득구간(분위)
무관

농 ･ 어업인: 소득구간(분위)
무관
비농 ･ 어업인: 소득 8구간
(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
(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 ･ 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생활비 대출 가능
대출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학기당 최대 10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취업후 / 일반 생활비대출 이
용 가능

대출
등록금
가능 상한
대출
금액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자격

신용
요건

소득 구간
(분위)

지역 거주
요인

학부 : 소득구간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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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제한(잔액기준)
- 4천만원 : 일반대학
-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9천만원 :의 ･ 치의 ･
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상환방법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생활비 대출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취업 후 상환 학
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
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이자지원 없음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
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
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
로 입금 됨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17. 5. 22. 인출)
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4)
국가 장학금과 우수 장학금이 대학 학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면
국가교육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도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이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2017
년 기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 장학금의 유형으로는 국가교육 근로장학금과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이 있다(한국장
학재단 홈페이지, 2017. 5. 22. 인출).
‘국가교육 근로장학금’은 대학 재학 중 교내에서 행정 지원 업무나 교육 보조 업무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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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지역 사회 기관에서 교육 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면서 기초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직무 체험
기회를 갖고 동시에 근로 시간 당 근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중소 / 중견 기업에서
일하거나 창업교육센터나 창업동아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 밖에 다문화, 탈북, 소외 청소년 지원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학이 해당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표 Ⅲ-19❙ 근로 장학금의 종류
구분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

목적

대학 재학 중 근로를
실시하여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갖고 안정적인
학업을 수행을 위한 재
정자원 마련

중소 / 견기업 취업 희
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초중고 학생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근로 기회
제공으로 나눔을 통한
교육 복지 실현

다문화 ･ 탈북 초중고생
을 대상으로 학습 및
진로 멘토링을 실시

유형

교내교육근로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 교육보조
행정업무지원
지역사회교육근로
- 보건의료기관, 사회
복지기관, 보육기관
등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근로
현장교육근로
- 교육활동 지원
- 대학생 청소년교육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취업지원형
중소 및 중견기업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
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창업지원형
창업교육 유관센터 또는
창업동아리 운영대학

대학발굴형
- 대학에서 기관 배정
나눔지기(멘토)발굴형
원하는 기관을 선정
하고, 선정기관의 담
당자로부터 활동 계
확서를 승인 하에
수행

전국의 초중고 다문화,
탈북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습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

지원
자격

국내대학 재학생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인 학생

국내 대학생 중 대학구
조개혁 E 등급 대학과
계약학과 학생은 제외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참여 대학의 재
학생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
참여 대학의 재학생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17. 5. 22. 인출)
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교육근로 및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 각 사업별 ‘자세히’ 내용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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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그리고 근로장학금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최근에 신설된 청년구직활동 수당은 노동시장 이행에 초점을 둔 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만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교육이수자
는 대학(원)의 마지막 학년 재학생으로 미취업자에 한해 지원 되는 정부정책 프로그램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자가진단과 심층면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계는 직업훈련, 인턴 등 직무능력 향상프로그램, 3단계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청년
워크넷, 2017. 5. 22. 인출). 각 단계별로 지급되는 수당은 일부 상이한데, 1단계에서는 참여
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단계에서는 1일당 1.8만원 최대 28.4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3단계에도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월 1회 2만원 최대 6만원이
지급된다(청년워크넷, 2017. 5. 22. 인출).
❙표 Ⅲ-20❙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단계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자가진단 및 심층상담

2단계

직업훈련,
인턴 등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수당
참여수당(최대 20만원)
- 기본지급액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시 5만원 추가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 1일당 1.8만원, 월 28.4만원 한도(최대 6개월)
방문 참여자 대상(참여수당 지급)
- 월 1회 2만원, 최대 6만원

출처: 청년워크넷, http://www.work.go.kr/jobyoung/jynEmpSpt/jynEmpSptGuide.do?busiId=201601080002
(2017. 5. 22. 인출)

2017년 7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은 3단계에서 청년 구직활동 수당으로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7). 다만, 재정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년 수당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프로그램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 수당은 정부가 청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중 졸업 직전 학년 /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 전 취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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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직접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책무를 갖고 임해야 한다.
❙표 Ⅲ-21❙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 수당
구분

대상

Ⅰ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Ⅱ
유형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1단계

2단계

3단계

25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자부담 최대 10%)
* 훈련수당: 월 28.4만원

*(신설)청년 구직활동수당:
30만원(만34세 이하, 최대3개월)
* 취업성공수당:
․ 3개월 근속: 30만원
․ 6개월 근속: 40만원
․ 12개월 근속: 80만원

20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00만원(자부담 5~50%)
* 훈련수당: 월 28.4만원

*(신설)청년 구직활동수당:
30만원 (만34세 이하, 최대3개월)

출처: 고용노동부(2017:5)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규제는 재정지원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학생에
대한 직접 규제 방식과 대학에 대한 간접 규제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의
책무성을 직접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원 시에 학업 성적 하한 기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장학금 도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점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친
학점 경쟁으로 인해 대학 교육의 학문 추구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나 여타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과거보다 낮은 C학점을 장학금 지원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학생의 재정지원 수혜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업에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100점 환산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국가장
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기초~2구간 분위 이하 학생은 C학점 경고 2회까지만 수혜가 가능하다(교육부, 2017a). 이는
저소득층 학생이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분한 학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
득층의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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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자격 요건
구

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내

용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C학점 경고제 : 기초~2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장애인 :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17. 5. 22. 인출)

정부의 간접적 규제 방식으로는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양질의 대학교
육을 받고 동시에, 대학 등록금을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이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교육
을 제공하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대학평가 최하위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한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 또는 재학생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이 되지만, 부실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경로를 차단한다.
현재,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일정 등급 이하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교육부, 2017a). 매년 이루어지는 구조개혁 평가임을 감안해,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은 그룹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과거 재정지원 제한 대학
이었다고 하더라도 완전 해제된 그룹으로 분류된 대학은 제한이 전혀 가해지지 않지만, 일부
해제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여전히 제한이 있다. 그 밖에 D, E 그룹은 정부재정
지원 사업에 전면 제한을 받으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또한 제한 범위를 두고 있다.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26개 대학이며 이 중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12개 대학으로 이 중 3개 대학은 신편입생 II 유형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9개 대학은 신편입생 I, II 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교육부, 2017c).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는 이러한 정부 규제 사항을 참조하여 대학 진학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의 질을 교육 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에 알리고, 대학 선택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인 대학의 질 규제 방식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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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2018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구분

개수

정부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일부 해제

13

기존사업지속
신규 사업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제한

3

재정사업 전면제한

신편입생
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50% 제한

전면 제한

9

재정사업 전면제한

신편입생
I, 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출처 : 교육부(2017c:5)

.
1)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대학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의 총체적 정보 및
입학 정보, 진로 ･ 진학 및 직업 선택 지원 정보,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취업 및 인턴십 정보
서비스를 온 /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 관련 정보는 대학 정보공시제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학 알리미
서비스가 있다. 2007년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여건, 연구성과, 대학 재정, 대학 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 하였다. 대학
정보공시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공시 항목을 수정 보완하면서 확대해 왔고, 대학알리미 웹사이
트를 개선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또,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정보공시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유의미한 해석을 더하고 있다(대학알리미 홈페이지, 2017. 5. 22. 인출). 그러나
대학 정보 공시제는 대학의 자발적인 공개 노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공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보공시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편의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 알리미 사이트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
지고 있어 일정 부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병주·최손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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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2017. 10. 20. 인출)

❙그림 Ⅲ-2❙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정부는 대입 준비 및 대학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온 /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입정보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대입제도 안내, 대학입학정보, 학습진단, 대입 상담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대입정보포털, 2017. 5. 22. 인출). 대입 지원 서비스는 단계별로 먼저 대
입정보를 개인이 검색하고, 학습진단 시스템을 통해 성적 대비 대학 진학 가능성을 가늠해 보
고, 교내 혹은 온라인, 전화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입정보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도 운영되며, 대학 입시 설명회를 통해 참가자에 한하
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대입정보 서비스는 대학 알리미 서
비스보다 개인 맞춤형,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로 대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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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입정보포털, http://www.adiga.kr (2017. 10. 20. 인출)

❙그림 Ⅲ-3❙ 대입정보포털의 서비스 내용 구성

3)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한 관련 정보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고교
단계에서 대학 단계로의 진학 혹은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유용한 정보망으로는 커리어넷이 있다.
커리어넷은 초 ･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 학과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및 교육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커리어넷 홈페이지, 2017. 5. 22. 인출). 커리어넷을 통해서
학생 및 학부모는 온라인으로 직접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 메뉴는 전문가 상담과
또래 상담, 상담 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리어넷에 회원을 신청하면 온라인 상담신청이 가능
하다. 학부모 또한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학업 및 직업, 취업 관련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커리어넷은 월평균 6만 명, 연간 82만 명 정도가 신규가입하고 있으며
진로심리검사는 2015년 기준으로 200만 건으로 이용자 빈도수가 높은 편이다(정윤경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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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커리어넷 홈페이지, www.career.go.kr (2017. 10. 20. 인출)

❙그림 Ⅲ-4❙ 커리어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워크넷은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 필요한 채용정보, 기업 정보, 각종 취업 지원 정책 제도를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보서비스 포털이다. 취업 성공수기, 입사지원 전략,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등의 취업 가이드나, 직업심리 검사, 실직, 이직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직 ･ 구인 신청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정보를 워크넷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하도
록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3.0 공동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pen API
제공과 지역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시간선택제 강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워크넷 홈페이지, 2017. 5. 22. 인출).

.
학생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은 학비 부담 경감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을 통해 학비 및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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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비 자체를 동결 혹은 인하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협의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대학교육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2017. 10. 20. 인출)

❙그림 Ⅲ-5❙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화면(2)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
회 구성에는 학생 위원과 학부모 동문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 위원은
위원 정수의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대학교육연구소, 2014).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 위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공개 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진 의원 등은 학생 참여
정족수를 정수의 1/3 이상으로 늘리는 등,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한국대학신문,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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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용주 및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및 전문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영역
과 교육 영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
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학생 /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책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 이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 ･ 사업들의 상당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
용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관련 정책
･ 사업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황은 고용주나 기업,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력의 직접적 수혜자들이라는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이 절에서는 고용주 / 기업 또는 노동조합 / 전문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11개 정책 ･ 사업을 살펴보았다.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청년취업인턴제, 일학습병행제 등을 살펴보았으며, 규제 정책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 관련 정책은 지역 일자리공시제와 대학정보
공시제를 살펴보았다. 한편, 조직화 관련 정책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였다.

.
고용주 및 노동조합과 관련한 재정지원사업은 고용주의 직무기반학습을 지원하는 활동과 고용
주의 교육훈련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주의 직무기반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 유니테크사업,
IPP형 일학습병행제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사업 등이 있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장려정책으로는 각종 우대 정책이 있다.
대표적인 장려정책으로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는 방식인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직업능력개발 유공자표창 등이 있다. 또한 참여하는 고용주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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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학문중심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직업교육훈련에 특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혜택의 수혜자가 일반 대학생이 아닌 재직자 또는 채용 약정이
이루어진 대학 졸업 예정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셋째,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책에 참여하는 대상이 재직자 등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가
아닌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향상의 관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이 활용되고 있다.

1)

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3년 10월부터 지역단위의 산업계, 자치단체, 노동단체,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하여 인력양성을
위해 협의하는 위원회 구성이 추진되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훈련과 관련된 지역의
수요분석 및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 연계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지역의 훈련 거버넌스를 확립하
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훈련분야를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훈련기관 공모 ･ 선정 ･ 실시함으
로써 지역 ･ 산업의 훈련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는 인건비, 수요조사비, 운영비 등 연간 6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
고, 지역 HRD 거버넌스 체계와 역할 확립(16개 광역행정단위 인자위 체제 완비), 지역 수요와
연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기관인 사무국에서는 지역 내 훈련
수요 공급 조사 및 분석, 지역단위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계획 수립, 공동훈련
센터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실 무협의회, 지역인력양성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한 훈련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은 고용주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정부, 지역 대학 등이
종합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인력양성, 산업양성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정책개발 등에 관여함
으로써 고용주에게 양질의 신규 대졸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종합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내용은 나동만 외 (201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성과중심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토대로 정리함.

93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 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22)

2)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여 선발되면 해당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인건비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최대 3개월
180만원까지), 중견기업은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이
상 고용유지 시 390만원(65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대상 기업은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중견
기업법 상 중견기업이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첫 직장을 찾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대학교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의 경우, 이전 직장 근무 경력 1년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미취업 시 참여가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청년구직
자는 이 제도를 통해 최소 2주부터 최대 3개월까지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최소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 150만 원 이상의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취업인턴제를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2년
간 3백만원의 공제액을 적립할 수 있다.
한편,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이 되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고용 이전에 신규 대졸 인력에 대한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자격으로 인정하여 노동시장의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일 - 훈련 - 고용을 연계하여 고용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인력 및 숙련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a).
이와 같은 일학습병행제는 학교와 일터의 연계, 일터와 학교의 연계라는 전통적인 산학협력의
절충점에 있는 제도로 학교 - 일터 - 학교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22) 청년취업인턴제 관련 내용은 청년인턴제 홈페이지(http://kic.kicox.or.kr, 2017. 10. 10. 인출)를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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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는 기존 청년인턴제, 현장실습, 청년취업아카데미, 기업대학,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기존의 제도의 장점을 취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상의 기존 제도들은 기업현장이 아닌 공급자, 즉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이에 반해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교육, 훈련, 현장적응 등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위와 같은
이수에 주어지는 자격에 대한 충분한 유인책이 작동될 수 없으며, 이수의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아 중도탈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같이 전통적인 학생 관리 관련 제도가
개별 기업에는 축적되어 있지 않아 학습근로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고용자의 개념으로 적용한
다는 측면에서 중도탈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6:4).

❙그림 Ⅲ-6❙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관련 사업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현황을 보면, 2013년 9월 제도 기본 계획이 발표된 이후 양적 확산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어 왔고,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9,942개 기업이 일학습병행제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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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 중 7,88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 8월말 현재까지 4,725개 기업의
23,025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종료하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8).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10~20대가 전체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20세 미만인 고교 재학 또는
졸업자가 전체의 29.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15.1%, 특성화 ･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18.8%를 차지하고 있었다(국회예산처, 2016). 이상의
내용을 볼 때,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적 구성의 대부분이 특성화 ･ 마이스터고에
재학하거나 졸업 이후 참여하는 남성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대부분 20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4❙ 학습근로자의 인적 속성에 따른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6

합계

비율

전체

3,197

7,672

10,041

20,910

100.0

2,701

6,418

8,395

17,514

83.8

남성

성별

연령

여성

496

1,254

1,646

3,396

16.2

20세 미만

819

1,921

3,484

6,224

29.8

20~24세

865

2,021

2,062

4,948

23.7

25~29세

878

2,091

2,078

5,047

24.1

30~34세

372

860

1,118

2,350

11.2

35~39세

141

352

546

1,039

5.0

40~44세

63

192

336

591

2.8

45~49세

64

122

211

367

1.8

50세 이상

25

113

206

344

1.7

고교재학

-

974

2,186

3,160

15.1

대학재학

-

-

471

471

2.3

고졸 미만

10

25

116

151

0.7

특성화 ･ 마이스터고

1,219

1,592

1,114

3,925

18.8

일반고졸

269

1,059

1,737

3,065

14.7

전문대졸

731

1,742

1,436

3,909

18.7

재학생
학력별
졸업생

출처 : 국회예산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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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의 운영 유형별 학습근로자 현황을 보면, 재직단계가 83.2%로 재학단계보다
많았다. 세부적으로 재직단계 중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참여하는 학습근로자가 전체 중 47.5%로
많았으며, 단독기업형의 경우 3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재학단계에 참여하게 되는
도제학교,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제도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학습병형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 및 재직과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이어서 보다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Ⅲ-25❙ 운영유형별 학습근로자 현황
대상
재직단계

재학단계

중복

운영유형

기업 수(개)

학습근로자 수(명)

학습근로자 비율(%)

공동훈련센터

2,649

9,773

47.5

단독기업

943

7,347

35.7

도제학교

916

2,674

13.0

유니테크

64

480

2.3

IPP형

146

306

1.5

-

288

0

0.0

4,430

20,580

100.0

총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8). 재구성.

4)

23)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학과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다. 2003년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학부 또는 대학원 모두에 신설할 수 있다. 계약학과는 2016년 기준, 총 180개 대학,
241개의 계약학과에 7,651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학과의 유형에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산업체 등이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
23) 계약학과 관련 내용은 청년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jobyoung/main.do 2017. 10. 11. 인출)를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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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훈련비용의 50% 이상을 산업체에서
지원받으며, 해당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해당 기업에 채용까지 연계된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학과로는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고려대
나노포토닉스공학과, 부산대 차세대 기판학과,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충남대 차세대
기판학과 등이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기업의 소속 직원을 재교육하거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학에 교육을
위탁하는 유형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재교육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학과로는 경북대 조사통계학과,
경상대 신재생에너지융합학과, 고려대 나노 포토닉스 공학과, 대구대 도시계획경영학과, 서울
시립대 경영학부 등이 있다.
한편, 계약학과는 고용주의 입장에게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하여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 역시 원하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24)

이공게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전문·기업현장 연수 등 직업교육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청년실업 문제 및 이공계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 대상은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 중 미취업자이며,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기관, 국 ･ 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으로 사업 전담조직
을 갖추고, 사업운영 전담인력으로 최소 3인 이상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수분야는 이공계 분야 심화 교육과정(카티아, 3D모델링 등)이며, 전문 연수와 기업체 실무
연수로 구분된다. 전문 연수는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
직무 소양 및 기초 이론 습득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업체 실무 연수에서는 주관기관의 유관기
업에서 실제 업무 체험연수를 진행한다. 참여기관은 1단계 서면 및 발표평가, 2단계 현장실사,
3단계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교육운영관련 제반경비(전담인력 인건비,

24)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관련 내용은 청년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jobyoung/main.do 2017.
10. 11. 인출)를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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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등)를 지원하고, 연수생 1인당 420만원을 지원(연수수당 220만원+교육지원금 200만원)
한다. 연수생은 주관기관별 20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이 사업이 대학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의 성격을 갖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6)

25)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들에 대한 산업
현장 일경험 기회 확대를 통해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여대상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전공의 2~3학년으로,
운영기관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고용노동부 사업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체험기업은 고용
보험가입 5인 이상 기업(5인 미만 벤처 가능), 공공·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운영기관에는 재해보험 가입 등을 위한 1인당 월 1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1인당 월 40만원), 관리자지원금(1인당 월 7만원)
이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1인당 약 40만원과 대학의 재정여건 및 자치단체와 협약 등에 의해
자율매칭된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 1~3개월 범위의 1일 3~8시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경험 수련생이라는 법적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재학생직무체험은 졸업 후 신규 진입 예정인 대졸자가 아닌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지원한다는 점,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액수가 매우 적다는 점 등은 고용주에 대한 지원의
한계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 인력의 조기 진로설정 지원, 향후 고용 가능한
후보군의 사전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
고용주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나 권위 정책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Best HRD)26)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 대상 정책은 대학이나 학생 등과 같이 정부의 직접
25) 재학생직무체험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재학생 직무체험 지원기관 사업 최종보고서(고재성 외, 2016)를 토대로
정리함.
2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과련한 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NHRD.net) > Best HRD 웹페이지
(2017. 8. 20. 인출)를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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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졸업생을 고용하는 소비자라는 점 등에서 볼 때 해당 영역의 정책은
미비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공무문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인적자
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3조의 인증 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 ･ 연구회, 지방교육기관 (시 ･ 도
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공공기관이며, 민간부문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해당하며, 고용창출 우수기업,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인증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을 위한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현장심사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각 기관의
실제 운영현황을 방문조사한다. 인증기준은 현장심사결과 1,000점 만점(HRM: 400점 배점,
HRD: 600점 배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 중 공공부문은 교육부, 인사혁신처 2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가 수여
되고,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기관에서 부여되는 혜택으로는 공공부문의 경우, ①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 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②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확산을 위한 컨설팅 확대 지원, ③ 우수
인증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및 우수기관 상금 수여, ④ 해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방문 기회 제공, ⑤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이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①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우수기관 동판과 인증 로고 활용, ②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③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국내 또는 해외),
④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고용노동부), ⑥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 ⑦ 인증
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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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정책에서는 직접적인 대학 정책과 관련은 부족하지만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대학 등 재교육기관에 대한 활용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1)

27)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의
통계치와 일자리 대책의 각 사업별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시 주체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으로,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풀어감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맞
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 지자체(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따라 각종 포상을
하고, 기타 정부합동 지자체 평가 등에 있어서도 우대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일자리공시제를 통해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궁극적으로
지역고용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 시 희망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학회 등 전문기
관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매년 추진 실적을 확인․공표하고, 「전국 지방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개최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역일자리공시제는 고용주에게 대학 졸업생을 포함해 지역 내 인력개발 정책, 인력
공급, 정책적 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27) 지역일자리공시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5. 17.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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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

대학정보공시제는 기본 운영 현황과 교육･연구 성과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학생 ･ 학부모,
기업, 정부 등 교육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수요자의 대학 선택과 산학협력 및 직원
채용, 정책집행 등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의 교육, 연구를 포함한
기본 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공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 온라인 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결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담당자 및 대학알리미 사용자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대학정보공시 분석 자료집 및 이슈페
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 내용은 학교운영, 학생, 교원, 연구 ･ 산학협력, 예 ･ 결산, 교육여건의 6가지
영역에 대한 60여개 항목이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의 운영관련 내용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주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학과 협업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Ⅲ-26❙ 대학정보공시제 내용
구 분
학교 운영

내

용

학교규칙, 학교발전계획, 특성화계획, 직원현황 등

학생

학생선발방법, 교육과정, 성적평가, 학생 충원 현황,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교원

교원 확보현황,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등

연구․산학협력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산학협력 현황 등
예 ･ 결산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법인회계, 교비회계, 적립금, 기부금, 산학협력단회계,
등록금 등

교육여건

도서관 현황, 교지․교사시설 확보현황, 기숙사 수용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

출처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2017. 10. 11. 인출)

28) 대학공시제 관련 내용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 2017. 10. 11. 인출)를 토대로
정리함.

