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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별로 한국 취업진로기구의 전개과정 및 특징을 비교분석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취업진로기구의 변천과정 속에는 시대마다 취업시장의 판도를 변화시
키는 외부 요인이 존재했다. 취업진로기구의 세대별 특징과 시사점 및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세대(1980년대：부재기)는 취업문화의 출현으로 하위 문화요소들이 생성
되면서 취업진로기구가 잉태하는 시기였다. 2세대(1990년대~IMF이전：태동기)는 취업진
로기구의 형태가 출범한 초기 모습이다. 90년대 초중반은 대기업들의 외형성장에 따른
대규모 정기 공채가 본격화 되면서 대학들이 이러한 취업환경에 탑승하면서 취업진로기
구의 출현으로 연결됐다. 3세대(IMF이후~2004.7.20：출범기)는 IMF 사태 이후 취업공
항으로 이어지면서 위기를 느낀 대학들이 기존의 취업진로기구를 대폭 정비하는 과정에
서 생성되었다. 4세대(2004.8.1.~2015.12：성장기)는 교육부의 권고안으로 대학들이 발
전된 모델을 구축하면서 기구의 입지와 위상이 격상되는 시기였다. 5세대(2016.1~2019.1
2：발전기)는 창업이 취업의 연장선에서 기구내로 병합 되는 시대였다. 취업난이 심화되
면서 취업의 연장선에서 창업이 부상하면서 취업진로기구와 또 한 축을 형성했다. 6세대
(2020.1~ )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디지털시대에 탑승한 비대면 취업환경이 새로운 기구
출범을 가져오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의 의의이자, 시사점은 이제 한국 대학들도 취업진로기구내 인적ㆍ물적 전문화
와 특성화를 시도해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도화된 산업사
회와 가속화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함이다. 한계점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출범한 6세대 취업진로기구에 맞는 모델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 이는 현재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모델 제안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 연구가 탐색한 시대별 특징에 대한 정보와 내용들이 향후 선진화
된 6세대 모델을 구축하는데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취업진로기구, 취업문화, 취업시장, 취업환경, 코로나 위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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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80년대 이래 한국 대학들의 취업진로기구의 전개과정은 기업공채 역사와 더불어 산
업사의 변화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발전해왔다. 해방이후 1957년 삼성물산이 국
내 민간 기업 최초로 공채를 실시하면서 공채역사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기업들이 정형
화된 채용시스템을 갖추고 공채문화(이종구ㆍ김홍유, 2010a)적인 요소를 구비한 채 본
격적인 채용을 실시한 것은 80년대 접어들면서 이루어졌다.
5차 경제개발계획 이전시대(1962~1986)에도 고학력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요와 공
급에 있어 취업난이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로 존재했다. 일자리가 워낙 없던 시대라 고
급인력(김수곤, 1993, 226)의 수요처는 공무원, 일부 공기업 그리고 그룹으로서 모습
을 갖추어가는 대기업들에게 한정 돼 있었던 만큼 전체 채용규모는 양산 되는 대졸 인
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매우 작은 인원에 그쳤다. 따라서 이 시대의 고학력 인력은 인력
소요가 많지 않는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등에도 물론 진출했지만 개발경제의 산업현
장인 육체노동과 직접 생산현장에도 상당수 투입되는 등 노동시장의 메커니즘이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무더기로 쏟아지는 고급인력을 수용하는 고급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원인에서 기인되었다고 볼수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우리 대학사회에 제대로 모습을 갖춘 취업진로기구가 나타나지 않
았던 것은 당시 시대적인 성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학가는 취업진로의
영역을 제대로 다룰만한 여유와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개발경제의 막바지에 대
기업으로 급성장한 민간 기업들의 본격적인 채용에 인력을 공급하는 중심 역할은 분명
히 했지만 이는 취업진로기구의 도움이 아닌 개별적인 취업이거나 혹은 교수들의 추천
정도가 취업 인프라의 전부였던 시대였다.
70년대 신문사들이 쓴 그룹사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인
원을 미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발경제와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것이
다. 문어발식 제조업 진출에 주력하던 기업들이 대졸 인력보다는 현장 노동인력 중심
으로 채용을 한 나머지 실제 고학력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좁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메커니즘은 대학으로 보았을 때는 취업진
로기구의 출범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80년대 중후반 일부 대학에서 학생처내 학생서비스 업무와 취업진로 업무를 병행하
는 인력들이 일부 생겨나거나 혹은 부설 기구로 취업 관련 용어가 붙은 조직이 만들어
진 배경에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대졸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대학 또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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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인력이나 혹은 부서의 필요성을 빈
약하게나마 인식하면서부터 관련 기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는
취업문화라는 개념을 뒷받침 할만한 사회적 현상과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시기
였다고 볼 수 있다(이종구ㆍ김홍유, 2010b).
본 연구의 목적이자, 학술적인 의의는 80년대 중후반부터 발아되기 시작한 국내 대
학들의 취업진로기구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별 취업진로기구가 갖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 세대별 기구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한 차이와 전개양상, 성격, 취업문화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의의와 취지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선진화 된 취업진로기
구를 설정하는 데 있어 보다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범위 및 체계도
본 연구의 범위는 취업진로기구가 발아되는 시점인 8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 한국
사회는 물론 지구촌 사회에 메가톤급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시대 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범위의 주체인 기업과 4년제 대학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공채문화와 취업진로기구의 변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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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대별ㆍ세대별로 취업진로기구를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했다. 물론 이 분
류의 구분과 기준은 취업문화의 하위요소인 공채문화의 구성요소에 전환기를 가져온
사회ㆍ문화ㆍ경제적인 사건과 시점을 통해 이루어졌다(이종구ㆍ김호원, 2008). 각 시
대별ㆍ세대별로 분류된 내용 속에 각각의 취업진로기구가 출범되어지는 시대적인 동향
이나 현황, 형태, 기능, 역할, 특징 등을 총망라 했다. 본 연구의 접근 기법은 취업진로
기구의 변천과정과 생태적인 특징을 탐색적인 연구를 통해 진행했으며 연구모형 및 체
계도는 [그림 1]과 같다.