102

Ⅲ.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분석

지금까지 고용주 및 노동조합 대상 정책을 8개의 재정지원 관련 정책, 1개의 규제 관련 정책,
2개의 정보 관련 정책 등 총 11개의 정책을 통해 살펴보였다. 이러한 고용주 및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 정책의 특징을 보면, 정책 수혜자인 대학생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을 통해 지원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정책이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인턴제 등을 통해 기업에서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OECD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또는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아울러, 특정 목적을
갖고 지원되는 타 대상과는 다르게 고용주 및 노동조합 대상 지원은 재정지원, 정보지원 등
지원 내용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지원에 따른 수혜를 고용주뿐만 아니라 대학, 지자체, 학생
등이 혼재되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둘째, 권위 또는 규제 관련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민간 기업을 직접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제한은 없었다. 단, 대학교육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증사업이나
정부차원의 포상 제도를 통해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정보 관련 정책은 고용주에게 신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또는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신규인력
에 대한 배출 현황, 고용주가 참여할 수 있는 인력개발 관련 정책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5

-

이상에서 살펴본 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고용주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실행용이성, 수용성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재정지원, 규제, 정보, 조직화 정책 등 네
범주로 분류하고 있지만,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재정지원 사업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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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책의 효과성을 재정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그 내용 측면에서 주요 정책
사업들이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개선, 관리 체제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제고에 일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정부부처는
노동시장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각 부처의 정책 초점과 여건을 반영하여 대학
기관의 교수 ･ 학습 지원 체제 개편,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체제 개편, 시설 ･ 기자재 구입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기업현장실습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정책의 내용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에서 교육, 진로 및 취‧창업 지도, 통합정보지원 체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체제로 볼 수 있으나, 대학이 전적으로 노동시장에 적합한 방향
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정책이 노동시장 적합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규모인가라는 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적절성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 대학 측면에서 보면 재정지원
사업별 예산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부 교육부 사업을
제외하면 - 특히 교육부 이외 다른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상당수 사업의 대학별 사업예산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수준이기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대학별
사업예산규모가 제한적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점 역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대학별로 사업예산이 제한적이기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학생 규모 역시 소수에 불과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체 대졸자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고등교육체제 차원에서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기관 수나 학생 수에
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삼분의 일 이상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향후 정책 개선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 간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 및 노동시장에 친화적인 대학체제 등을 고민하는 등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할

104

Ⅲ.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분석

수 있다. 즉,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적합한 대학의 특성은 어떠하며, 고등교육
체제가 노동시장에 적합한 체제로 개선되기 위해 각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대학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각 정책사업별로 대학 간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공동관리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적합성을 위해 개별
단위 대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정책 이외의 정책들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는,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정책이나 조직화 정책의 경우 관련 정책들이 고등교육
기관을 매개하지만 대학이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용이성이나
수용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
분의 규제정책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규제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
적과 규제정책 수단을 통해 침해받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수단 활용이 의미가 있을 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고등교육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전제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에서 규제정책 수단을 활용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접 정책은 그다지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2010년대
초반부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꾸준히 늘려 고등교육 진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진입을 위해 정부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과 정책의
중요도는 높은 편이나, 대학 졸업 전후에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직접 지원은 많지 않다. 또,
재학 중 노동시장 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생 및 학부모 정책을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실행용이성, 수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성 측면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정책 중 재정지원 정책은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반값 등록금 정책의 경우, 그 체감 정도가 상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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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소득층 및 대다수의
학생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4년간 지속적으로
받은 학생이 2016년 2월에 졸업하였고, 우리나라 대졸자가 첫 번째 직장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
한 기간이 약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이후에는 재정지원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 구축될 수 있다. 그 동안 누적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학생 대상 재정 지원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정책 사업이 직접 지원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가 책무성을 갖고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효율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와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학 등록금을 반값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신청하고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정책 효과의 효율
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장학금 편의성 증진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알리미, 진학 정보
등은 현재의 대학진학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사이트에 치우쳐
면대면 진학 및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서비스의 범위와 활동은 제한적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전달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스펙 쌓기
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비효율적 측면도 존재한다.
셋째, 형평성 측면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고등교육 접근성의 기회 균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need based)의 지원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과 등을 통해 8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도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학부모
대상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육적 목적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 당 임금이 아르바
이트 수준 보다 낮아,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이 노동시장이행 준비를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넷째, 학생 - 학부모 대상은 정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실행용이성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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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대리인(agency)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용자 편이성이 증진되고 있으며, 기부 문화를 확산하여 고등교육 지원 정책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다섯째, 수용성 측면에서도 정부의 학생 및 학부모 직접 지원 방식은 합리적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는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 선택권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네트워크나 협의체와 같은 조직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효과·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 및 학무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노동시장 이행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

고용주 및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그 정책 효과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실행
용이성, 수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성 측면에서는 고용주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재직자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배양한다는 관점에서 효과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등교육 참여자를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총체적인 규모면에서 다른 주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비해 작기 때문에 개별 정책 사업의 효과에 비하여 총 효과는 낮을 수 있다.
둘째, 효율적 측면에서도 다른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지만, 재정
지원 대비 수혜자인 고용주 측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 규모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특정 전공 또는
특정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재정지
원이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자가 다시 수혜를 받
는 형태로 형평성의 논란은 낮아질 수 있다.
넷째, 실행 용이성 측면에서도 관련 정책이 소규모의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 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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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 단, 개별 고용주 또는 기업별로 재정 활용을 위해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용성 측면에서는, 고등교육의 현장중심 인력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수용성이 높다.
다만, 고등교육 관점에서 현장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훈련 수준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사회 선도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정책 간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고용주나 노동조합 관련 정책은 정보정책을 기반으로
타 수단과의 시너지나 보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 관련 정책에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계약학과나 일학습병행제 등의 제도에
참여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잘못된 정보 등에 의해 참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지역일자리공시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등에서
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위나 규제 등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타 규제 완화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 대상 정책 참여가 활발한 기업에 대한 (가칭)청년친화기업 인증 등이 이루어지거나
일학습병행제 등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보조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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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9)

1

OECD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을 위하여 OECD에서 개발
한 자가진단 툴킷(self-assessment toolkit)을 번안하여 전문가 대상 진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자가진단 툴킷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전문가 대상으
로 정책 진단을 실시하였다.
자가진단 툴킷은 OECD에서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자국의 고등교육제도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와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국가 리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시장의
적합성과 성과를 형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성공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자가진단 툴킷은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섹션은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섹션 1은 고등교육 졸업생의 지식 및 역량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도와 고등교육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섹션 2는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제도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 3, 4, 5는 고등교육 졸업생의 노동시장 준비도
를 위한 자국의 공공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고등교육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내는 역량을

29) 이 장의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은 OECD(2017a)와 (OECD, 2017c)문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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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섹션 대부분은 낮음(low)부터 높음(high)의 5단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응답의 이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 OECD 자가진단 툴킷 섹션 구성
자가진단
툴킷 섹션

내 용

섹션 1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각국의 고등교육 졸업생이 보유한 지식 및 역량, 관련 정보
출처를 파악하도록 하는 질문.
졸업생들의 역량이 노동시장 수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질문.

섹션 2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제도 관행에 관한 질문.
이러한 관행이 각국의 고등교육제도에 보편화되어 있는 정도와 효과성에 관한 질문.

섹션 3

고등교육제도가 노동시장 적합성과 졸업생들의 취업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예. 재정지원, 규제, 정보와 조직적 접근 방식)의 파악.
각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단과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 파악.

섹션 4

섹션 3에서 파악한 수단 외에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정책 수단 탐색.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외에도 기타 영역과 관련된 고등교육 수단 포함.

섹션 5

정책 수단 간의 상호작용 고려와 이러한 상호작용이 정책 목표를 어떻게 지원하거나
방해하는지 검토.

출처 : OECD (2017a:5)

2

OECD
.

OECD 자가진단 툴킷의 첫 번째 섹션은 졸업생 성과와 고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섹션은 다시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총괄적
평가(1.1), 고등교육 접근성과 준비(1.2), 시점별로 보는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1.3), 특정
분야의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1.4), 특정 학위 수준에 따른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1.5),
특정 고등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1.6) 등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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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총괄적 평가(1.1)는 최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3년
이내 졸업)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책담당자 또는 핵심 관계자의 관점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개발하는 지식 및 기술의 적합성을 묻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질문들은 아래 <표 Ⅳ-2>의 왼쪽 열과 같다.

❙표 Ⅳ-2❙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총괄적 평가(1.1)
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1. 우리나라의 최근 고등교육 졸업생은
다음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5점 척도)

A1.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은
다음에 제시된 역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지니고 있다.(5점 척도)

a. 양호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

a. 전문 지식과 역량

b. 양호한 인지적 역량

b. 일반 인지 역량

c. 양호한 사회 감성적 역량

c. 사회·감성 역량

d. 향후 노동시장에서 10-15년 간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기술

d. 향후 10~15년 간 노동시장에서의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기술 또는 역량

비고

표현 수정

A1-1.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최근 고등교육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5점 척도)

A2. 최근 대학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5점 척도)

a. 취업시장 결과에 실망했다.

a.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렵다.

b. 일을 찾는 것이 어렵다.

b. 근로임금 및 여건에 만족하지 못한다.

c. 일이 본인의 자질 및 역량에 맞지
않는다.

c. 현재 업무가 본인의 자격과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 맥락에
맞게 수정

A2-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고용주들은 다음의 적절한 특성을 지닌
고등교육 졸업자를 찾기 어려워한다.
(5점 척도)

A3. 고용주들은 다음의 적절한 특성을
지닌 대학 졸업자를 찾기 어려워 한
다(5점 척도).

a. 전문적 지식 및 역량

a. 전문 지식과 역량

b. 일반적 인지적 역량

b. 일반 인지 역량

c. 사회 감성적 역량

c. 사회·감성 역량

d. (고등교육 수준의) 고급 지식 및 기술

d. (고등교육 수준에 맞는) 고급 지식 및 기술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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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비고

A3-3.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정책 담당자들은 고등교육 졸업생들의
부진한 취업 결과에 대해 우려한다(5점
척도).

A4. 정책 담당자들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5점 척도)
A4-1.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현 수정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의 적합성에
관해 자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A5.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에 관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용주들의 졸업생들에 대한 인식은
(근거 기반의)?

-

- 졸업생들의 취직 기대치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가?

-

- 졸업생들의 보다 나은 노동시장 성과에
요구되는 역량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가?

-

- 고등교육 외의 어떠한 요인이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러한 기타 요인이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A6. 고등교육 이외 어떤 요인이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8-9) 참조

위 표의 오른쪽 열은 OECD 자가진단 툴킷을 우리나라의 맥락을 고려하여 번안한 것이다.
이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국문 표현에 맞게 번안하거나 국내 현실에 맞게 번안 한 것 이외에는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OECD 자가진단 툴킷에는 매 하위 문항마다 응답의 이유를 묻고 있지
만 국내 번안 질문지에서는 상위 문항 단위로 응답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는 5점 척도로 응답하는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생각해 볼 문제”를 두어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내 번안 질문지에서 조사
방식이 서면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중 일부 질문만을 개방형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총괄적 평가(1.1) 영역에서는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무엇”인지와 “고등교육 이외 어떤 요인이 졸업생들의 노동
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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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졸업생 성과와 고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에 관한 두 번째 영역은 고등교육 접근성과
준비도에 관한 것이다. 졸업생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은 처음부터 고등교육 과정에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적성에 부합하면서
노동시장 수요에 걸맞은 전공에의 접근성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에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영역에서는 해당 국가의 중등교육이 학생들이 고등교육기
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시키는지,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준비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에서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청소년들이 고등교육 선택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성인들의 고등교육
과정 진입이 용이한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표 Ⅳ-3>의
왼쪽 열과 같다.

❙표 Ⅳ-3❙ 고등교육 접근성과 준비도(1.2)
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1.2. 각 진술을 읽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에 표기하시오.

A7.다음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한국의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
들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시킨다(5점 척도).

a.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대학에서 필요한
역량을 잘 준비시킨다(5점 척도).

2)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도시/지방 거주 여부 또는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고등교육 과정에 잘
대비되어 있다(5점 척도).

b.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 이민자 신분과 무관하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5점
척도).

3)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도시/지방 거주 또는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고등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5점 척도).

c.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 이민자 신분과 무관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5점 척도).

4) 모든 청소년이 고등교육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달성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5점 척도)

d. 모든 학생이 대학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5점 척도).

5) 청소년은 고등교육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5점 척도)

e.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노동시장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5점 척도).

비고

국내 맥락에
맞게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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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은 고등교육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노동시장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5점 척도)

f.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5점 척도)

7. 성인들은 고등교육 과정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복귀할 수 있다.(5점 척도)

g. 성인들의 대학 편·입학이 용이하다.(5점
척도)

비고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중고등학교 유형 중에 학생들을 고등
교육에 더 잘 대비시켜 주는 학교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가?

-

- 청소년들의 고등교육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것은?
어떠한 역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가?

-

- 중요하게 간주되는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 기관은
어느 정도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는가?

A8.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까?
A8-1.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고등교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이 이용하는 취업시장 정보는
주로 어떤 유형인가?
-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는 무엇인가?

A9.. 전공 선택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10-11) 참조

이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툴킷 원본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OECD 자가진단 툴킷을
번안하였다(위 <표>의 오른쪽 열 참조). 추가적으로 OECD 자가진단 툴킷 중 생각해 볼 문제
중 일부를 개방형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개방형 문항으로는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와 전공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3)

(1.3~1.6)

노동시장의 성과를 수입과 노동시장 참여율, 고용률, 장기간 또는 잦은 실업 상태, 근무상태,
졸업생의 직업적 자질과 역량 등으로 이해한다면, 고등교육 졸업생의 졸업 후 노동시장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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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는 졸업 후 시점,
전공 분야, 학위 수준, 고등교육기관 유형 등에 따른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 문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표 Ⅳ-4❙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1.3~1.6)
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비고

-

통계처리의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하여
제외

1.3 [시점 별로 보는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
- 졸업생은 고등교육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또래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가?(5점 척도)
a. 졸업 후 약 6개월
b. 졸업 후 약 1년
c. 졸업 후 2-3년
d. 졸업 후 5년
e. 졸업 후 10년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여러 시점 에서
볼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러한 변
화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초반에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낸 졸업생의 특정 집단(특정 전공,
학위 수준, 기관 유형 등)이 노동시장에서
유사한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

- 졸업생의 성과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1.4 [특정 분야의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
- 아래 전공 분야의 졸업생의 노동시장 평균
성과는 전체 졸업생의 성과 평균과 비교
했을 때 어떠한가?(5점 척도)
a. 교육
b. 예술과 인문학

-

기존 통계
자료로
대체 가능

c. 사회 및 행동 과학
d. 경영
e.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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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f. 자연 과학 및 수학
g. 정보 및 통신 기술
h. 공학
i. 보건 및 복지
j. 농업 및 식물학
k. 기타 전공 분야 (이름을 적으시오)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여러 전공 분야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무
엇인가?

-

- 졸업생 성과의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 증거는 무엇인가?
1.5 [특정 학위 수준에 따른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
- 다음 학위 수준을 마친 졸업생들의 노동
시장 성과는 학위 전반의 노동시장 성과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가?(5점 척도)
a. ISCED 5 (전문대)

-

기존 통계
자료로
대체 가능

b. ISCED 6 (학사)
c. ISCED 7 (석사)
d. ISCED 8 (박사)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다른 학위 수준의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무
엇인가?

-

- 다양한 학위수준의 졸업생 성과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1.6 특정 고등교육유형에 따른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생의 성
과와 비교 시 어떻게 다른가?
a.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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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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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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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b. 비(非) 4년제 고등교육기관
c. 명문 고등교육기관
d. 비명문 고등교육기관
e. 연구 중심 대학
f. 교육 중심 대학
g. 국립 고등교육기관
h. 사립 고등교육기관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12-18) 참조

이러한 OECD 자가진단 툴킷의 문항들은 고등교육 졸업생의 졸업 후 시점, 전공 분야, 학위
수준, 고등교육기관 유형 등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전문가 진단도구에서는 관련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이는 OECD 자가진단
툴킷이 정책입안자들이나 관련자들 간의 집단 토론을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면, 본 연구
에서 전문가 진단조사지는 서면 조사를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즉, 50명 내외의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에서 통계적으로 졸업 후 시점, 전공 분야, 학위 수준, 고등교육기관
유형 등에 따른 차이를 유의미하게 보여주기에는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통계자료들로부터 일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령, 학위 수준(ISCED 수준)이나 전공 분야(학과분류)에 따른 성과(취업률 등)의
차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등과 같은 통계·조사로부터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정
고등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1.6)의 경우에는 통계처리의 타당도와 신
뢰도 문제와 아울러 국내 맥락에서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성과의 차이는 지역 간
차이가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박성호 외, 2014).

.
OECD 자가진단 툴킷의 두 번째 섹션은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
(practice)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고등교육기관이나 기타 관련 주체가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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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는 대학에서 가능한 17개의 방안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고등교육제도에서 그러한 방안들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아래 <표 Ⅳ-5>의 왼쪽 열은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에서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18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 18가지 방안들에 대한 설명은 [부록 1-A]에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표 Ⅳ-5❙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실천(2.1, 2.2)
OECD 자가진단 툴킷
2.1. 주요 방안의 보편성
- 고등교육 기관은 아래의 방안을 어느 정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고 있는가?(5점 척도)
2.2. 주요 방안의 효과성
-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다음과 같은 관행은 얼마나
효과적인가?(5점 척도)

a. 전공 학과의 설치 및 개편에 졸업생들의
취업 성과를 반영한다.

b.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졸업생 취업 결과

b. 졸업생의 취업성과를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한다.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한 졸업생
취업 결과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해
졸업생의 취업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

d. 학교에 설치할 전공 선택을 위한 고용주,
노동조합과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

d. 전공 선정을 위해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이 협력한다.

e.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고용주, 노동조합과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
f.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와의 기타
방식의 협력

e. 교육과정 설계 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한다.
f. 기타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이 협력한다.
g.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일-학습
병행프로그램을 개발한다.
h. 혁신적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h. 혁신적 교수학습법

비고

B1. 우리나라 대학들은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5점
척도)

a. 학교에 설치할 학과 선택을 위한 졸업생
취업 결과 수집

g. 교육과정에 통합된 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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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수진의 교수법 향상 지원

i. 교수진의 교수법 향상을 지원한다.

j.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공부 대비를 위한
신입생 입학 절차

j.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 절차를 마련한다.

국내 맥락에
맞게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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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고등교육에 충분히 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도울 보조 프로그램 및 학문적 지원

k. 고등교육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학생
들을 도울 보조 프로그램 및 학문적
지원 방안 마련한다.

l. 학생의 성공을 돕는 기타 방식의 지원(예.
효과적인 학습 방법 훈련 등)

l. 기타 다른 방식(ex.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으로 학생들의 대학교육 적응을 돕는다.

m. 교육과정의 국제화

m.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n. 해외 학습 기회

n. 해외에서 학습할 기회 제공한다.

o.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 지원

o.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키우는 과외 활동

p. 노동시장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q.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및 지원

q.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한다.

r. 기타 관행

비고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2.1 관련)
- 자국에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방안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B1-1. 위(B1)의‘a~q’중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
개선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드물게 활용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B1-2. 위 (B1)의‘a~q’중에서 가장
드물게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고등교육 기관, 학생, 사회적 파트너, 기타
관계자들이 (드물게 이용되는) 상기 관행 의
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자국에서 활용되는 방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2.2 관련)
- 자국에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 방안이
특별히 효과적인 이유는?

B1-3. 위 (B1)의‘a~q’중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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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고등교육기관의 효과적인 관행 활용에 주된
방해 요인은?
B1-4. 위 (B1)의‘a~q’중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고등교육기관, 학생, 사회적 파트너, 기타
관계자들이 (드물게 이용되는) 상기 관행의
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자국에서 활용되는 방안 중 특별히 효과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B1-5. (위(B1)의 ‘f’문항과 관련하여)
대학이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주십시오.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20-25) 참조

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조사지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17개 방안을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와 그 방안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질문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18개
방안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가장 드물게 활용되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안
중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낮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도 개방형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이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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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자가진단 툴킷의 세 번째 섹션은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과
그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이 섹션에서는 각각 10개의 재정지원 정책, 8개의 규제 정책, 4개의
정보 정책, 6개의 조직 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정책 수단의 효과를 묻고 있다. 각각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정책 효과를 묻고 있으며, ‘잘 모름’과 ‘적용하지 않음’ 응답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응답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적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추가로
생각해 볼 문제’로 네 정책 수단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①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과 그 이유,
② 고등교육기관과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과
이유, ③ 파악된 정책 수단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와 바뀐 이유, ④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은 증거 등에 대해 묻고 있다. <표 Ⅳ-6>
에서 <표 Ⅳ-9>의 왼쪽 열은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 제시하고 정책 수단과 질문이다. 아울러
개별 정책 수단에 대한 상세 설명은 정책 수단 영역별로 각각 [부록 1-B], [부록 1-C], [부록
1-D]], [부록 1-E]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각 정책 수단 영역별로 국내 전문가 진단지로
번안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3.1)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한 문항은 전반적으로 국내 맥락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정책 유형에 따라 순서를 다소 변경하였다(<표 Ⅳ-6> 오른쪽 열 참조). 아울러 국내 맥락을
고려하여 2개의 문항(<표 Ⅳ-6> 오른쪽 열의 f 와 k)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지에 제시된 재정 지원 정책은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 ‘b. 성과기반
재정지원’, ‘c.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포뮬러 기반 재정지원’, ‘d. 학생 바우처’, ‘e.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f.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추가 문항), ‘g.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금’, ‘h. 특정 목적의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i. 교수-학습 지원금’,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 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 ‘k.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 대상 일 기반 학습 병행 장려 지원금’(추가 문항),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재정 정책 수단’ 등 12개 문항이다. OECD 자가진단 툴킷 원본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번안한 국내 전문가 진단지에서는 위 12개 방안들에 대해 정부에서 해당 방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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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와 각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각각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아울러
제시한 12개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반대로 가장
비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대상(학생, 대학, 기업)별로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Ⅳ-6❙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성(3.1)
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3.1. 아래 재정지원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
적인가? (5점 척도, 잘 모름, 적용하지
않음)

C1. 다음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정책]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각 정책을 ‘(1) 우리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으며, ‘(2) 각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각 5점 척도)

a.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목표에 대한
성과 협약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

b.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지표에 대한
성과 기반 재정지원

b. 성과기반 재정지원 (PBF ; Performance
Based Finance)

c.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시장 관련 전공
개설을 지원하는 포뮬러 기반 재정 지원

c.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포뮬러 기반
재정지원

d. 노동시장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을 위한
인프라 기금

g.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금

e.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
교수-학습 지원 기금

i. 교수-학습 지원금

f.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학생 바우처

d. 학생 바우처(대학을 통한 등록금 지원
포함)

g.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가 우수한 전공
등록을 장려하는 지원금

e.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f.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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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가 우수한 전공
등록 장려를 위한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h. 특정 목적의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i. 고등교육기관 및 사회적 파트너의 협력
지원금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

비고

국내 맥락에
맞게 표현
수정,
순서 변경
및 일부
문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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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기타 재정 수단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국내 번안 진단지

비고

k.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
조합) 대상 일 기반 학습 병행 (workbased learning) 장려 지원금
i.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재정 정책
수단 (직접 입력: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지원 정책 수단은? 이유는?

C1-1. 위 (C1)의‘a~i’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지원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정책대상별로 응답)
a. 학생
b. 대학
c. 기업

-

C1-2. 위 (C1)의‘a~i’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
‘가장 비효과적인’ 재정지원 정책수단은 무엇
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대상별로
응답)
a. 학생
b. 대학
c. 기업

-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수단이 있는가? 이유는?

-

- 파악된 재정 지원 정책 수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바뀐
이유는?

-

-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어떠한 추가적 증거가
필요한가?

-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27-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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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규제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 문항 역시 전반적으로 국내 맥락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정책 유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였다(<표 Ⅳ-7> 오른쪽 열 참조). 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지에는
규제 정책으로는, ‘a. 성과 평가 기반 인증제도’, ‘b. 최소 입학기준 부여’, ‘c. 보충학습
의무 제공’, ‘d. 인력수급 기반 정원 규제’, ‘e. 노동시장 저성과 전공 대상 재정 지원 제한’,
‘f.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연계 의무화’, ‘g. 대학의 졸업생 역량 증빙 의무화’, ‘h.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규제 수단’ 등 8가지를 제시하였다. 재정 지원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정책 방안들의 시행 정도와 효과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설계하였으며, 제시한 8개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반대로 가장 비효과적인 정책수단
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대상(학생, 대학, 기업)별로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Ⅳ-7❙ 규제 정책의 효과성(3.2)
OECD 자가진단 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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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안 진단지

3.2. 아래 규제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5점 척도, 잘 모름,
적용하지 않음)

C2. 다음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정책]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각 정책을 ‘(1) 우리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으며, ‘(2) 각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각 5점 척도).

a.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기준을 포함한
기관 또는 전공 차원의 인증

a. 성과 평가 기반 인증제도

b.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가 저조한 전공
등록 규제

d. 인력수급 기반 정원 규제

c.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가 저조한 전공
분야의 학생에 대한 공적 지원금 제한

e. 노동시장 저성과 전공 대상 재정지원
제한

d. 고등교육기관 또는 특정 전공에 대한
최소 입학 기준 명시

b. 최소 입학기준 부여

e. 학생의 학습 보조 지원에 관한 필수 규정

c. 보충학습 의무 제공

f. 고등교육기관이 사회적 파트너와
교류해야 하는 규정 (예. 교육과정
설계의 과정이나 지도법 등에서)

f.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 연계
의무화

비고

국내 맥락에
맞게 표현 수정
및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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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고등교육기관이 졸업생 역량 인증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g. 대학의 졸업생 역량(ex. 전공 외 활동,
직무경험 등) 증빙 의무화

h. 기타 재정 수단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h.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규제 수단
(직접 입력: )

비고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 수단은? 이유는?

C2-1. 위 (C2)의‘a~h’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별로 응답)
a. 학생
b. 대학
c. 기업

-

C2-2. 위 (C2)의‘a~h’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 ‘가장 비효과적인’ 규제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별로 응답)
a. 학생
b. 대학
c. 기업

-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특정 수단이 있는가? 이유는?

-

파악된 재정 지원 정책 수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바뀐
이유는?

-

-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잘
이해하려면 어떠한 추가적 증거가
필요한가?

-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29-30) 참조

3)

(3.3)

정보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OECD 자가진단 툴킷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만, 표현에
있어서만 국내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지에 제시한 정보 정책 방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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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생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 ‘b.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 ‘c.
고용주를 위한 전공별 학생 수 정보 제공’, ‘d.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정보 정책 수단’
등 4개로 구성하였다. 다른 정책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각 정책 방안들의 시행 정도와 효과 정도
를 각각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제시한 4개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반대로 가장 비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대상(학생, 대학, 기업)별로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Ⅳ-8❙ 정보 정책의 효과성(3.3)
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3.3. 아래 정보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적합
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
가?(5점 척도, 잘 모름, 적용하지 않음)

C3. 다음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정
책]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각
정책을 ‘(1) 우리 정부는 실제로 얼마
나 시행’하고 있으며, ‘(2) 각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주시기 바
랍니다(각 5점 척도).

a. 학생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a. 학생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

b.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b.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

c. 고용주를 위한 학생 등록률 정보

c. 고용주를 위한 전공별 학생 수 정보 제공

d. 기타 정보 정책 수단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

d.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정보정책수단
(직접입력: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정책 수단은? 이유는?

- 고등교육기관과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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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위 (C3)의‘a~d’중에서 노동시
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
책 대상별로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정책대상별
로 응답)
a. 학생
b. 대학
c. 기업

-

비고

국내 맥락에 맞게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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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안 진단지

- 파악된 정보 정책 수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바뀐 이유는?

C3-2. 위 (C3)의‘a~d’중에서 노동시
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비효과적인’ 정보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별로 응답)
a. 학생
b. 대학
c. 기업

-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 잘 이
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는?

-

비고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31) 참조

4)

(3.4)

조직 차원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도 정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내 맥락에 맞게 표현만
수정했을 뿐 OECD 자가진단 툴킷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만,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는
조직 차원 정책 수단을 “절차상(procedural)의 성격”을 지닌 형태와 “실질적(substantive)” 형태
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절차적 정책수단은 정부가 정책을 과정을 이끌
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원(예: 직원, 시설 등)을 이용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실질적
정책수단은 정부의 직접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지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6개의 정책 방안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지에 제시한 조직 차원 정책 방안으로는, ‘a. 정책 네트워크’, ‘b.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계획 수립’, ‘c.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센터’, ‘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e.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f.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조직 활용
정책 수단’ 등이었다. 다른 정책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각 정책 방안들의 시행 정도와 효과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제시한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비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대상(학생, 대학, 기업)별로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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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조직 차원 정책의 효과성(3.4)
OECD 자가진단 툴킷

1. 아래 절차적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적합
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5점 척도, 잘 모름, 적용하지 않음)

국내 번안 진단지
C4. 다음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직(Or
ganization)차원의 정책] 시행을 유형
화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각 정책
을 ‘(1) 우리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시행’ 하고 있으며, ‘(2) 각 정책은 얼
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
니다(각 5점 척도).

a.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뒷받침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설
계 및 실행의 전략적 기획

a. 정책 네크워크(Policy Networks)
(ex. 사업별 정책자문단 및 협의체)

b. 사회적 파트너(고용주 및 노동 조합)와
학생을 포함하는 정책 네트워크(협의회)

b. 부처간(또는 부처 내) 협력을 통한 전략
적 계획(Strategic Planning) 수립

2. 아래 실질적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적합
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5점 척도, 잘 모름, 적용하지 않음)

-

a. 정부 운영의 학생 취업센터

c.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b. 정부 운영의 학생 대상 근로 기회

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c. 정부부처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e.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d. 기타 조직적 수단(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

f.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조직 활용
정책 수단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적 정책 수단은? 이유는?

- 고등교육기관과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은? 이유는?

130

비고

C4-1. 위 (C4)의‘a~f’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 ‘가장 효과적인’ 조직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정책대상별로
응답)
a. 학생
b. 대학
c. 기업

국내 맥락에 맞
게 표현 수정
및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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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비고

C4-2. 위 (C4)의‘a~f’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 ‘가장 비효과적인’ 조직 정
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정책대상별로
응답)
a. 학생
b. 대학
c. 기업
- 파악된 조직적 정책 수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바뀐 이유는?
-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 잘 이
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는?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32-33) 참조

5)

(3.5)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개 정책 수단별 실행 방안 이외에도, 노동시장의
적합성과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그 효과성을 묻고 있다.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는 <표 Ⅳ-10>의 왼쪽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정액 교부금’, ‘b.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 포뮬러 기반 지원금’, ‘c. 일반적인 학자금
지원’, ‘d.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활동 재정지원’, ‘e.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타 공공 정책’, ‘f. 고등교육기관의 교류 활동 지원금’, ‘g. 고등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정책’ 등 11개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역의 질문은 앞의 다른 정책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것들과는 달리 각각의 방안이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생각해 볼 문제’로는 “고
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위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보다
폭넓은 정책적 여건이 노동시장 적합성과 졸업생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조사지에서는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맥락에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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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단과 간접적 정책 수단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a~d 실행 방안), 범위가 너무
넓어 국내에서 진행하는 서면조사로 질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g~k
실행 방안).

❙표 Ⅳ-10❙ 그 외 간접적 정책 수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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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3.5. 간접적 정책수단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표기하라. 이러한 정책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발견할 수 없다면 빈칸으로 두라(자유
기술식).

-

a.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정액 교부금

-

b.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 포뮬러 기반 지
원금(예: 특정 노동시장 적합성 목표에
국한되지 않는)

-

c. 일반적인 학자금 지원 (특정 노동시장
적합성 목표에 국한되지 않는)

-

d.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활동 재정지원

-

e.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활동에 영향을 주
는 기타 공공 정책(예: 규제 사항)

-

f. 고등교육기관의 교류 활동 지원금

-

g. 고등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정책

-

h. 고등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폭
넓은 규제

-

i. 세금 정책

-

j. 고등교육을 보완하는 공공 서비스에 영향
을 미치는 정책(예: 병원의 병실 공간 공
급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정책)

-

k. 기타 언급되지 않은 정책(구체적으로 명
시하시오)

-

비고

국내 번안 전문
가 진단 조사에
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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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위 정책 수단
은 무엇인가?

-

- 보다 폭넓은 정책적 여건이 노동시장 적
합성과 졸업생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증거는?

-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34-35) 참조

.
정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며, 그 정책
수단들은 종종 다른 정책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정책 간 상호작용은 때로는 유사한 정책
수단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책 수단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폭넓은 범주의 사회 영역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OECD, 2017c:36). 또한 중앙정부 및 다른 정부부처, 초국가 기구 등이 활용하는 정책 수단
역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17c:36). OECD 자가진단 툴킷에서는 이러한
정책 수단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정책 수단의 상호작용 방식과 그 효과가 시너지를 내는지
아니면 간섭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원 정책 수단, 규제 정책 수단,
정보 정책 수단, 조직적 정책 수단이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러한 작용이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를 묻고 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생각해 볼 질문’에서 “어떤 정책수단의 조합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가장 비효과적”으로 보이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 수단이 보다 나은 성과를 강화 및 보완”할 수 있는지, “특정 정책 수단 사용에 주요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접근 방식이 좋은 조화를 뒷받침”하는지, “각국에서 효과적인 조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국 정부에 다양한 레벨이 존재할 때,
다양한 부처 레벨 간의 정책은 어떻게 조화”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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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조사지에서는, OECD 자가진단 툴킷의 ‘추가로 생각해 볼 질문’ 중에서
일부 문항만을 번안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정책 수단 간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질문들이 서면
조사의 형태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국내 번안 전문가 진단조사지에서는 “어떤
정책수단 간의 조합이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어
관련 정책 간 충돌로 인하여 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어 정책 내·외적으로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줄 것을 제시하였다.

❙표 Ⅳ-11❙ 정책 수단 간의 상호작용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3.6)
OECD 자가진단 툴킷

국내 번안 진단지

비고

3.6 정책수단 간의 상호작용(자유기술)
1. 재정지원 정책 수단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
를 향상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2. 규제 정책 수단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
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3. 정보 정책 수단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
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4. 조직적 정책 수단은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5. 다양한 유형의 정책 수단은 어떻게 서
로 상호작용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또는 감소
시키는가? 예를 들어 특정 재정지원 정
책 수단이 규제 또는 정보 정책 수단과
어떻게 작동하는가?
6.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목표
로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보다 폭넓은
정책수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예
를 들어 특정 재정지원 수단이 규제 또
는 정보 정책 수단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수단의
효과를 개선하는가 감소시키는가?

134

질문의
성격이
서면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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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어떠한 정책 수단의 조합이 노동시장 적
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
이는가? 이유는?

D1-1. 어떤 정책수단 간의 조합이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있
다면 들어 주십시오.

-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조합은? 이유는?

D1-2.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어 관련 정책 간 충돌로
인하여 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
어 주십시오.

- 어떠한 기타 정책 수단이 보다 나은 성과
를 강화 및 보완할 수 있겠는가?
- 특정 정책 수단 사용에 주요 방해 요인
은?(개별적 또는 조합형태일 때)
- 어떠한 접근 방식이 좋은 조화를 뒷받침
하는가?
- 각국에서 효과적인 조화를 방해하는 장애
물은? 이를 어찌 다루고 있는가?

D1-3.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어 정책 내 ･ 외적으로 걸
림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
례를 들어 주십시오.