Ⅱ. 취업진로기구의 동향 및 선행연구
국내 대학가에 취업진로기구의 존재 및 개념이 빈약했던 70년대는 그룹사들이 개발
경제의 활황세를 등에 업고 문어발식 확장으로 한창 사세를 키우던 시대였다. 국가차
원에서는 개발경제의 성장 엔진이 힘차게 구동되는 시기였으며 자립경제와 수출, 인력
개발, 경제발전 등 한강의 기적이 점차 열매를 맺어가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 70년대는 경제성장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물적ㆍ인적 빅 이벤트 들이
쏟아진 시대였다. 전국 일일생활권과 물류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경부고속도로 개통,
한국경제발전과 선진화에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한 KDI 설립, 이어 73년 1차
오일쇼크가 있긴 했지만 울산공업단지 준공과 포항종합제철 완공, 수출 100억불 달성
등으로 집약되는 성공적인 3,4차 경제개발5개년개혁은 한강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으
며 우리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역동적인 사건들로 평가 된다(코리안미러클, 2013,
559-560; 김장호 편저, 2005, 149-150). 당시 산업 역군 가운데 주역이었던 그룹사
들의 채용행보도 이채롭다. 77년 동아일보의 채용기사가 흥미롭다. 70년대 중후반 동
아일보에 기사화 된 그룹사들의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보면 럭키그루웁(그룹) 삼성그루
웁(그룹)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미정으로 나와있다(동아일보,
1977.9.5.).
이는 고학력 인력들의 채용인원이 많지 않았으며 제조 및 건설업의 기능인력 내지
현장 인력 중심의 인력소요(인문사회계열 대졸인력의 구직난, 건설인력, 생산직 인력
등 숙련기능공은 부족현상)가 많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
한 구조의 대졸인력의 수급동향은 취업진로기구를 더디게 출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또한 취업난으로 인해 관련 기구를 태동시키게 만드는 상반되는 또 다른 이유
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채용인원은 적었지만 고급인력 수요처로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초기 그룹사들의 채용 모습에서 대학가는 관련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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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8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취업진로기구를 태동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종구ㆍ조은상ㆍ김홍유, 2009).
<표 1> 1977년9월5일짜 동아일보 주요기업 신입사원 채용계획 기사

출처：동아일보(1977.9.5.) 신문 참고.