- 자국 정부에 다양한 레벨이 존재할 때,
다양한 부처 레벨 간의 정책은 어떻게 조
화되는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출처 : OECD 자가진단 툴킷 부분(왼쪽 열)은 OECD (2017c:3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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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과 분석
1.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
2.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
3. 정책 수단의 효과성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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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 장에서
제시한 OECD 자가진단 툴킷을 우리나라 맥락과 조사 방법을 고려하여 번안한 후, 설문지 기법
을 활용하여 전문가 진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진단조사지는 크게 대학 졸업생의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평가, 노동시장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 진단, 정책 수단의 효과성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진단조사는 총 48명의 대학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38명(79.2%)은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기획처장, 특성
화사업단장, 학생상담센터장, 취업진로센터장 등 교육 - 취업 관련 부서를 맡은 경험이 있는
전·현직 보직 교수들이었다. 비대학 소속 응답자 10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고등교육 및 취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었다. 전공 영역별
로는 교육계열이 11명(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 8명(16.7%), 공학
계열 7명(14.6%) 순이었다. 이 외에도 예체능계열은 3명(6.3%), 인문계열과 의약계열은 각
2명(4.2%), 자연계열은 1명(2.1%)이었다.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를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
직업단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까지도 수렵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설문지에 포함된 질문과
용어의 전문성으로 인해 각각의 노동시장 참여 주체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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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등교육 졸업생의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역량과 취업시장
에 대한 현실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교육 및 취업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대학
졸업생’들의 역량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역량은 이론적 배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전문지식과 역량, 일반인지 역량, 사회·감성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전문 지식과 역량은
‘특정 분야(subject matter)’에 대한 이론적, 실용적 이해를 의미하며, 일반 인지 역량은 복잡한
정보를 이해, 해석, 분석, 소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를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
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17c). 또한 사회·감성적 역량은 목적성취(인내, 자기통제,
목표를 향한 열정), 타인과의 협업(사교성, 존경과 돌봄), 감정조절(자존감, 낙천성, 자신감)
등에 필요한 자질을 의미한다.
<표 Ⅴ-1>을 살펴보면, 전문지식 역량 및 일반인지 역량의 경우에는 중간단계(= 3점)를
약간 넘는 중립적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감성 역량이나 향후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향후 10~15년간 노동시장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경우에는 평균 2.5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대학졸업생
들이 당장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쌓는데 급급할 뿐, 가까운 미래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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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평균적인 우리나라 졸업생들의 각 역량 수준
N
전문 지식 역량

48

일반 인지 역량

48

사회/감성 역량

48

향후 10~15년간 노동시장에서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역량

48

빈 도 (%)
1

2

3

4

5

0

6

22

19

1

(0.0)

(12.5)

(45.8)

(39.6)

(2.1)

2

8

21

15

2

(4.2)

(16.7)

(43.8)

(31.3)

(4.2)

1

16

21

10

0

(2.1)

(33.3)

(43.8)

(20.8)

(0.0)

2

20

23

3

0

(4.2)

(41.7)

(47.9)

(6.3)

(0.0)

평균

표준편차

3.31

0.719

3.15

0.899

2.83

0.781

2.56

0.681

이러한 경향은 설문 응답자들이 제시한 <표 V-1> 문항들에 대한 [답변근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응답자들은 많은 경우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이 “전공에서 가르치는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일반 인지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대학 교과과정의 편성이 단기적
으로 취업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전공 및 자격증 관련 교육에 치중해있으며, 교양과목이나
융합과목은 형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단지
대학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과정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에만 편향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도록 교육받아 온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 밖에 “대학교육이 타인과 협업하거나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으며, 고등교육 단계 전체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표 V-2>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및 취업 전문가들이 인지하기에 대학졸업생들이 현재의 직업
시장의 상황과 근무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대학 졸업생들
본인들에게 직접 문의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학교나 그밖에 여러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접촉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졸업생들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각 질문 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직장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
는 정도가 가장 높은 4.31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임금 및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3.98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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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개인적 역량의 불일치’에 대한 동의가 3.35점을 나타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취업시장에서 대학졸업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자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며,
그 다음으로 임금 등의 보상이 충분치 못하거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Ⅴ-2❙ 최근 대학 졸업생들이 느끼는 취업시장의 현실
N

빈 도 (%)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렵다

48

0
(0.0)

3
(6.3)

4
(8.3)

16
(33.3)

25
(52.1)

4.31

0.879

근로 임금 및 여건에 만족하지
못한다

48

0
(0.0)

3
(6.3)

7
(14.6)

26
(54.2)

12
(25.0)

3.98

0.812

현재 업무가 본인의 자격과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

48

1
(2.1)

7
(14.6)

17
(35.4)

20
(41.7)

3
(6.3)

3.35

0.887

<표 V-2> 문항들에 대한 [답변근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순히 일자리의
수가 적다기 보다는 생활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양질의 일자리가 충분치 못하다”는 데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기에 안정적인 일자리 수 자체가
경제적 호황기에 비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더 적어 보이는데 공헌”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적된 공통 사항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공통지적 사항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대학졸업생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정규직 취업률이 20~30%밖에 되지 않고, 신
입사원의 연봉 역시 1800~2400만원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졸업생들은 초봉
2400만 원 이상의 정규직만을 구직 대상으로 본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과 구직에
대한 이상(理想)의 불일치는 “대학교육의 일반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대졸 취업준비생의 경쟁
이 비정상적으로 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투자한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만을 고려하여 보상
을 찾으려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종합하자면 본 설문의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취업시장의 현실과 그에 대한 대학졸업생들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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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은 우리나라 ‘고용주’들이 제시된 각 종류의 역량을 지닌 대학졸업자를 구하는데
어느 정도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응답자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제시한 <표 V-2>와 마찬가지로 이 표에서도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대학졸업생들이 전문지
식에 관련된 역량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인지 역량이나 사회·감성 역량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고 믿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즉, 일반 인지 역량(평균 = 3.40)이나
사회·감성 역량(평균 = 3.65)을 지닌 대학 졸업자들을 구하는 것이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졸업
자들을 구하는 것(평균 = 3.35)보다 고용주들에게는 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 V-3>의 모든 질문에서 고용주들이 보통 수준(= 3점) 이상으로 대학졸업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은 오늘날의 취업시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높은 구직경쟁률을 생각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취업 지원자는 많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산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채용담당자가 판단하기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자들의 역량수준이
채용요구수준에 못 미친다는 최근 연구(조규락·구준영, 2014)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기에 매우 신빙성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Ⅴ-3❙ 고용주들의 특정 역량 소지 대졸자 구인에 있어 어려움
N
전문지식 역량

48

일반 인지 역량

48

사회/감성 역량

48

고등교육 수준에 맞는 지식/기술

48

빈 도 (%)
1

2

3

4

5

1

9

14

20

4

(2.1)

(18.8)

(29.2)

(41.7)

(8.3)

0

9

16

18

5

(0.0)

(18.8)

(33.3)

(37.5)

(10.4)

0

5

12

26

5

(0.0)

(10.4)

(25.0)

(54.2)

(10.4)

0

11

8

23

6

(0.0)

(22.9)

(16.7)

(47.9)

(12.5)

평균

표준편차

3.35

0.956

3.40

0.917

3.65

0.812

3.50

0.989

하지만 [답변근거]에서는 실제로 고용주들이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들 역시 일반 인지 역량이나,
사회 ･ 감성 ･ 역량 보다는 전문분야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즉시 실무에 투입해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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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역량을 보증받기 위해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이나 현장 직무 능력 유경험자들을 선호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직업시장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대학졸업자들이 <표 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인지 역량이나 사회·감성 역량에 비해 전문지식 역량을 습득하는데 집중
하는 것은 학교나 학생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없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졸업생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역량(=전문
지식 역량)을 재학시절에 편향적으로 쌓은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업시장에서의 구직자
역량 문제를 단지 학생이나 학교 또는 교육체계의 차원에만 국한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4>는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이 대학졸업자들의 취업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나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가 1점, ‘매우 우려
한다’가 5점으로 설정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보통’과 ‘우려한다’는 답변의
중간에 해당하는 3.73점의 수준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취업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이 질문 문항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로, 응답자들이 정책 담당자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가치를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불만
족스럽거나 불신한다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4❙ 정책 담당자들의 대졸 취업 현황에 대한 우려 정도
N
정책 담당자들이 취업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48

빈 도 (%)
1

2

3

4

5

1

5

6

30

6

(2.1)

(10.4)

(12.5)

(62.5)

(12.5)

평균

표준편차

3.73

0.893

실제로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서술형 [답변근거]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청년 실업률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신입사원들에 대한 경제인총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은 고등교육 졸업자들의
취업성과에 대해 ‘당연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정책결정 담당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안이하고 관료적인 자세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청년 고용문제의 주체가 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정책
당국자들은 아무도 직접적으로 청년고용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 측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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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정책담당자들이 현재의 노동시장 성과와 그에 따른 제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 무엇인가?”
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단발성 정책 남발’,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환경’ 등등 여러 가지 노동시장 외적인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답변은 “고등교육의 졸업자와 산업계의 구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개념, 인력 수요량,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 등에서 심각한 이해의 불이치가 발생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 이외에 어떤 요인이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세한 대답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응답자들이 사
(私)교육, 집안 배경,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수집능력, 초중등 시기의 교육환경, 본인의 적성
및 목표성취에 대한 의지, 등등 개인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였고,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구조의
변화, 규제 및 사회적 인식변화 등등 보다 포괄적인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요인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
졸업생 성과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에 대한 두 번째 영역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준비 정도에 관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대학 졸업생의 성공은 입학 이전 단계 및
입학 단계에서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등
교육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의 역량 준비도와 입학의 기회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
지도 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
<표 V-5>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관련된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측정은 앞선 평가와 동일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7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부정적 평가가 좀 더 우세하였다. 전반적으로 3점 이하의
평균 점수가 나온 항목들이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및 대졸취업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 및 여건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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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우리나라 교육 환경 및 현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빈 도 (%)
N
a.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대학에서
필요한 역량을 잘 준비시킨다.
b.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 경제
적수준, 지역, 이민자 신분과 무관
하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고 있다.

48

1

2

3

4

5

6

24

14

4

0

(12.5)

(50.0)

(29.2)

(8.3)

(0.0)

4

21

14

7

2

(8.3)

(43.8)

(29.2)

(14.6)

(4.2)

3

14

6

21

4

(6.3)

(29.2)

(12.5)

(43.8)

(8.3)

1

17

16

12

2

(2.1)

(35.4)

(33.3)

(25.0)

(4.2)

3

19

16

8

2

(6.3)

(39.6)

(33.3)

(16.7)

(4.2)

3

22

17

5

1

(6.3)

(45.8)

(35.4)

(10.4)

(2.1)

5
(10.4)

13
(27.1)

16
(33.3)

14
(29.2)

0
(0.0)

48

c.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
적 수준, 지역, 이민자 신분과 무관
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48

d. 모든 학생이 대학에서 최대한의 잠
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
다.

48

e.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
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노동시
장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쉽게 찾
을 수 있다.

48

f.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48

g. 성인들의 대학 편입학이 용이하다.

48

평균

표준편차

2.33

0.808

2.63

0.981

3.19

1.142

2.94

0.932

2.73

0.962

2.56

0.848

2.81

0.982

이 중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준비시키는지에 관한 것(a항목, 평균 = 2.33)으로 대부분(= 91.7%)의 응답자들이 중간 또는
그 이하의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전공이나 대학 선택에 있어 노동시
장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았다(평균
= 2.56). 그 밖에 대학교육에 있어 성별, 인종, 지역, 계급 등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교육기회의 허용’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평균 = 3.19)를
얻었으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평등하게 갖추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우세
했다(평균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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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평균 =
2.46).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판단 근거는 매우 명확하고 일관성 있었는데, 응답자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이 단지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결과를 낳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정답을 찾는 교육에만 집중하다가, 대학교육에서
갑자기 자기주도 중심의 학습이나 창의성 교육을 시키는 것에서는 전혀 역량개발의 연속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표 Ⅴ-6❙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이 연관된 정도
N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까?

48

빈 도 (%)
1

2

3

4

5

7

18

17

6

0

(14.6)

(37.5)

(35.4)

(12.5)

(0.0)

평균

표준편차

2.46

0.898

마지막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진로나 직업선택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높은 보수, 직업의 안정성, 취업의 용이성 등등
대부분 직업 관련 요인들이 언급되었다.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내용들도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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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자가진단 툴킷의 두 번째 섹션은 대학이나 기타 관련 주체들이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노동시장의 적합성과 성과개선을 위해 제시된 각각의 대응방안을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으며(= [시행정도]), 그 방안들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평가(= [효과성])를
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17개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책들을 제시하였다. <표 Ⅴ-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행정도의 경우 ‘(d) 학교에서 전공 선정을 위해 고용주나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최저 평균(= 2.63)을 기록하였으며, 반대로 ‘(q)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상담 제공’이 가장 높은 4.17점의 평균을 나타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모든 항목
들이 3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냈으며, 제시된 여러 개선방안이 일단 시행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q)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 및 상담 제공’은
가장 높은 평균 점수인 3.85점을 기록했는데, 이 항목은 시행정도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대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노동시장 성과개선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해 졸업생의 취업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높은 이용정도 (평균 = 3.88)와 효과성(평균 = 3.64)을 기대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반면 ‘(f) 기타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방안
(평균 =3.06)은 가장 효과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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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대학의 노력
이용정도
N

효과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47

3.11

1.047

0.49

0.978

48

3.19

0.960

0.06

3.88

0.789

47

3.64

0.735

0.24

48

2.63

1.044

48

3.13

1.003

-0.50

48

2.92

1.164

47

3.30

0.976

-0.38

48

2.88

1.160

48

3.06

0.861

-0.18

48

3.13

0.841

47

3.32

0.862

-0.19

h. 혁신적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48

3.35

0.838

48

3.38

0.761

-0.03

i. 교수진의 교수법 향상을 지원한다.

48

3.92

0.895

48

3.31

0.879

0.61

j. 학업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 절차를 마련한다.

48

3.69

1.114

48

3.23

0.951

0.46

k. 고등교육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
을 도울 보조 프로그램 및 학문적 지원
방안 마련한다.

48

3.31

0.971

47

3.43

0.801

-0.12

l. 기타 다른 방식(ex.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으로 학생들의 대학교육 적응을 돕는다.

48

3.54

0.944

48

3.46

0.713

0.08

m.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8

3.85

0.850

48

3.33

0.859

0.52

n. 해외에서 학습할 기회 제공한다.

48

3.85

0.850

48

3.40

0.984

0.45

o.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7

3.81

0.970

48

3.33

0.808

0.48

p. 노동시장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8

3.71

0.898

48

3.58

0.846

0.13

q.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제
공한다.

48

4.17

0.753

47

3.85

0.834

0.32

평균

표준 편차

48

3.60

0.984

48

3.25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해 졸업생
의 취업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

48

d. 전공 선정을 위해 고용주, 노동조합, 기
타 관계자들이 협력한다.
e. 교육과정 설계 시 고용주, 노동조합, 기
타 관계자들과의 협력한다.

a. 전공 학과의 설치 및 개편에 졸업생들의
취업 성과를 반영한다.
b. 졸업생의 취업성과를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한다.

f. 기타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 노동조합, 기
타 관계자들이 협력한다.
g.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일-학습 병행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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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은 위 <표 V-7>의 각 항목에 대한 시행정도와 효과성의 응답자 평균을 각각 X와
Y값으로 설정하여 사분면 위에 배치한 것이다. 여기서 X축은 효과성[=(Y)]에 관한 17개 문항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3.36점에 맞춰져 있으며, Y축은 시행정도[=(X)]를 묻는 17개 문항
전체 평균값인 3.50점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특정 정책이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위치해 있다면 시행정도에 있어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17개 정책들의 전체 평균 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얻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면 효과성에 있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Ⅴ-1❙ 대학 방안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 비교(1)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상대적으로 시행정도와 효과성이 우수한 대학의 노동시장 대응방
안은 ‘(q)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과‘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한 졸업생
취업결과 제공’, 그리고 ‘(p) 노동시장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제공’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시행정도와 효과성이 모두 저조한 대응방안은 ‘(d) 전공 선정을
위해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하는 것과 ‘(f) 기타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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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그림 V-1]이 [시행정도] 및 [효과성]이라는 각각의 측정 변수 내에서 항목들 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면, [그림 V-2]에서는 각각의 정책항목에 대한 시행정도와 효과성
사이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해 두 그래프의 점의 위치가 유사하면 시행정도
와 효과성에 대한 기대치가 유사한 것이지만, 점의 위치에서 큰 차이가 나면 효과성의 기대치와
실행정도에 있어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기에 앞으로 대학들의 정책수립에서 참고할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Ⅴ-2❙ 대학 방안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 비교(2)

우선 [시행정도]는 높지만 [효과성]에 대한 기대가 낮은 항목은 ‘(i) 교수진의 교수법 향상을
지원’하는 것과 ‘(m)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효과성은 높다고
판단되지만 시행정도가 많이 못 미치는 항목들은 ‘(d) 전공 선정을 위해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과 ‘(e) 교육과정 설계 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d) 항목의 경우 앞선 [그림 V-1]에서 이미 [시행정도]
와 [효과성]이 모두 낮은 대응방안으로 언급된 바가 있다. 비교적 낮은 [효과성]을 감안하더라
도 오늘날 대학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즉 시행정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대응방안이기
때문에, [시행정도]와 [효과성] 사이에서 큰 평균값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대학의 노동시장 성과개선 대응방안들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과 가장 드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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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응답자들에게 주관식 문항을 통해 질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이미 <표 V-7>에 제시되었던 바와 마찬가
지로‘(q)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이었다. 약 25%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답변에서
진로지도 및 상담이 가장 널리 시행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가장 널리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 비용측면에 있어 저렴한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학생들에 대한 접근성 및 호응도가 높은 점, 또한 개별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언급되는 이유들이었다. 또한 학교의 입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쉽게 내는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대학평가 등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례로
제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밖에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한 졸업생 취업결과 제공’이나 ‘(p) 노동시장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안으로
자주 언급되었으며, 이는 앞선 <표 V-8>의 분석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j)와 (o) 방법을
제외 나머지 모든 항목들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으로 한 번 이상씩 언급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책은 상당히 폭넓
으며, 각각의 응답자들이 속해 있는 소속기관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드물게 활용되는 방법’에 관한 답변에서도 (a)부터 (q)까지 다양한 성과 개선 방안들이
두루 언급되었지만 위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보다도 언급된 방법들의 편중도가 높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한 개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복수의 방법을 묶어 가장 드물게 활용
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는데,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방안들은 (d), (e), (f)에 해당하는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이었다. 이 방법들이 가장 드물게 시행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우선 교수들이 전공 선정이나 교육과정 설계를 그들의 고유권한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개입을 꺼려하며, 교수들의 역량 자체가 산업계의 필요조건을
수용할 만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이라는 등 교수집단에서 문제를 찾는 시각이 많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산업계 종사자들(예 : 고용주, 노동조업, 기타 관계자)이 대학과 협력을 통해 고등교
육 과정에서 특정 역량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졸업 후 사회에 배출된
인원을 재교육하는 것이 수월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주 언급된 또 다른 비활용 방안들은 (m), (n), (o)에 해당하는 국제화 교육이나 해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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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방법들을 ‘비활용 방법’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그들의 소속집단에서
일관성을 보였는데, 대부분 전문대학 소속이거나 지방 4년제 대학 소속이었다. 즉, 본인이 소속
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조직 차원에서 해외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역량을 개발하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설명이었다.
그 다음 개방형 질문은 위 <표 V-7>에 제시된 방법들 중에서 졸업생들의 성과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의 경우 특정 한두
방법에 집중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대체로 다음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주어진 질문에 대해‘(q)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이나 ‘(p) 노동시장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제공’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경우이다. 그
이유가 매우 단순한데, 이 방안들은 시행정도가 매우 높은 것들로 시행정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 왜 (p)와 (q)가 효과
성이 높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이미 앞선 질문에서 왜 (p)와 (q)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제시한 바가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 이 방법들의 효과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림 V-1]의 1사분면에 위치한 방법들이 주로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동시에 ‘가장 널리 시행되는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급된 두 번째 그룹은 주로 (d), (e), (f) 등이며, 이들 방법이 효과적이
라고 보는 이유는 앞서 (p)나 (q)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정된 이유와는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d) ~ (f)의 방법들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시행만 된다면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기대의 저변에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기업이며, 따라서 기업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편이 학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시된 개방형 질문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관심사는 [그림 V-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나 (m) 등 응답자
전체 차원에서의 ‘평균적’으로 높은 [시행정도]와 낮은 [효과성]을 보였던 방법들이 개인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지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개인 차원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높은 시행정도와 낮은 효과성을 지닌 방법은, 집단 차원에서 평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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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개방형 질문에 대해 (i)나 (m)으로 답변한 경우는 각각
5~6회씩 발견되지만, 다른 종류의 방법들도 비슷한 빈도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평가된 높은 [시행정도]와 낮은 [효과성]을 지닌 방법은 특정 한 두 가지 방법으
로 정리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또는 개인이 속해있는 다양한 집단의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과 선택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표 V-7>의 (f)항목(=기타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이 협력한다)
과 관련하여 설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사례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MOU 체결’이나, ‘동문 출신들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가족회사 협약 체결’, ‘장 ･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답변을 빈칸으로 남겨놓
거나 그밖에 특별한 방식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산업계 관계자들과 직접적
으로 교류 / 협력하는 방식이 앞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그다지 폭넓게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
<표 V-8>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그 정책들의 효과성은 어떠한지 평가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우선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d) 학생 바우처 및 대학을 통한 등록금
지원(평균 = 3.57)’ 그리고 ‘(b) 성과기반 재정지원(평균 = 3.43)’이었다. 반대로 시행정도
가 낮은 정책은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평균
= 2.41)’ 정책이었다.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는 정책은 ‘(f) 특정 전공 또는 학위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평균 = 3.38)’이었으며, 가장 낮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평균 = 2.77)’이었다. 효과성에 있어서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들 간의 기대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게 나타난 점은 상당히 특이하
다고 할 수 있다.

154

Ⅴ.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표 Ⅴ-8❙ [재정지원 정책]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시행정도
N

평균

표준 편차

효과성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

47

3.15

0.780

48

2.77

0.857

0.38

b. 성과기반 재정지원(PBF ; Performance
Based Finance)

47

3.43

0.972

48

3.15

1.052

0.28

c.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포뮬러 기반 재정
지원

47

3.17

0.842

47

3.15

0.884

0.02

d. 학생 바우처(대학을 통한 등록금 지원
포함)

47

3.57

0.950

48

3.25

0.934

0.32

e.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47

3.21

0.907

48

3.31

0.879

-0.10

f.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46

3.39

0.881

48

3.38

0.937

0.01

g.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금

46

2.98

0.954

48

3.25

0.957

-0.27

h. 특정 목적의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47

3.28

0.902

48

3.25

0.812

0.03

i. 교수-학습 지원금

47

2.83

0.963

48

3.19

0.790

-0.36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
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

46

2.41

0.748

47

3.17

0.985

-0.76

k.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
조합) 대상 일 기반 학습 병행(work-b
ased learning) 장려 지원금

47

2.77

0.937

46

3.33

0.967

-0.56

[그림 V-3]은 앞선 [그림 V-1]와 같이 X축은 [시행정도] 평균을, Y축은 [효과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11개 재정지원 정책들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실선으로
표시된 X와 Y축은 11개 재정지원 정책들만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점선으로 표시된 축들은 뒤에 언급하게 될 3가지 추가적인 종류의 정책들(i.e., [규제 정책],
[정보 정책], [조직차원의 정책])의 모든 항목들을 고려한 전체 평균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선이 점선보다 X, Y 두 축에서 모두 조금씩 높은 값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정책]들에 대한 평균적인 시행정도나 효과성은 전체 모든 종류의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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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편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각 정책들의 사분면에서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f)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과 ‘(e)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등은 높은 시행정도와 효과성을 보인 반면, 특별히 낮은
시행정도와 효과성을 동시에 보인 정책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3❙ [재정지원 정책]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1)

[그림 V-4]는 각각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시행정도와
효과성을 비교하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시행정도는 우수하지만 그에 비해 효과 기대치가
낮은 정책들은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 ‘(d) 학생 바우처’, ‘(b) 성과기반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시행정도에 비해 높은 효과성이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 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 및 ‘(k)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 대상 일 기반
학습 병행 장려 지원금’이 제시되었다. 앞서 ‘노동시장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분석한
부분에서도 산업계 실무자들과의 연계에 대해 강한 필요성 / 당위성이 제시되었는데, [재정지원
정책] 역시 그러한 산 - 학 연계를 위한 지원금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 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의 경우 앞선 분석에 의하면, 효과성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효과성-시행정도]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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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재정지원 정책]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2)

<표 V-9>는 응답자들이 생각하기에 각 정책 대상별로(i.e. 학생, 학교, 기업) 가장 효과적
또는 비효과적인 재정지원 정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질문별로
가장 자주 언급된 상위 2개 정책의 빈도수와 퍼센트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복수의
정책을 가장 효과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답하거나, 아예 질문에 적합한 해당 정책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급된 정책의 총 빈도수는 질문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기타 정책을 답변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분류가
쉽지 않은 경우 빈도수 계산에서는 제외하였다.

157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 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표 Ⅴ-9❙ 각 정책대상에 가장 효과적/비효과적으로 지목된 재정지원 정책
가장 효과적 정책

가장 비효과적 정책

정책대상
정책

빈도

%

d. 학생 바우처 (대학을 통한
등록금 지원 포함)

16

32.7

e.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15

30.6

b. 성과기반 재정지원(PBF
; Performance Based
Finance)

11

25

g. 특정 전공 또는 학위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금

10

정책

빈도

%

e.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9

23.1

h. 특정 목적의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8

20.5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

11

20

22.7

b. 성과기반 재정지원(PBF
; Performance Based
Finance)

9

16.4

8

26.7

6

20

학생

대학

기업

k.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 대상 일
기반 학습 병행 장려
지원금

19

45.2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

14

33.3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등록금’ 관련 정책이
지목되었다. 즉,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을 쌓으려면 우선 일정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학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보조하는 데에는 학생 바우처 혜택이나 등록금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이 있었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등록금이
우리나라의 많은 가계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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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별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는 ‘(e)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h) 특정 목적의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이 가장 자주 언급되었
다. 그 근거로 “특정 전공을 선정하여 지원할 경우 전공 간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 격차로 인해
일부 특혜를 받는 전공과 그렇지 못한 전공 간의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선정 과정
도 객관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에 비해 효과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대출 자체의 절차가 복잡하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 대상 재정지원 정책 중에서 응답자들로부
터 가장 빈번하게 효과적 그리고 비효과적이라고 지목된 정책에는 ‘(b) 성과기반 재정지원
(PBF : Performance Based Finance)’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성과기반 재정지원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과 위주의 대학정책이 때로는 불필요한 수준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개선만
을 놓고 본다면 일종의 ‘필요 악’의 역할을 하는 가장 확실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성과기반 재정지원이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측에서는 ‘성과측정’의 모호함과 기업에서의
수요가 높은 일부 학과와 전공에만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종류의 정책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기업 대상 재정지원 정책 중에서는 ‘(k)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 대상
일 기반 학습 병행 장려 지원금’과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이 가장 빈번하게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언급되었다. 이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 관련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
이 원하는 인재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응답자들 중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학과의 연계에 동참한 기업들에게 세금감면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을 증진시켜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업대상 재정지원 정책 중, 비효과적이라고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정책이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 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을 비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또한 그러한 연계가 인위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조장되면 기업이 오히려 대학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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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V-10>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7가지 [규제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높은 시행정도를 보이고 있는 정책은 ‘(a) 성과 평가 기반 인증제도
(평균 = 3.31)’와 ‘(d) 인력 수급 기반 정원 규제(평균 = 3.23)’ 등이었으며, 반대로 ‘(c)
보충학습 의무 제공’의 경우 압도적으로 낮은 실행 정도(평균 = 2.49)를 보이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f)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 연계 의무화(평균 = 3.35)’와 ‘(g) 대학의
졸업생 역량 증빙 의무화(평균 = 3.15)’등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e) 노동시장
저성과(底成果) 전공대상 제정지원 제한(평균 = 2.58)’은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Ⅴ-10❙ [규제 정책]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시행정도
N

효과성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a. 성과 평가 기반 인증제도

48

3.31

1.014

48

3.04

0.922

0.27

b. 최소 입학 기준 부여

48

3.13

0.866

48

3.00

0.851

0.13

c. 보충학습 의무 제공

47

2.49

0.655

47

2.81

0.851

-0.32

d. 인력 수급 기반 정원 규제

48

3.23

1.096

48

3.06

0.954

0.17

e. 노동시장 저성과 전공대상 재정지원 제한

48

2.96

1.091

48

2.58

1.007

0.38

f.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 연계 의무화

48

3.21

0.944

48

3.35

0.956

-0.14

g. 대학의 졸업생 역량
(ex. 전공 외 활동, 직무경험 등) 증빙 의무화

48

2.98

1.021

48

3.15

0.899

-0.17

[그림 V-5]는 7가지 [규제 정책]들을 각각 시행정도와 효과성 평균을 기준으로 사분면 위에
배치한 것이다. 앞에서 분석된 [재정지원 정책]들의 경우에는 전체 노동시장 성과개선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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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평균적으로 우수한 시행정도와 효과성을 보였지만, [규제 정책]들의 경우 효과성에서
평균적으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f)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 연계 의무화’의
경우 매우 우수한 평균 시행정도와 효과성 점수를 얻었으며, 반대로‘(c) 보충학습 의무 제공’
경우 두 측정항목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 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e) 노동시장 저성과 전공대상 재정지원 제한’의 경우 실효
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a)
성과평가 기반 인증제도’의 경우, 기대되는 효과가 그리 낮지는 않지만, 효과에 비해 매우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나타났다. 또한 ‘(c) 보충학습 의무 제공’의 경우 기대되는 효과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로 나타났다.

❙그림 Ⅴ-5❙ [규제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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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규제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2)

제시된 7가지 규제 정책들 중에서 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것은 특정 한 두 개의 정책에 집중되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정책이 각각의 근거를 통해 학생들의
성과개선에 효과적으로 주장되었다. 하지만 ‘(b) 최소 입학 기준 부여’와 ‘(g) 대학의 졸업생
역량 증빙 의무화’가 매우 근소한 차이로 가장 자주 언급된 효과적 정책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근거로는 바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적합성을 기업에 증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강제됨으로써 학생들도 스스로의 역량 개발에
동기가 부여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학생들에게 가장 비효과적인 규제 정책으로는 조금 전 가장 효과적으로 지목되었던‘(b)
최소 입학 기준 부여’가 다시 선정되었다. 이 정책을 비효과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같이 항상 일자리 수요에 비해 구직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과, 전공마다 변별적인 특성과 자질이 요구되며 또한 수없이 다양한 전공이
생성 / 소멸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국가가 객관적으로 최소 입학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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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각 정책대상에 가장 효과적/비효과적으로 지목된 규제 정책
가장 효과적 정책

가장 비효과적 정책

정책대상
정책

빈도

%

b. 최소 입학 기준 부여

8

20.5

g. 대학의 졸업생 역량(ex.
전공 외 활동, 직무경험
등) 증빙 의무화

8

d. 인력 수급 기반 정원 규제

정책

빈도

%

b. 최소 입학 기준 부여

12

31.6

20.5

c. 보충학습 의무 제공

8

21.1

10

25.0

d. 인력 수급 기반 정원 규제

11

25.6

f.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 연계 의무화

9

22.5

e. 노동시장 저성과 전공대
상 재정지원 제한

11

25.6

f.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 연계 의무화

24

60.0

d. 인력 수급 기반 정원 규제

10

31.3

g. 대학의 졸업생 역량(ex.
전공 외 활동, 직무경험
등) 증빙 의무화

7

17.5

e. 노동시장 저성과 전공대
상 재정지원 제한

8

25.0

학생

대학

기업

‘(d) 인력 수급 기반 정원 규제’는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비효과적인 규제
정책으로 동시에 선정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기
생존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학과 정원을 규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인력생산 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국가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고등교육 체
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근본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이
정책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학 정원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단지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력을
생산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본다면 정원 조정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
규제는 가장 확실한 대학 통제 수단 중 하나인데, 이를 정책적으로 일반화하여 시행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효과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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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력 수급 기반 정원 규제’의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비효과적인 규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정부나 학교의 계획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 자질의 갖춘 인력의 수요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기 때문에 이를 차라리
노동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편이 더 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
<표 V-12>에서는 노동시장의 적합성 향상을 위해 시행될 수 있는 3가지 [정보 정책]들의
시행정도와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앞선 [재정지원 정책]이나
[규제 정책]에 비해서 항목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정도와 효과성에 대한 격차가
그리 크지 않으며, 또한 모든 정책에 대해 시행정도보다는 높은 효과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들 3가지 [정보 정책]들의 시행정도에 대한
평가가 전체 정책들의 평균(=3.05)보다 모두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에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각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있다하더라도, 전반적인 [시행정도]
가 워낙 낮기 때문에, 상당히 막연한 기대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 V-7]에 나타난
X축 상에서의 실선과 점선의 큰 격차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Ⅴ-12❙ [정보 정책]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시행정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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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효과성
N

평균차
평균

표준 편차

a. 학생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

48

3.04

0.944

48

3.48

1.167

-0.44

b. 고등교육기관(또는 대학)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

48

2.96

0.967

48

3.40

1.162

-0.44

c. 고용주를 위한 전공별 학생 수 정보 제공

48

2.67

0.953

48

2.73

1.106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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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정보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1)

❙그림 Ⅴ-8❙ [정보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2)

이들 3가지 [정보 정책]들에 대해 정책대상 별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비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둘 만한 사항이 많지 않았다. 각 [정보 정책]
명칭 앞에 이미 ‘~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정책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정책]은 그 수식어에 맞게 1대1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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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예외 없이 ‘(a) 학생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이라고 대답하는 식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묻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가장 비효과적인 정책을 묻는 경우에는 정책 대상에 상관없이 대체로
‘(c) 고용주를 위한 전공별 학생 수 정보 제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위 [그림
V-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자들의 효과성 기대치가 낮은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이 비효과적이라고 보는 개별 이유는 “이미
고용주들은 자신이 고용하려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은 (특정 자질을 갖춘) 지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공별 학생 수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표 V-13>은 [조직차원 정책]으로 분류된 5가지 방안이 얼마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결과를 제시한다. 앞선 [정보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들에 대해 [효과성]이 [시행정도]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정책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 부처 내외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계획 수립’의 경우, 효과성 차원에서는 ‘(a) 정책네
트워크 수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으나, 그 시행 정도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조직차원 정책]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시행정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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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a. 정책 네크워크(Policy Networks)(ex. 사업
별 정책 자문단 및 협의체)

48

3.06

0.954

48

3.13

0.841

-0.07

b. 부처간(또는 부처 내) 협력을 통한 전략적
계획 (Strategic Planning) 수립

48

2.40

0.818

48

3.13

1.003

-0.73

c.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48

3.35

0.911

48

3.60

0.792

-0.25

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48

3.21

0.944

48

3.56

0.897

-0.35

e.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

48

3.10

0.881

48

3.17

0.85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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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9]를 보면 ‘(c)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과 ‘(d)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은 현재 가장 널리 시행되는 동시에 높은 효과성을 기대하는 [조직차원 정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 부처 내외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계획 수립’의 경우, [효과성]에
대한 기대도 그리 높지는 않지만, 시행이 거의 이루지고 있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Ⅴ-9❙ [조직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1)

❙그림 Ⅴ-10❙ [조직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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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4>는 정책 대상 별로 가장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지목된 [조직차원 정책]들
을 열거하고 있다. 우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제시된 과반 이상의 주장이‘(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꼽고 있다. 이는 상당히 예상 가능
했던 결과인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현장경험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추후 취업 기회를 확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인턴십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실제 공공기관에서
의 인턴십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 손쉬운 업무만 맡았던 공공기관 인턴에 비해
일반 기업 업무는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높은 이직률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 전공에 따른
차등적인 기회 제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턴이 오히려 직업시장에서 불평등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표 V-14❙ 각 정책대상에 가장 효과적/비효과적으로 지목된 조직차원 정책
정책대상

학생

대학

가장 효과적 정책
정책

가장 비효과적 정책
빈도

%

정책

빈도

%

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17

53.1

a. 정책 네크워크(ex. 사업별
정책 자문단 및 협의체)

8

25.8

c.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
센터 운영

11

34.4

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7

22.6

c.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
센터 운영

13

33.3

e.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

10

30.3

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8*

20.5

a. 정책 네크워크(ex. 사업별
정책 자문단 및 협의체)

9*

27.3

a. 정책 네크워크(ex. 사업별
정책 자문단 및 협의체)

8

25.8

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7

26.9

b. 부처간(또는 부처 내) 협력을
통한 전략적 계획 수립

8

25.8

b. 부처간(또는 부처 내) 협
력을 통한 전략적 계획 수립

6*

23.1

기업

* 같은 빈도수를 보인 다른 정책이 있는 경우

대학의 입장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차원 정책]으로는 ‘(c)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이 제시되었다.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직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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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언급된 정책들의 경우 원래
학교가 취업성과 개선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를 정부가 대신해 주는 성격이 강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원래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만 했던 부분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비효과적인 정책으로 ‘(e)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선정 이유로는 이미 국립대학들이 여러 개 설립되어 있지만 국립대학
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또는 비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어느 특정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된 경우는 없었다. 제시된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응답자 각자의 논리에 의해 기업이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각각 제기되었다.

.
[그림 V-11]은 지금까지 언급된 4가지 형태의 정책분야, 총 26가지 세부정책의 평균 시행정도
(X)와 효과성(Y) 값을 평면위에 배치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X축과 Y축은 시행정도와 효과
성에 대한 각각의 전체 평균을 나타낸다. 따라서 평균 이상의 시행정도와 효과성이 있다고 평가된
1사분면에 해당하는 정책들과 반대로 각 항목에서 평균 이하의 기대치를 보인 3사분면에 속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에 따르면 [조직차원 정책]에 속하는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그리고 [재정지원
정책]에 속하는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전체적 수준에서도 가장
효과성과 시행정도가 뛰어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규제 정책] 중에서 ‘보충학습 의무
제공’과 [정보 정책] 중에서 ‘고용주를 위한 전공별 학생 수 정보 제공’등의 정책은 효과성과
시행정도에서 모두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종류별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한다면, [재정지원 정책(=동그라미)]의 경우 사분면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직차원 정책(=마름모)]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평균 또는 그 이상 수준에서 긍정적인 시행정도 및 효과성 평가를 받았다.
그에 비해 [규제 정책(=삼각형)]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 연계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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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모든 정책들이 효과성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각 [규제
정책]들이 실제로 기대한 것만큼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한
다는 인식이 고등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림 Ⅴ-11❙ 정책 종류별 집단 간 시행정도와 효과성 비교

.
1)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정책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특정 복수의 정책을 열거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노동시장 성과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정부부
처의 통합적인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대학졸업생의 취업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인 기업들이 고등교육의 체계와 내용에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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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들 중에서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양적 취업률 향상을 추구하는 포뮬러 기반 대학 재정
지원 정책들은 주로 질적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기반 재정지원 정책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의 경우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특정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추구하는 반면, 대학인문 역량강화사업(CORE)은
그러한 기업의 요구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교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책의
목적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비슷한 목적의 지원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협의
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3)
끝으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에 있어 정책 내외의 장애물로 지적된 내용들은 매우
다양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여러 응답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률이 대학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노동시장의 문제를 산업계가 아닌 대학에
서만 찾으려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급이 자주 제시되었다.

4
OECD 자가진단 툴킷을 활용하여 진행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진단조사
결과, 다음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고등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역량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의
종류 및 역량 수준에서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불일치의 요인은 무엇이며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고등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구성원들이
사회 전반이나 노동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매우 차별적이고, 또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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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종류 역시 간단히 정의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교육계
- 산업계 사이의 공급 - 수요의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체제의 구성원들은 대학의 규모나 위상,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또는 학과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및 해법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이해방
식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지원정책이 모든 고등교육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노동시장의 상황개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여러 정책이 개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중앙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둘째, 특히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학을 취업의 준비
기관이나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조직으로 보는 것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취업률이 저조하면 대학에서의 교육을 실패한 것으로 본다거나, 대학생들의 시간을 낭비
시켰다는 평가는 대학 본연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게끔 한다.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와는 달리, 지식의 생산과 전승을
목표로 하는 대학은 산업계만큼 빠르게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나라의 취업지원 정책들은 대부분 산업계를 기준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대학의 변화를 강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그러한 요청된 변화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경우 대학 본연의
기능에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지나치게 편향적인 시각
이라는 것이 대부분 응답자들의 생각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라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체제를 진단함에 있어 역량을 중심으로 한 OECD의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기술혁신의 시대에 있어 고등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반 인지 역량과 사회·
감성 역량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량이다. 그 동안 대학이 본연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역량에 대한 강조는 대학의 사회
혁신의 기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위 두 번째 사항과 깊이 관련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전문가들
은 보다 적극적인 기업들의 참여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인지되고 있는 수요-공급의 불일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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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노동 및 취업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동참하려는 기회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그러한 현실은 본 전문가 진단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의 취업관계자들
은 산업계의 구성원들과 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는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도 그들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기본적인 문제인식의 토대를 공유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의된 해법을 도출할 때 특정 정책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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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
본 연구는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그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라는 차원에서 조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의 심층 분석 주제인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의 분석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국제사회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OECD에서는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노동시장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OECD 분석틀에서는 고등교육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서의
가시적 성과 - 가령, 고용형태, 임금 등 - 를 성취하기 위해 적절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진단
하고, 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고용주 및 기업, 노동조합 및 전문직 단체 등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데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정책 현황을
수집하고 이를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에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
분석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장에 적합한 졸업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빈번하게 활용하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은 정책
수단(재정지원 정책, 규제 정책, 정보 정책, 조직화 정책)과 정책 대상(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고용주 및 기업, 노동조합 및 전문직 단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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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우선, 우리나라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을 정책 대상과 정책 수단에 따라 그 특징을
정리하기에 앞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은, 정책 대상 측면에서 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분야 정책의 약 90%, 교육
분야 이외의 관련 정책 중 약 50% 이상이 고등교육기관 또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었다. 특히, 교육분야 정책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많았
으며, 학생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고등교육기관을 매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그
방식이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정책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되기도 한다. 반면, 고용주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관련 정책 중 10%에 불과하였으며, 노동조합 또는 전문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둘째,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재정지원 형태의 정책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 정책 중 절반 이상이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었으며, 청년 - 고용 관련 정책 중에서도
60% 이상이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규제, 정보 관련 정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화 관련 정책은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와 인턴제를 제외하
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셋째,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정책 수단(재정지원, 규제,
정보, 조직화) 측면에 있어 배타적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여러 정책 수단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청년 - 고용 관련 정책들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재정지원 관련 정책이
단일 유형으로는 가장 많지만, 75% 이상의 정책들이 여러 유형과 목적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정책 수단 측면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규제 정책으로서의 행정적 권한(authority policy tools)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그 재정지원
방식이 포뮬러 펀딩 방식에 입각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평가라는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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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정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에도 대학 평가라는 규제와 그 결과로서의 재쟁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이라는 조치가 수반된다.

2)
정책 대상 및 수단에 따라 그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책의
경우, 우선 재정지원 정책 측면에서는 각 사업의 특성과 성격별로 부처마다 시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체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각 부처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
목적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정책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책이 중복되거나
그 지원 목적이 배치되어 정책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재정지원 정책의 경우, 대체로 대학 단위 사업은 전반적인 교육 및 연구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단 기반 사업은 학문분야별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내용 측면에서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개선, 관리 체제 개선 등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진로 및 취‧창업 지도, 통합정보지원 체제 개선 등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정책의 경우 학교페쇄명령이나 입학정원관리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른 규제정책도 있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처럼 평가를 통한 사후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되기도 한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정책은, 주로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
지는 대학생 대상 진로 탐색·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들
은 대학이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에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제공 받는 정보는 학생 / 학부모, 고용주 / 노동조합 등 다른
주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넷째, 고등교육기관 대상 조직화 정책의 특징은, 최근 들어 대학 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전문조직이 법정 기구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하여 전문조
직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화는, 초기에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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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지원하다가 대학이 자체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학 스스로 조직
화하여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취업과 관련된 전문조직에 채용되는 인력 역시 최근 들어 전문
성을 갖춘 인사로 채용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3)

-

우리나라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정책에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 등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학생 개인에게 정부가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는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일부 규제를 두어 학생들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강력한 규제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학생 - 학부모 대상 정보 정책의 경우에는 대체로 웹사이트 운영에 그치고 있어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직적 차원의 정책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의 네트워크는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4)

-

고용주 및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및 전문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영역과
교육 영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책에 비해 그 규모면에서는 매우
적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황은 고용주나 기업,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력의 직접적 수혜자들이라는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고용주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징은, 첫째, 직업교육훈련에 특화
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혜택의 수혜자가 일반
대학생이 아닌 재직자 또는 채용 약정이 이루어진 대학 졸업 예정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는 점이다. 셋째,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책에 참여
하는 대상이 재직자 등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가 아닌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향상의 관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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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나 권위 정책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
증제도(Best HRD)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 대상 정책은 대학이나 학생 등과 같이 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졸업생을 고용하는 수요자라는 점에서 해당 영역의 정책은 미비하다.
고용주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정책에는 대표적으로 지역일자리공시제와 대학정
보공시제가 있다. 지역일자리공시제는 고용주에게 대학 졸업생을 포함해 지역 내 인력개발 정책,
인력 공급, 정책적 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의 운영관련 내용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주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학과 협업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주나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OECD의 자가진단 툴킷을
번안하여 국내용 전문가 진단지를 구성하였다. OECD 자가진단 툴킷은 졸업생 성과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실천,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 그 외 간접적인 정책 수단, 정책 수단 간의
상호작용 등의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용 전문가 진단조사지에서는 국내 맥락과 서면
조사 형태에 맞게 전반적인 구성과 질문을 수정하였다. 전문가 진단조사는 48명의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대학 졸업생의 역량에 대해서
는, 전문 지식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 이해 및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같은 일반 인지 역량은 보통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감성 역량과
향후 10~15년 간 노동시장에서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이 전문지식 역량을 갖춘 졸업생보다는 일반
인지 역량과 사회/감성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찾는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지
대학이나 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요구를 잘못 파악하여 전문지식 위주로 역량을 키웠다기보다는
그 동안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일반 인지 역량이나 사회/감성 역량보다는 전문지식 역량을
강조해 왔던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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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준비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 입학 기회에 있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달성하였으나,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정도나
사회계층에 따른 역량,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 간 긴밀성도 낮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실천 가능한 17개
항목에 대해 시행정도와 효과성에 대한 진단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시행정도와
효과성이 높다고 진단된 대학의 노동시장 대응 방안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학
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한 졸업생 취업 결과 제공’, ‘노동시장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제공’ 등이었으며, 반대로 시행정도와 효과성이 낮다고 진단된 방안은
‘전공 선정을 위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 ‘기타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단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지원 관련 정책들은 시행정도와 효과성의
두 축으로 구성된 사분면에서 골고루 분포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조직차원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들이 평균 또는 그 이상 수준에서 긍정적인 시행정도 및 효과성을 나타냈다. 반면, 규제
정책들은 대부분 효과성 측면에서 평균 이하에 위치하여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들 중에서는 조직차원 정책 수단인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세터 운영’과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그리고 재정지원 정책 수단인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그 시행정도와 효과성이 높다고 진단되었다. 반면, 규제 정책 수단인 ‘보충학습
의무 제공’과 정보 정책 수단인 ‘고용주를 위한 전공별 학생 수 정보 제공’ 등의 정책은 효과성과
시행정도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정책 수에 있어서는 적지만
조직 차원의 정책 수단이 정부가 정책을 이끌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정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된 재정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반면, 규제 정책의 경우 그 자체로는 전반적인 효과성이 낮으므로 어떤 정책 수단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다른 정책 수단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정책 수단 간 시너지 효과)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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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크게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이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주는 측면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OECD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이 갖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이 국내 고등교육 및 노동시
장 관련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의
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학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고등
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것이 경제발전 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 시기 대학은 교육과 연구 기능에 충실하기만 하여도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노동시장은 양적 수요의 시기에서 질적 수요의 시기로
전환하게 된다. 예전보다 제한된 노동시장의 수요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 전공 미스매치,
전공 간 취업률 격차, 하향취업 등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며, 고등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이 강조되게 된다. 정부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은 주로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취업률에 대한 양적인 제고 이외에도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과 같은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 등을 통해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지금까지 수반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은 현재의 노동시장의 상황에만 맞추어 졸업생들을 양성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이기 되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이전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와 취업률 제고, 고등교육 -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넘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으로 논의가 변화하고 있다.
둘째, OECD 사업에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대학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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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적절히 양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성과가 졸업생의 고용상태, 수입,
직업과 역량의 부합 정도, 근무조건 등의 요소로 측정되지만,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 대학은
적절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학이 적절한 역량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절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대학의 노력은 취업률 제고 등과 같은
고등교육의 양적 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대학 내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도 실행되고
있지만 ‘역량’에 대한 관심, 특히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대학이 어떤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것이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분석 사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OECD 사업에서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실제적인 측면에서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평가는 개별 정책(혹은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OECD에서 개발한 자가진단 툴킷에서도 현재에 대한 진단은 결국 개별 정책 유형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고등교육 정책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고등교육체제의 대한 진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체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특히, 과학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측면에서 - 하여 어떤 공통의 목표와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이 현재 통합적이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
며, 때로는 정부부처 간 중첩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과는 대치되는 방향이다.
넷째, OECD 사업에서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성과나 미래사회를 대비한 졸업생의 역량을 준비하는 데 있어 그 노력을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학생들이 노동시장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OECD 사업
에서는 이러한 공공의 책무성을 정부, 대학, 학생 이외에도 고용주와 기업, 노동조합(산별단위
이상)과 전문직 단체 등과 같은 관련 주체에게도 요구한다. 즉, 고용주와 기업은 미래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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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들은 미래의 동료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기업,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러한 책무성에 대한 강조는, 역량 형성의 주체를 학생 개인이나 학교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
이러한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이 주는 시사점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①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②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질 관리, ③ 타 정책 수단의 한계를 보완할 규제 정책의
개발, ④ 정보 정책의 활용도 제고 및 타 정책 수단과의 연계성 확대, ⑤ 기존 체제와 조응하는
조직 차원 정책의 발굴, ⑥ 사회 발전 및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량 중심의 대학교육 전환,
⑦ 노동시장 수혜자 집단의 공적 책무성 확대 등 7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많은 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정책 사업의 범위를 청년 고용정책으로
확대할 경우 340개가 넘는다(고용노동부, 2015; 고용노동부, 2016; 대한민국정부, 2016).
이토록 많은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적인 그림 없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각각 시행되어 유사·중복사업이 나타나며,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대학 - 기업체
간 상호 참여와 협력 기반 부재 등 부처·지자체 간 협업과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국민
대통합위원회, 2016). 또한 정책의 집행 및 실행 단계에서도 시행기관마다 지원시기와 대상,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이 상이하여 수요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등교육 - 노동시장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다수의 부처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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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과 상호 갈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혹은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
통합 컨트롤타워나 거버넌스 조직의 구체적인 모습은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하겠지만,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정책처럼 특정 조직 - 가령,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 을 통하여 전체적인 관리와 사업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
이 될 것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하이에듀포트
(Hiedupport)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관리 ･ 제공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이 존재하지만(하이에듀포트 웹사이트, 2017. 9. 20. 인출), 교육부를 제외한 타 부처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의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미 기존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고 그 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들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원스톱 전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이를 통해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복수혜의 방지 등 운영의 효율성과 원스톱 전달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가 진단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는 실행정도와 효과성의
두 축에서 사사분면의 전 분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원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정부가 정책의 성과에 대해 적절히 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교육 정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라는 규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대다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선정
평가와 계속사업을 위한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단별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 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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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경우 취 ･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과
진로지도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지역청년 거버넌스 구축,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등 6개
영역, 27개 지표를 활용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주관의 주요 대형사업 역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활용한 선정평가, 연차평가 실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정량적, 정성적 핵심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가 일반화되어 있다. 다만,
OECD 회원국들이 관심을 갖는, 대학교육을 통해 향상된 성취도 및 역량 평가를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방식은 미흡한 편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표준화된 성취도 및 역량 평가방법이 보편
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 한계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노동시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로 인해 대학 간 특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되지 않도록 대학의
유형과 여건,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평가
항목으로 인해 대학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평가 요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가 단순히 행정절차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정량적 방식에만 치중해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정지원 목적에 맞게 대학의 노력이 학생과 노동시장의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도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성과와
특성이 보다 명확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학경영 계획 없이 재정지원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어떤 노력이 학생들의 성과를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당수 대학 재정지원사
업에서 대학 특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지역산업 인력 수급 및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핵심 포인트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규모 자체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앞서 언급한 재정지원 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 목표가 중복되는 군소 사업을 통폐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던 초기 모델과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사업 방식 간 성과의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체계적으로 관리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학생 /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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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인 반값 등록금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 및
대다수의 학생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예상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4년간 지속적으로 받은 학생이 2016년 2월에 졸업하였고, 우리나라 대졸자가 첫 번째 직장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약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이후에는 재정지원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될 수 있다. 그 동안 누적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학생 대상 재정 지원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 진단 조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규제 정책은 그
자체적으로는 효과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법에 근거한 직접규제 정책은 위법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평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간접규제정책은 다른 정책 수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자는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활용한 평가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시 활용되었던 평가지표는 대체로 성과
관리의 핵심지표로도 활용된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연차평가 등의 방식으로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이후의 사업 예산 책정 과정에 반영하는 등 성과기반 재정지원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대학 특성화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연차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게
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차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대학에게는 사업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가하는 성과기반 재정지원 방식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보편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그 기본적인 목
적이 대학을 규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즉, 각종 평가에서 여러 지표들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의 운영과 그 성과를 제고 하고자
제시하는 일종의 지시자 역할인 셈이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는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 지원 체제 강화, 사회경제적 수요 등에 걸 맞는 대학의 조직, 제도, 인적구성원을 변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즉,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인적자원개발에 궁극적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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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체제 혁신의 지렛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 중심의 규제는 자칫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평가 항목에 따른 획일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가령, 일부 사업에서는 평가기준 항목과 같은 기제에 의해 정해진 형식으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나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또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나,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에서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 등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실적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 등이 정형화된 모습의 산업현장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정책의 경우, 그것이 다른 정책 수단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함으로써 다른 정책
수단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타 정책 수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적인 규제 정책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이 획일화가 아닌 개별
대학의 여건과 프로그램에 맞는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선진화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구축되어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비하여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보 정책은 앞서 검토
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등교육기관이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 정책은 그것이 다른 정책
수단들, 특히 정책 대상들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들과 적극적으로 결합되기 보다는 단지 정보만
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 정책은 정보의 수집 및 구축 정도와 활용이 매우 불균형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보 정책은, 대학정보공시처럼 법에 의해 공시항목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보공시에 의해 공개된 지표들을 각종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활용됨으로써
통제 정책과 결합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진단 조사에서 정보 정책은 학생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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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보 정책은 여러 정책수단 중 가장 연성적이면서도 다른 수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표용적
인 수단이다(Vedung & Doelen, 2005). 즉, 정보제공은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보
탐색이 어려운 분야에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으며, 정보 수단과 연계된 직접적
인 지원 정책의 개발이 가능하다. 가령, OECD 국가들에서는 정보정책들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바우쳐(Voucher) 제도들과 결합되는 형태를 보인다(OECD, 2017b).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정보 정책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 수단과 연계되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가령,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취업률 지표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
계를 통해 산출된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국세
청,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수집하므로 그 정확성이 매우
높다(이기준 외,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비교적 최근의 대학 졸업자들이 어디
에 취업하며, 그들의 인적 배경 특성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취·창업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현재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통계는 비교적 제한적인 정보만을 유관기관들로부터 연계 받아 활용
하고 있으며, 취업률 지표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가 유관기관의 DB로부터 취업과 관련한 질적 정보를 취합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고등교
육기관과 노동시장에 제공할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대학구조개혁 및 학사개편, 취·창업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 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진로 정보 제공, 고용주 대상 전공별
세부 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준 외(2017)는 이러한 고등교육 졸업
자 취업통계를 기반으로 ‘미래 진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의 구축은 취업 관련 세부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생,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정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 - 지원
정책 연계 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데, 가령 앞서 언급한 재정지원종합정보시
스템이나 국가장학금관리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통계의 경우에도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정보와 재정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성인에 대한 평생학습지원 시스템 등과
같은 형태도 구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유초중등교육통계, 고등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의 학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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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단적으로 연계한 가칭 『교육종단정보시스템』도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어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초 ･ 중등학교 정보, 고등교육 정보, 졸업 후 노동시장 정보를 연계한
『메릴랜드 종단 데이터 시스템』을 2012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종단적 교육정보
시스템은 초 ･ 중등교육(K-12)과 고등교육에서의 교육 및 훈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초 ･ 중등교육의 성과, 고등교육 단계 진입, 고등교육의 이수, 고등교육의
결과로서의 인적 성과와 관련된 20개의 연구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Husein,
Sarah, & Namrata, 2017). 기존의 서베이에 의한 교육 종단 연구들이 주로 초·중등교육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이 교육종단정보시스템의 연구 의제 20개 중 19개가 고등교육
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5)
전문가 진단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차원 정책은 전반적인 정책 수에
있어서는 적지만, 이 정책 수단은 정부가 정책을 이끌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원을 활용
하거나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조직화 수단은 크게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정부가 직접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초기에는 정책적으로 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지원하다가 점차 대학이 자체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조직화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의 구축과 운영이 대표적인
정책 사례이다. 이는 비록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정보가 대학을 매개하지만, 대학이 취 ･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화 정책은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을 매개하
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취업진로센터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화 정책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정책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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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측면에서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대학은 기존의 체제와
자원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직화 정책의 발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전문가 진단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대학 교수들은 정부가 대학을 취업 준비기관이나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
하는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와는 달리, 지식의 생산과 전승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
산업계만큼 빠르게 변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고등교육의 중요성,
특히 사회변화와 과학기술 혁신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그 동안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취업률 등과 같은 지표들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작용하면서 대학에 일종의
공유 플렛폼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대학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노동시장에
적합한 대학의 특성은 어떠하며 고등교육체제가 노동시장에 적합한 체제로 개선되기 위해 각
대학이 어떠한 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을 위해 개별 단위 대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별 대학 간 클러스터
와 같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라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체제를 진단함에 있어
역량을 중심으로 한 OECD의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기술혁신의 시대에 있어 고등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이 과거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직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일반 인지 역량과 사회·감성 역량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대학이 본연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역량에 대한 강조는 대학의 사회적 혁신의 기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체제를 갖추고, 관련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당장의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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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의 인재를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7)

/

우리나라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고용주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매우 적게 나타난다. 노동조합 또는 전문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지역산업맞춤
형인력양성사업 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차용한 OECD 성과 분석
틀이 유럽 중심적(eurocentric)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고용주와 기업, 노동조
합이나 전문직 단체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고등교육 관련 행위 주체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김은영 외, 2016).
이러한 측면은 전문가 진단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전문
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기업들의 참여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인지되고 있는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노동 및 취업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동참하려는 기회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대학의 취업관계자들은 산업계의 구성원들과 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도 그들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산업계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잘 개발될
경우 그처럼 효과적인 실천 수단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공공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용주와 기업,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들이
직접적인 수혜자로써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역량 제고를 위한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관심과 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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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OECD 분석틀에 맞추어 분
석함으로써 정책의 사회문화적 또는 사회제도적 요인과 같은 거시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록 정책 현황 분석과 OECD 자가진단 툴킷의 번안 등에 있어 우리나라의
정책적 맥락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국제비교 차원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을 OECD의 분석틀에 맞추어 정책대상과
정책수단별로 구분하다보니, 개별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다. 앞서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은 정책수단과 대상에 있어
서로 배타적으로 분류되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이 여러 정책 수단과 대상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수단별로 정리함으로써 개별 정책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
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에 따라 구분하다 보니, 이 분류
기준에 맞아 떨어지지 않은 몇 가지 주요 정책이 누락될 수 있다. 가령, 국가직무역량표준
(NCS)이나 공학인증제도 등과 같은 역량 및 수준과 관련된 제도들은 정책 대상 - 정책 수단의
분석틀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년도 연구(김은영 외, 2016)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간에는
다소의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를 접근함에 있어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역량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들은 역량
보다는 취업률 제고, 고등교육 -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해소,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 분석틀을 차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연구에서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시사점이 바로 현실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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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진단함에 있어 전문가
진단 도구를 비롯하여 방법론적 측면에서 대학관계자 및 고등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은 정부와 기업, 직능단체,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행위자의 입장을 확인해야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책 진단의 범위가 넓고, 기존과 다른 분석틀로 관련 정책들을 조망했기
때문에 전문가 대상으로 진단의 범위를 좁혔다. 향후 다른 행위자들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
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진단하는 시도가 후속 과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OECD 분석틀을 활용한 첫 번째 국가 사례라는 것이다. 아직 OECD
차원에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고, 국가별 사례 분석 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다.
본 연구가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 사례 연구이므로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OECD 고등교육체제의 성과 분석 사업이 국제 수준의 비교 및 상호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국제비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첫 국가 사례 보고서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OECD 최종 보고서 및 다른 국가 사례 보고서들이 출판되면
이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후속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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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Korean higher education has a suitable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to respond to a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For this study we used the OECD’s analytical framework for its in-depth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system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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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for OECD’s Enhancing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 project.
Utilizing the framework was intended to draw international comparison in order
to identify where Korea’s competitiveness in higher education stands at and
promote its future advancement.
OECD’s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systems approaches the subject with a focus on the competencies students should
be equipped with in the labor market. The analysis framework examines what
policies are used by the government to increase competencies of graduates relevant
in the labor market, along with their frequency and effect. Relevant policies are
divided into policy levers (funding policy levers, regulatory policy levers,
information policy levers, organizational policy levers) and policy targe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tudents and parents, employees, companies, labor unions
and professional groups).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i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for each policy target according to the OECD’s analysis
framework. In general, Korea’s polici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mainly target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tudents and parents while
very few targeted labor unions or professionals. Most of the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related to improving university education in general,
and partly the labor market. As for policy levers, funding policies were most
frequently used. However, since various ministries were implementing such
polices in silos, some of them were redundant with different goals. Regulatory,
information or organizational policies accounted for a small portion. Particularly,
except for the operation of career center on campuses and internship system,
organizational policies did not have much to offer.
In order to diagnose Korea’s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we translated OECD’s self-assessment toolkit and used them to
conduct a survey among higher education experts. The result showed that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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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education experts saw Korea’s higher education graduates as having
suitable professional knowledge relevant to the labor market, but lacked common
cognitive skills such as problem identification or solv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addition to socio-emotional skills. They also concluded that graduates
relatively lacked competencies required to adapt to and succeed in the labor market
in 10 to 15 years. They assessed that this is associated with the social climate
in which employees emphasize professional knowledge instead of common cognitive
skills or socio-emotional skills.
As for access to and preparedness for higher education, the experts diagnosed
that Korea maintains a certain level of equity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but
is inadequate in preparing students for higher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ensuring equal competency development regardless of social class, providing
access to and utilizing information to help students choo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programs, and facilitating adults’ easy entry into or return to higher
education. They also responded that there is low connection between the
competencies emphasized in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To improve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universities were found to
be focusing on providing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 to the students
as well as developing programs outside of the curriculum to promote labor market
competencies. However, cooperation among employees, labor unions or relevant
stakeholders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s’ competencies was found to be rare.
In terms of the effect of policy levers, funding policies were evenly spread out
over the quadrant graph with axes of frequency and effectiveness. As for
organizational policies, most of the policies displayed positive frequency and
effectiveness on or above the average level. However, regulatory policies were
mostly located below the average level of effectiveness. Such result indicates that
organizational polices, though small in number, can produce a big effect by utilizing
existent resources or providing direct services to the actual policy targe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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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leading and supporting policies. As for funding polices, the effect varied
according to how funding resources were utilized, indicating the need for a suitable
instrument to operate effective funding programs. Regulatory policies displayed
low effectiveness in general, requiring an approach of raising the effectiveness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 policy levers (synergy effec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led to following seven recommendations: ①
establish a control tower coordinating policie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② manage evaluation and quality assurance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unding programs ③ develop regulatory policies to complement the limits of other
policy levers ④ increase utilization of information policies and expand connection
with other policy levers ⑤ create organizational policies that work with the existing
system ⑥ convert to higher education which focuses on developing competencies
which will lead soci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⑦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of labor market beneficiaries.

keywords : OECD higher education, labor market relevance, higher education
outcome, graduate competency, higher education policy 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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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ECD 자가진단 툴킷

(Self-assessment toolkit)
2. 국내용 전문가 진단조사지

부록

[

1]

OECD

(Self-assessment toolkit)

1

.
아래는 최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3년 이내 졸업)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책 담당자와
핵심 관계자들의 관점에 대한 진술이다. 또한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개발하는 지식 및 기술
의 적합성에 관한 진술이다. 각 진술을 읽고 진술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표기하
라. “일반적인” 고등교육 졸업생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답변하라.

진술

강력히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미확정

동의

강력히
동의

근거

1. 우리나라의 최근 고등교육 졸업생은
다음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
a. 양호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
b. 양호한 인지적 역량
c. 양호한 사회 감성적 역량
d. 향후 노동시장에서 10-15년간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기술
2. 최근 고등교육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취업시장 결과에 실망했다.
b. 일을 찾는 것이 어렵다
c. 일이 본인의 자질 및 역량에 맞지
않는다.
3. 고용주들은 다음의 적절한 특성을
지닌 고등교육 졸업자를 찾기 어려
워한다.
a. 전문적 지식 및 역량
b. 일반적 인지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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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강력히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미확정

동의

강력히
동의

근거

c. 사회 감성적 역량
d. 고급 지식 및 기술(고등교육 수준의)
4. 정책 담당자들은 고등 교육 졸업생
들의 부진한 취업 결과에 대해 우려
한다.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의 적합성에 관해 자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고용주들의 졸업생들에 대한 인식은 (근거 기반의)?
졸업생들의 취직 기대치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가?
졸업생들의 보다 나은 노동시장 성과에 요구되는 역량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가?
고등교육 외의 어떠한 요인이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기타 요인이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졸업생 개인의 노동시장 성공은 처음부터 고등교육 과정에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었는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좌우된다. 졸업생 전체의 노동시장 성공은, 학생 개인의 적성에 부합하면서
노동시장 수요에 걸맞은 전공에의 접근성에 달려 있기도 하다. 아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고등
교육 접근성과 준비도를 평가해본다. 각 진술을 읽고 진술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표기하라.

진술

1. 한국의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학
생들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시킨다.
2.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도시/지방 거주 여부 또는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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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미확정

동의

강력히
동의

근거

부록

진술

강력히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미확정

동의

강력히
동의

근거

자 신분과 상관 없이 고등교육 과정
에 잘 대비되어 있다.
3.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도시/지방 거주 또는 이민자 신
분과 상관없이 고등교육 과정에 접근
할 수 있다.
4. 모든 청소년이 고등교육에서 최대한
의 잠재력을 달성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5. 청소년은 고등교육에 대한 선택을 하
면서 노동시장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6. 청소년은 고등교육에 대한 선택을 하
면서 노동시장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7. 성인들은 고등교육 과정에 쉽게 진입
할 수 있으며 복귀할 수 있다.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중고등학교 유형 중에 학생들을 고등교육에 더 잘 대비시켜 주는 학교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가?
- 청소년들의 고등교육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것은? 어떠한 역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가?
- 중요하게 간주되는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 기관은 어느 정도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
는가?
- 고등교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이 이용하는 취업시장 정보는 주로 어떠한 유형인가?
-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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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질문은 고등교육 졸업생의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각기 다른 시점에 걸쳐 양적으로
측정한 내용이다. 여기서“성과”는 수입과 노동시장 참여율, 고용률, 장기간 또는 잦은 실업
상태 등을 포함한다. 기타 고려 요소는 졸업생들의 근무 형태(예. 풀타임, 파트타임, 기간제
근로 계약 또는 갱신형 계약)이나 졸업생의 직업과 자질 및 역량 매치 정도이다. 각 진술을
읽고 졸업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각 시점마다 어떤 성과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표기하라.

진술

저조

양호

우수

매우
우수

최상

근거

졸업생은 고등교육 학위를 보유하지 않
은 또래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 어떠
한 성과를 내는가?
a. 졸업
b. 졸업
c. 졸업
d .졸업
e .졸업

후
후
후
후
후

약 6개월
약 1년
2-3년
5년
10년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여러 시점에서 볼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
가?
- 초반에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낸 졸업생의 특정 집단 (특정 전공, 학위 수준, 기관 유형
등)이 노동시장에서 유사한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 졸업생의 성과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
앞의 질문에서는 “일반적인” 고등교육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였으나 각 졸업생
은 각자만의 전공 분야가 있다. 아래 질문은 다양한 전공 분야의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묻고 있다. 아래 전공 분야를 살펴보고 각 분야의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가 전체적인 졸업생의
성과 평균에 비교하여 어떠한지 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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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분야

저조

양호

우수

매우
우수

최상

근거

아래 전공 분야의 졸업생 노동시장 평균
성과는 전체 졸업생의 성과 평균과 비교
했을 때 어떠한가?
a. 교육
b. 예술과 인문학
c. 사회 및 행동 과학
d .경영
e .법
f. 자연 과학 및 수학
g. 정보 및 통신 기술
h. 공학
I. 보건 및 복지
j. 농업 및 식물학
k. 기타 전공 분야
(이름을 적으시오)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여러 전공 분야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졸업생 성과의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 증거는 무엇인가?

.
학생들은 특정 수준의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한다. 아래는 다양한 학위 수준의 성과를 비교하
는 질문이다. 아래 학위 수준을 보고 각 수준의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가 전체적인 졸업생의
성과 평균에 비교하여 어떠한지 표기하라.

학위 수준

저조

양호

우수

매우
우수

최상

근거

다음 학위 수준을 마친 졸업생들의 노동시
장 성과는 학위 전반의 노동시장 성과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가?
a.
b.
c.
d.

ISCED
ISCED
ISCED
ISCED

레벨
레벨
레벨
레벨

5
6
7
8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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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다른 학위 수준의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다양한 학위 수준의 졸업생 성과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
학생들은 특정 유형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졸업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기관에서 나오는 성과
를 비교해본다. 아래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을 보고 각 기관의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가 전체적인
고등교육 기관 졸업생의 성과 평균에 비교하여 어떠한지 표기하라.

고등교육기관 유형

저조

양호

우수

매우
우수

최상

기관
집단 내
성과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가?

근거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생의 성과
와 비교 시 어떻게 다른가?
a. 대학
b. 비(非) 4년제 고등교육 기관
c. 명문 고등교육 기관
d. 비명문 고등교육 기관
e. 연구 중심 대학
f. 교육 대학
g. 국립 고등교육기관
h. 사립 고등교육기관
I. 기타 유형 기관
(이름을 적으시오)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의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다른 고등교육 기관의 졸업생 성과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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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기관과 기타 주체의 특정 관행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를 효과
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각국의 고등교육제도에서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또한 졸업생들의 성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본다. 관행과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대한 추가 정보는 첨부 A를 참조하라.

.
고등교육 기관은 학생들이 노동시장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다.
아래 목록은 그러한 방안을 나열하고 각국의 고등교육제도에 이러한 방안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묻는다. 아래의 방안에 대한 설명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대한 영향은 부록
A를 참조하라. 기타 관행에 추가적인 방안을 작성해도 좋다. 아래 방안을 읽고 각국의 고등교육
제도 내 이러한 방안이 고등교육의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자주 활용되는지
표기하라.

구분

절대
없음

드물게

때로

자주

일반적으로

근거

고등교육 기관은 아래 관행을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개선에 어느 정도 활용하
는가?
a. 학교에 설치할 학과 선택을 위한 졸
업생 취업 결과 수집
b.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졸업생 취업
결과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한 졸
업생 취업 결과
d. 학교에 설치할 전공 선택을 위한 고
용주, 노동조합과 기타 관계자들과
의 협력
e.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고용주, 노동
조합과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
f.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와의
기타 방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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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대
없음

드물게

때로

자주

일반적으로

근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
g. 교육과정에 통합된 근로 학습
h. 혁신적 교수학습법
i. 교수진의 교수법 향상 지원
j.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공부 대비를
위한 신입생 입학 절차
k. 고등교육에 충분히 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도울 보조 프로그램 및 학
문적 지원
l. 학생의 성공을 돕는 기타 방식의 지
원(예. 효과적인 학습 방법 훈련 등)
m. 교육과정의 국제화
n. 해외 학습 기회
o.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 지원
p.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키우는 과외
활동
q.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지원
r. 기타 관행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자국에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안은 무엇인
가? 이 방안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 가장 드물게 활용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 고등교육 기관, 학생, 사회적 파트너, 기타 관계자들이 상기 관행 (드물게 이용되는) 의 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자국에서 활용되는 방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고등교육 기관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관련 기술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다.
아래 표는 각국 고등교육제도에서 표 2.1에 기록된 관행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묻는다 (“전혀”에
표기한 내용 제외). “효과적”이란 단어는 관행이 노동시장의 적합성과 졸업생의 성과를 얼마나
잘 지원해주는가를 의미한다. 아래 방안에 대한 설명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부록 A를 참조하라. 각 항목을 읽고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효과적인 정도를 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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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약간

적절히

매우

지극히

근거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다음과 같은 관행은 얼
마나 효과적인가?
a. 학교에 개설할 학과를 선택하기 위
한 졸업생의 취업 결과 수집
b.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졸업생 취업
결과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한 졸
업생 취업 결과
d. 학교에 개설할 전공을 선택하기 위
한 사회적 파트너(고용주와 노동조
합)와의 협력
e.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사회적 파트
너(고용주와 노동조합)와의 협력
f. 사회적 파트너(고용주와 노동
조합)와의 기타 방식의 협력(구체적
으로 명시하시오)
g. 교육과정에 통합된 근로학습
h. 혁신적 교수학습법
i. 교수진의 교수법 향상 지원
j.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공부 대비를
위한 신입생 입학 절차
k. 고등교육에 충분히 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도울 보조 프로그램 및 학
문적 지원
l. 학생의 고등교육 과정의 학업 성공을
돕기 위한 학문적 지원
m. 교육과정의 국제화
n. 해외 학습 기회
o.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 지원
p. 노동시장 관련 역량을 키우는 과외
활동
q.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및 지원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자국에서 고등교육 기관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 방안이 특별히 효과적인 이유는?
- 고등교육기관의 효과적인 관행 활용에 주된 방해 요인은?
- 고등교육 기관, 학생, 사회적 파트너, 기타 관계자들이 상기 관행 (드물게 이용되는) 의 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자국에서 활용되는 방안 중 특별히 효과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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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섹션은 자국에서 활용되는 정책 수단과, 이들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효과적
인 정도를 묻는다. 정책수단과 더불어 정책수단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부록 B를 참조 바란다.

.
OECD 회원국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재정지원으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수단과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에 관한
추가 정보는 부록 B를 참조하라. 아래 기록된 정책 수단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기하라. 자국에 도입되지 않은 정책 수단이라면 적용 불가에
표기하라.

구분

아래 재정지원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적
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a.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목표에 대
한 성과 협약
b.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지표에 대
한 성과 기반 재정지원
c.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시장 관련 전공
개설을 지원하는 포뮬러 기반 재정지원
d. 노동시장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을
위한 인프라 기금
e.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
교수학습 지원 기금
f.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학생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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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불가

전혀
그렇지
않음

약간

적절히

매우

지극히

평가
근거

부록

구분

적용
불가

전혀
그렇지
않음

약간

적절히

매우

지극히

평가
근거

g.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가 우수한
전공 등록을 장려하는 지원금
h.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가 우수한
전공 등록 장려를 위한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i. 고등교육 기관 및 사회적 파트너의 협
력 지원금
j. 기타 재정 수단(구체적으로 적으시오)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지원 정책 수단은? 이유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수단이 있는가? 이유는?
파악된 재정 지원 정책 수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바뀐 이유는?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어떠한 추가적 증거가 필요한가?

.
OECD 회원국은 다양한 규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한다. 이러한 정책수단과 정책수단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려면 부록 C를 참조하라. 아래 정책수단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는 정도를 표기하라. 자국에 도입되지 않은 정책이라면, 적용 불가에 표기하라.

구분

적용
불가

전혀
그렇지
않음

약간

적절히

매우

지극히

근거

아래 규제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a. 적합성 및 성과 기준을 포함한 기관
또는 전공 차원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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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불가

전혀
그렇지
않음

약간

적절히

매우

지극히

근거

b.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가 저조한
전공 등록 제한
c.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가 저조한
전공 분야의 학생에 대한 공적 지원
금 제한
d. 고등교육 과정 또는 특정 전공에 대한
최소 입학 기준
e. 학생을 위한 학문적 보조 프로그램
규제
f. 고등교육기관과 사회적 파트너 (고용
주 및 노동조합)와 교류해야 하는 규정
g. 고등교육기관이 졸업생 역량 인증서
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h. 기타 규제 정책 수단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 수단은? 이유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특정 수단이 있는가? 이유는?
파악된 재정 지원 정책 수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바뀐 이유는?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어떠한 추가적 증거가 필요한가?

.
OECD 회원국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
한다. 이러한 정책수단과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 정보는 첨부
D를 참조하라. 아래 정책수단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
는지 표시하라. 자국에 도입되지 않은 정책이라면, 적용 불가에 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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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분

전혀
효과적
이지
않음

약간
효과적

어느
정도
효과적

매우
효과적

지극히
효과적

모름

적용
불가

평가
근거및
코멘트

아래 정보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적
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
인가?
a. 학생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b.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c. 고용주를 위한 학생 등록률 정보
d. 기타 정책 수단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정책 수단은? 이유는?
고등교육기관과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은? 이유는?
파악된 정보 정책 수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바뀐 이유는?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는?

.
OECD 회원국은 다양한 조직적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한다. 조직적 정책 수단은 두 가지 형태를 띌 수 있다. 하나는 “절차상의(procedural)”
성격을 띈 형태로, 정부가 정책 과정을 이끌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이 자원(예. 직원,
시설 등)을 이용하는 형태다. 이것이 또 다른 재정지원, 규제, 정보 및 실질적인 수단을 낳을
수 있다. 두번째는 “실질적(substantive) 수단”으로 예를 들면 정부의 직접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있다. 이러한 정책 수단과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알아보려면
첨부 E를 참조하라. 아래 정책수단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시하라. 자국에 도입되지 않은 정책이라면, 적용 불가에 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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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효과적
이지
않음

약간
효과적

어느
정도
효과적

매우
효과적

지극히
효과적

모름

적용
불가

평가
근거및
코멘트

1. 아래 절차적 정책수단은 노동시
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a.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뒷받침하는 일관되고 체
계적인 정책 설계 및 실행의 전략
적 기획
b. 사회적 파트너(고용주 및 노동 조
합)와 학생을 포함하는 정책 네트
워크(예. 협의회)
2. 아래 실질적 정책수단은 노동시
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a. 정부 운영의 학생 취업센터
b. 정부 운영의 학생 대상 근로 기회
c.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3. 기타 조직적 수단은 얼마나 효과적
인가? (명시하시오)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적 정책 수단은? 이유는?
고등교육기관과 학생, 사회적 파트너의 행동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은? 이유는?
파악된 조직적 정책 수단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바뀐 이유는?
파악한 각 수단의 효과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는?

.
지금까지의 섹션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
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시장의 적합성과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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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는 정책 수단 역시 널리 이용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고등교육뿐만이 아닌 기타 정책 영역에서의
수단까지 포함된다. 위에 언급한 간접적 정책수단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표기하라. 이러한 정책수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발견할
수 없다면 빈칸으로 두라.
간접적 정책수단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a.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정액 교부금
b.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 포뮬러 기반
지원금(예. 특정 노동시장 적합성 목
표에 국한되지 않는)
c. 일반적인 학자금 지원 (특정 노동시
장 적합성 목표에 국한되지 않는)
d.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활동 지원금
e. 고등교육 기관의 연구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타 공공 정책(예:규제사항)
f. 고등교육 기관의 교류 활동 지원금
g. 고등교육 기관의 교류 활동을 지원
하는 기타 공공 정책 (예:규제, 정보,
조직적)
h. 고등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폭넓은 규제
i. 세금 정책
j. 고등교육을 보완하는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예. 병원의 병실
공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정책)
k. 기타 언급되지 않은 정책(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위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 보다 폭넓은 정책적 여건이 노동시장 적합성과 졸업생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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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단은 홀로 작동하지 않는다. 고등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이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 수단은 경제 및 보다 폭넓은 범주의 사회적 영역을 지원하므로 이 또한 고등교육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레벨의 정부 부처 또는 중앙 정부, 초국가 기구
등이 활용하는 수단 역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래 정책 수단이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표시하라. 상호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두라.

정책 수단 간의 상호작용

코멘트

1. 재정지원 정책 수단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2. 규제 정책 수단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3. 정보 정책 수단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
의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4. 조직적 정책 수단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5. 다양한 유형의 정책 수단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이러한
작용은 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예를
들어 특정 재정지원 정책 수단이 규제 또는 정보 정책 수단과 어떻
게 작동하는가?
6.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
이 보다 폭넓은 정책 수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예를 들어
특정 재정지원 수단이 규제 또는 정보 정책 수단과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가?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수단의 효과를 개선하는가 감
소시키는가?
#
-

추가로 생각해볼 질문
어떠한 정책 수단의 조합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가? 이유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조합은? 이유는?
어떠한 기타 정책 수단이 보다 나은 성과를 강화 및 보완할 수 있겠는가?
특정 정책 수단 사용에 주요 방해 요인은? (개별적 또는 조합 형태일 때)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일반적인 고등교육 및 –기타 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 어떠한 접근 방식이 좋은 조화를 뒷받침하는가?
- 각국에서 효과적인 조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이를 어찌 다루고 있는가?
- 자국 정부에 다양한 레벨이 존재할 때, 다양한 부처 레벨 간의 정책은 어떻게 조화되는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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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아래의 표는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에 고등교육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행을
나타낸다.

정책수단

추가 세부 사항

고등교육기관은 개설할 학과를 결정할 때 졸업생 성과 정보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졸업생
의 우수한 역량 및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전공을 제공한다.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역량 성과 : 예) 고등교육을 통해 개발하는 지식 및 역량. 기술적, 전문적, 전공 지식
a. 학과 개설 선택을 위한
및 역량과 보다 폭넓은 다영역적 역량 (예. 문해력 및 문제 해결력 등의 인지 역량과
졸업생 성과 정보
언어 소통, 팀웍, 인내, 주도성, 리더십, 자기 관리 등의 사회 감성적 역량)
- 노동시장 성과 : 노동인구의 일부가 된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결과. 다음과 같은 지표로
측정한다 : 졸업생 소득, 고용률, 실업률, 노동시장 정착도, 근로 형태 (예. 전일제, 시간제,
기간제 근로 계약, 갱신형 계약), 졸업생의 자질 또는 역량과 직업의 매치
b.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졸업생 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
졸업생 성과 정보 량을 구축하는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고등교육기관은 졸업생 성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보다 나은 취업
돕기 위한 졸업생
수 있는 전공 선택을 도울 수 있다.
성과 정보

성과로 이어질

d. 학과 개설 선택을
위한 고용주, 노동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설치할 학과를 선택한다. 이로써 노동시장의
조합과 기타 관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들과의 협력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로써
노동시장에 적합한 전공과 고용주들이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e. 교육과정 설계를
다음의 예가 있다.
위한 고용주, 노동
- 기업, 노동조합 및 기타 기관의 직원과 교직원이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의 설계와 내용에
조합과 기타 관계자
협력한다.
들과의 협력
- 외부 또는 초청 강사로 참여하는 기업 및 노동조합의 직원과 전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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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정부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소개한다.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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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부 사항

a. 성과기반 계약

정책입안자들은 향후 몇년 간 고등교육 기관이 달성할 성과에 관해 고등교육기관과 계약을
맺는다. 주로 양적, 질적(산출과 결과) 목표치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 고등교육 기관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 계약에는 전공의
노동시장 적합성에 관련된 항목과,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성과기반 계약에는 재정지원 관련 협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재정 지원을 회수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각 고등교육기관의 성과기반
계약은 보다 넓은 범주의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을 향한 전략에 내포된 경우가 많다.

b. 성과기반 재정지원

정책입안자들은 합의된 지표에 기반한 고등교육기관의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일부 또
는 전체를 연계시키기 위해 성과기반 재정지원 방식을 활용한다. 합의된 지표에는 노동시
장의 적합성 및 성과 관련 지표도 포함된다. 주로 고등교육기관이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책입안자들은 고용, 소득, 근
로의 질 등의 노동시장 성과 외에도, 양질의 학습 결과와 연관된 지표를 선택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목표 달성 시에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달성에 실패할 때 재정
지원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수준까지는 달성해야 지표에 연계된
재정지원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c. 고등교육 기관을
위한 포뮬러 기반
재정지원

정책입안자들은 포뮬러 기반 재정지원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한
다. 포뮬러는 고등교육 기관에게 특정 활동을 위해 주는 보조금 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성
과 지표 등)을 기초로 한다.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 제고를 목표로 하는 포뮬러 기반
의 재정지원은 관련된 노동시장 성과 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 학문
분야나 학위 수준의 전공을 대상으로, 노동 시장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공을 개설하도
록 고등교육기관에 장려할 수 있다.

d. 특정목적 인프라
지원금

정책입안자들은 특정 전공 또는 학위 수준, 특정 노동시장 활동을 대상으로 인프라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회성 인프라 기금을 제공하여 특정 전공/학위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짓거나 보수하고 내구재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이러한 지원을
받아 정책 대상의 전공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짓거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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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부 사항

e. 특정목적 교수학
습 지원금

정책입안자들은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파악, 배포, 실행하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보상하
기 위해(예. 강의 우수상) 보조금으로 교수학습법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시장 관련 역량 개발을 돕는 혁신적인 교수학습법을 장려할 수 있다.

f. 학생 바우처

정책입안자들은 학생들의 전공 등록금 납부에 직접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고등교육기
관을 간접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학생들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전공 등록금 일부
또는 전체를 납부한다. 소득수준별 학자금 대출은 특정 형태의 바우처이다. 학생 바우처
는 고등교육기관 등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전체 또는 일부를 커버할 수
있다.
학생을 유치하려는 경쟁은 고등교육기관이 보다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전공
학과를 개설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g. 특정목적 등록금
수준

정책입안자들은 등록금 수준을 조정,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특정 전공의 등록금을
낮추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가 되는 전공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낮은 비용은
학생들이 이러한 전공에 등록하도록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진로 카운셀러 등에게 이러한 전공 분야가 노동
시장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h. 특정목적 학자금
대출 및 교부금

정책입안자들은 교부금 또는 우대 조건의 대출로 특정 전공이나 학위 수준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상기 재정적 인센티브는 졸업 후 특정 직업군에서의 최소 근속 연수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등록금 할인은 학생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특정 전공 분야를 우대한다는 신호를 보여준다. 보조금은 특별히 강한 신호 효과
(signaling effect)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에게 특정한 선택이 다른 안보다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을 명백히 제시한다.

i. 고등교육과 사회적
파트너의 협력을 위
한 지원금

정책입안자들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관련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고용주
및 노동조합)와 고등교육기관의 협력을 지원하는 재정을 제공할 수 있다. 협력은 학업
계획 및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근로 기반 학습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부록 A: d,e,f,g
를 참조].
사회적 파트너는 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 비용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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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추가 세부 사항

a. 기관 또는 전공 차
원의 인증

기관 인증은 기관의 고등교육 분야 진출과 지속적인 운영을 통제한다. 기관은 운영 또는
특정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한 또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또한 기관
인증은 고등교육기관이 공공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일 수 있다.
전공 인증은 고등교육 전공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격을 갖추거나 동시에 국가
품질인증 체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제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직접적 또는 기관을 통해) 인증 절차를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노동시
장 적합성 기준의 충족을 요구함으로 고등교육제도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전문적 또는 다영역적 역량 등의 학습 성과 또는 고용 및
수입 등의 노동시장 성과가 포함될 수 있다.

b. 등록률 제한

정책입안자는 노동시장 성과가 저조한 특정 전공 분야 또는 학위 수준의 입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재정 지원 대상의 숫자를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등록률을 제한할
수 있다. 앞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제도 전체에 적용하면(학생들이 고등교육 기관 사이를
옮겨 다니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특정 전공/학위의 졸업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c. 학생을 위한 공공
재정지원의 접근성

정책입안자들은 기관 또는 전공 차원에서 규제의 역치(threshold)가 되는 기준을 적용하
여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 전공이나 기관 차원에서 규제의
역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예. 졸업생들이 명시된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제공하는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d. 고등교육기관 또는
특정 전공의 최소
입학 기준

정책입안자들은 고등교육기관이 학생을 입학시킬 때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충분히 대비되도록 한다. 요건의 예로 국가
대학입학시험 점수나 고등학교 졸업장 등이 있다.
고등교육 과정에 충분히 대비된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확률이 높고 보다
나은 노동시장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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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학생을 위한 보조
학습 지원

정책입안자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이 보조 지
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고 노동
시장에 적합한 지식 및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f. 고등교육기관과
사회적 파트너와의
교류 규정

정책입안자들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관련 역량 개발을 돕는 다양한 방안에 있어서 고등교
육기관이 사회적 파트너(고용주 및 노동조합)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검토 및 내부 질 보증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또는 교직원과 직접적으로).

g. 고등교육기관이
졸업생 역량 인증
서를 제공해야 한
다는 규정

정책입안자들은 고등교육기관에 성적 증명서가 포함된, 이해하기 쉬운 인증서를 개발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인증서에는 학생들이 전공을 통해 개발한 역량 외에도 과외
활동, 근무 경력(근무 경험을 통해 특정 역량을 개발하게 되므로)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잠재적 고용주에게 졸업생이 배운 내용과 업무 능력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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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아래의 표는 정부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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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추가 세부 사항

a. 학생들을 위한 노
동시장 정보

정책입안자들은 학생들에게 각 전공으로부터 기대하는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란 졸업생 수입, 고용률, 직업 만족도 등에 대한 데이터다. 학생
들은 이러한 정보와 본인의 적성 및 선호도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여 각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을 선택한다.

b.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정책입안자들은 고등교육기관에 졸업생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여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설문조사, 인구조사, 행정적 데이터와 미래 예측
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개설할 전공 선택과 교육과정 개발 관련 결정
등을 할 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

c. 고용주를 위한 학생
등록률 정보

정책입안자들은 졸업하는 학생 수와 시기 예측 등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전공 등록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보다 나은 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고 채용 활동 대상으로 특별히 유리한 고등교육기관을 파악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러한 기관과 더욱 능동적으로 협력하게 될 수 있다.

부록

[

1-E]

아래의 표는 정부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소개한다.

정책수단

추가 세부 사항

a. 전략적 기획

정책입안자들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제도를 계획하고 감독한다. 명확한 정의와 설명을
갖추고 폭넓게 공유된 정책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 기획은, 다양한 정책 수단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과 보다 큰 정책 환경과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책 담당자들은 고등교육제도의 전체적인 전략을 통해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 개선
에 알맞은 정책 수단을 선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이 모든 정부 부처에서 조화를 이루
며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b. 정책 네트워크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적 파트너(고용주 및 노동조합)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
를 통하여 정책 절차를 개발하고 이끌 수 있도록 돕는다.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및 절차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정책 과정을 지원하며 기타 수단의 성공적인 실행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입안자들은 면대면 관계자 회의나 논문 서면 피드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사안의 검토를 위해 심사, 자문단 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등교육 체계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개선에 범정부적인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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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F]

조직적 정책 수단은 정부의 자원에 관여한다. 실질적인 정책 수단은 상품 및 서비스의 직접적
인 제공자로서 정부를 관여시킨다.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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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부 사항

a. 학생 취업센터

정부 기관/ 공공 기관은 직접적으로 대학 캠퍼스의 취업 센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공무원 또는 고등교육기관 직원이 운영할 수 있다.

b. 근로 기반 학습

정부 기관/공공 기관은 학생을 위한 근로 기반 학습을 제공한다.

c. 교육 프로그램

정부 기관/공공 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을 정부의 하위 부서 또는 비정부 기관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예: 국방부 소속의 군사 학교)

부록

[

2]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고자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조
사로 OECD에서 개발한 진단도구를 번안한 것이며,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부의 정책 수단의 효과’ 등에 대해 진단하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의견은 관련 정책의 성과 개선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응답내용은 일체 비밀로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개별 응답내용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 및 분석하여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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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담당자별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박성호(☎ 043-530-9546 /
- 공동연구자 : 박근영(☎ 043-530-9438 /
- 연구 조원 : 은수진(☎ 043-530-9637 /

psh75@kedi.re.kr)
kpark9@kedi.re.kr)
evernal@kedi.re.kr)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 연구책임자 : 박성호
■ 공동연구진 : 권순형, 권희경, 길혜지, 김은영, 박근영, 이기준, 최정윤(이상 한국교육개발원),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주희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Note: 본 설문에서 ‘대학’은 국내 4년제 또는 전문대학이며, ‘졸업생’은 국내 4년제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생을
의미합니다.

A.
다음은 최근 3년 이내 대학과정을 마친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진술에 대해 ‘평균적인 졸업생’의 경우를 기준으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A1.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은 다음에 제시된 역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지니고 있다.
(※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조)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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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전문 지식과 역량

①

②

③

④

⑤

b. 일반 인지 역량

①

②

③

④

⑤

c. 사회·감성 역량

①

②

③

④

⑤

d. 향후 10~15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기술 또는 역량

①

②

③

④

⑤

부록

<용어설명>
 전문 지식과 역량: 전문 지식과 역량은 ‘특정 분야(subject matter)’에 대한 이론적, 실용적 이
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준에서는 학과별로 구분된다. 특정 수준의 전문 지식
과 역량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고용주들은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자질을 취업 지원자들을 가려내는 첫 번째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 인지 역량: 일반 인지 역량은 복잡한 정보를 이해, 해석, 분석, 소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를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양한 인지 역량의 한 가지
예로 ‘비판적인 사고(critical thinking)’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상황
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을 찾아내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 · 감성 역량: 사회·감성적 역량은 목적성취(인내, 자기통제, 목표를 향한 열정), 타인과의
협업(사교성, 존경과 돌봄), 감정조절(자존감, 낙천성, 자신감) 등에 필요한 자질을 의미한다.
※ 출처 : OECD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Final Report] (EDU EDPC2017-2)

A1-1. 위 (A1)과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최근 대학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A2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b. 근로 임금 및 여건에 만족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c. 현재 업무가 본인의 자격과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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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위(A2)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3. 고용주들은 다음의 적절한 특성을 지닌 대학 졸업자를 찾기 어려워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전문 지식과 역량

①

②

③

④

⑤

b. 일반 인지 역량

①

②

③

④

⑤

c. 사회·감성 역량

①

②

③

④

⑤

d. (고등교육 수준에 맞는) 고급 지식 및
기술

①

②

③

④

⑤

A3

A3-1. 위(A3)과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38

부록

A4. 정책 담당자들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우려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우려한다

매우 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A4-1. 위(A4)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5.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용어설명>
 노동시장 적합성 : 노동시장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은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혁신을 주도한
다.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능은 일반 인지 역량이나 사회·감성 역량과 같은 영역 일반적
(transversal) 기능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 학문별로 특화된 지식과 역량을 포함한다.
 노동시장 성과 : 노동시장의 성과는 ‘고용상태’, ‘수입’,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졸업생들이 지닌
역량의 수준이 부합하는 정도’ 등을 포함한다.
※ 출처 : OECD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Final Report] (EDU EDPC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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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고등교육(=대학교육) 이외 어떤 요인이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7. 다음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A7
a.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대학에서 필요한 역량을 잘
준비시킨다.
b.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
이민자 신분과 무관하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c.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
이민자 신분과 무관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d. 모든 학생이 대학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노동시장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f.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g. 성인들의 대학 편입학이 용이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8.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①

240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②

③

④

⑤

부록

A8-1. 위 (A8)과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9. 전공 선택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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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①

h. 혁신적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I. 교수진의 교수법 향상을 지원한다.

j. 학업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 절차를 마련한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①

g.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일-학습 병행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①
①
①
①
①

①

f. 기타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이 협력한다.

②

②

②

①

e. 교육과정 설계 시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력한다.

①

①

d. 전공 선정을 위해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이 협력한다.

②

②

①

c.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해 졸업생의 취업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

②

②

①

①

k. 고등교육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도울 보조 프로그램 및
학문적 지원 방안 마련한다.
l. 기타 다른 방식(ex.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으로 학생들의 대학교육
적응을 돕는다.
m.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n. 해외에서 학습할 기회 제공한다.
o.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 노동시장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q.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한다.

①

a. 전공 학과의 설치 및 개편에 졸업생들의 취업 성과를 반영한다.

B1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보통
이다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①
①
①
①

⑤
⑤
⑤
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①

①

⑤
⑤

①

⑤

①

①

⑤

⑤

①

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매우
보편적으 전혀
수행
효과적이
효과적이
로
되고 있다
지 않다
지 않다
수행
되고 있다

(1)이용정도
전혀
수행
수행되고
되고 있지
있지
않다
않다

b. 졸업생의 취업성과를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한다.

생각하십니까?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보통
이다

(2)효과성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매우
효과적이
효과적이
다
다

B1. 우리나라 대학들은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라

B.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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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1-1. 위 (B1)의‘a~q’중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 개선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1-2. 위 (B1)의‘a~q’중에서 가장 드물게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1-3. 위 (B1)의‘a~q’중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 개선을 위해 활용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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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 위 (B1)의‘a~q’중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졸업생 성과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1-5. (위 (B1)의‘f’문항과 관련하여) 대학이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들과 위에서 언급
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주십시오.

244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a. 정부와 대학 간 성과기반 계약

b. 성과기반 재정지원(PBF ; Performance Based
Finance)

c.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포뮬러 기반 재정지원

d. 학생 바우처(대학을 통한 등록금 지원 포함)

e.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f.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g. 특정 전공 또는 학위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금

h. 특정 목적의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i. 교수-학습 지원금

j.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간 연계를
위한 지원금

k. 대학과 사회적 파트너(ex. 고용주, 노동조합) 대상 일
기반 학습 병행(work-based learning) 장려 지원금

l.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재정정책수단
(직접입력 :
)

C1

매우
효과적
이지
않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효과적
이지
않다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보통이다 효과적이다

(1)시행정도

⑤

⑤

⑤

①

①

①

①

①

⑤
⑤

①

⑤

①

①

⑤
⑤

①

①

①

①

매우 낮다

⑤

⑤

⑤

⑤

매우
효과적
이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낮다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보통이다

(2)효과성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높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매우 높다

‘(1) 우리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으며, ‘(2) 각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C1. 다음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각 정책을

C. 정책수단의 효과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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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위 (C1)의‘a~l’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원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대상

재정지원정책

이유(근거)

a. 학생

b. 대학

c. 기업

C1-2. 위 (C1)의‘a~l’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비효과적인’ 재정지원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대상

a. 학생

b. 대학

c.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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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정책

이유(근거)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b. 최소 입학 기준 부여

c. 보충학습 의무 제공

d. 인력 수급 기반 정원 규제

e. 노동시장 저성과 전공대상 재정지원
제한

f.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산학 연계
의무화

g. 대학의 졸업생 역량(ex. 전공 외 활동,
직무경험 등) 증빙 의무화

h.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규제 수단
(직접 입력 :
)

매우
효과적이
지 않다

a. 성과 평가 기반 인증제도

C2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효과적이
지 않다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보통이다

(1)시행정도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효과적이다

⑤

⑤

⑤

①

①

①

①

①

⑤

⑤

①

⑤

①

①

⑤

⑤

매우 낮다

매우
효과적이
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낮다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보통이다

(2)효과성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높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으며, ‘(2) 각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매우 높다

C2. 다음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정책]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각 정책을 ‘(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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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위 (C2)의‘a~h’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

재정지원정책

이유(근거)

a. 학생

b. 대학

c. 기업

C2-2. 위 (C2)의‘a~h’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비효과적인’ 규제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

a. 학생

b. 대학

c.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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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정책

이유(근거)

①

①

①

b. 고등교육기관
(또는 대학)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

c. 고용주를 위한 전공별 학생 수 정보
제공

d.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정보정책수단
(직접입력 :
)

①

매우
효과적이
지 않다

a. 학생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제공

C3

②

②

②

②

효과적이
지 않다

③

③

③

③

보통이다

(1)시행정도

④

④

④

④

효과적이다

⑤

⑤

①

①

①

①

⑤

⑤

매우 낮다

매우
효과적이
다

②

②

②

②

낮다

③

③

③

③

보통이다

(2)효과성

④

④

④

④

높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으며, ‘(2) 각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⑤

⑤

⑤

매우 높다

C3. 다음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정책]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각 정책을 ‘(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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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위 (C3)의‘a~d’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효과적인’ 정보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

재정지원정책

이유(근거)

a. 학생

b. 대학

c. 기업

C3-2. 위 (C3)의‘a~d’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비효과적인’ 정보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

a. 학생

b. 대학

c.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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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정책

이유(근거)

①

①

①

①

①

①

b. 부처간(또는 부처 내) 협력을 통한
전략적 계획 (Strategic Planning) 수립

c. 정부 지원의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d.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e.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f.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조직 활용
정책수단
(직접입력 :
)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

a. 정책 네크워크(Policy Networks)(ex.
사업별 정책 자문단 및 협의체)

C4

주시기 바랍니다.

②

②

②

②

②

②

효과적이지
않다

③

③

③

③

③

③

보통이다

(1)시행정도

④

④

④

④

④

④

효과적이다

①

①

⑤

⑤

①

①

⑤

⑤

①

①

매우 낮다

⑤

⑤

매우
효과적이다

②

②

②

②

②

②

낮다

③

③

③

③

③

③

보통이다

(2)효과성

④

④

④

④

④

④

높다

⑤

⑤

⑤

⑤

⑤

⑤

매우 높다

것입니다. 다음 각 정책을 ‘(1) 우리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으며, ‘(2) 각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C4. 다음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직(Organization)차원의 정책] 시행을 유형화하여 제시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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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 위 (C4)의 ‘a~f’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효과적인’ 조직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

재정지원정책

이유(근거)

a. 학생

b. 대학

c. 기업

C4-2. 위 (C4)의‘a~f’중에서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정책 대상별로‘가장
비효과적인’ 조직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대상

a. 학생

b. 대학

c.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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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정책

이유(근거)

부록

D1.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
D1-1. 어떤 정책수단 간의 조합이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
적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있다면 들어 주십시오.

D1-2.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어 관련 정책 간 충돌로 인하여
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D1-3.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어 정책 내·외적으로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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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배경정보

E1. 교수님께서 현재 혹은 가장 최근에 대학에서 맡으신 보직은 무엇입니까? 해당 보기를
선택하여 주신 후 해당 보직명을 적어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처장

(구체적으로 :

)

② 학장

(구체적으로 :

)

③ 산학협력단장, 특성화사업단장 등(구체적으로 :

)

④ 취업진로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등

(구체적으로 :

)

⑤ 학과장

(구체적으로 :

)

⑥ 기타

(구체적으로 :

⑦ 보직 경험 없음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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