80년대~IMF 이전시대는 취업문화의 양태들이 곳곳에서 출현하는 시기였다. 경제
민주화에 탑승한 노동운동의 활성화, 기업들의 세계화 전략, 신흥재벌의 등장과 쇠퇴
(정구현 외 지음, 2008a, 8) 그리고 외환위기를 예고하는 징후들이 조짐을 보이는 시
대였다. 한국 공채역사에서 그룹 차원에서 봄ㆍ가을 신규인력의 정기 공채를 연례행사
로 했던 시대가 이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대학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80년
대 중후반부터 학생처내에서 학생지원 업무와 함께 취업진로 일도 겸업으로 했는가하
면 일부 대학은 학생처 부설 기구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작은 기구를 만드는 대학도
나타났다. 산업발전이 그룹사를 낳고 그룹사들의 그물형 대규모 정기 공채가 취업진
로기구의 1세대를 생성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종구ㆍ김준석ㆍ김호원,
2007a).
90년대 후반은 IMF 사태로 인해 노동시장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시기였다. 외환위
기로 전 기업들이 자의든 타의든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생태계도
급격한 변화 과정을 겪었다. 글로벌 대기업의 출현과 도산, 자산 1조원이상 중견그룹의
증가, 벤처버블 붕괴 등도 이 시기에 일어난 모습 이었다(정구현 외 지음, 2008b, 9).
90년대는 외환위기와 신채용기법(99년3월,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이 발표한 새로운 개
념의 채용방법으로 IMF 이전까지는 대규모 정기 공채, 보통형인재, 그물형 채용방식이
었으나 이후는 소수ㆍ수시 채용, 특이형인재, 낚시형 채용방식으로 변화 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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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으로 취업진로기구의 2세대와 3세대가 연이어 나타나는 취업진로기구 변천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대였다(III장. 시대별 특징분석에서 다룸).
지난해까지 지속되던 신채용기법은 연초에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정
기 공채를 없애는 분위기로 급선회 하면서 대학가는 그야말로 취업절벽과 함께 공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맞는 초유의 시대를 맞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
2020.6.11.A1)은 “바늘구멍도 막혔다. 청년실업 팬데믹” 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A5면
에는 “취업절벽 내몰린 코로나 세대, 최악의 구직시장, 대졸공채 경쟁률 500대1 훌쩍”,
“평생 취업준비생으로 살까 두렵다”는 섬뜩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10대 그룹 중 4
곳만 공채하는 이른바 채용시장 ‘셧다운’ 사태”를 맞고 있다.
<표 2> 시대별 대기업 채용전략 전개과정 및 포스트 코로나 취업환경
기존채용 기법
(1980~IMF이전)

채용
형태
변화

코로나
시대
취업
환경
(2020.1
~현재)

- 대규모 정기 공채
- 범인형/보통형
인재
- 그물형 채용 방식
- 스펙 중심채용
- Over-spec or
시대
- 고비용, 저효율
공채시스템
(그룹공채,
계열사 배치)
▶
▶
▶
▶
▶

신채용 기법
(1999.3~2019.12)
- 정기 공채 및 소수,
수시채용 병행
- 특이형 인재 선호
- 낚시형 채용 방식
- 2015년부터 공기업 NCS
시험 본격화
- On-spec(맞는 인재：일할
수 있는 능력) or Right
people(적합 인재)
- 중비용, 중효율 공채시스템
(계열사별 정기 공채 정착
단계)

코로나 시대(2020.1)~포스트 코로나 시대
- 대기업 정기 공채폐지, 수시채용
전환 및 정착 가속화
(공채 패러다임 대전환)
- 직무역량중심 소수채용 정착화
- 취업난 심화현상 가속화, 대학합병
조짐 및 특성화 지향
- 저비용, 고효율 채용 시스템
(계열사 별 소수, 수시채용 본격화)
- 코로나세대(2020년8월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취업절벽,
취업포비아(공포증)심각, 취업난
공항장애현상

경기침체와 기업경영난으로 정기 공채폐지 따른 대학가 취업난 가속화
비대면(언택트ㆍUntact), 원격, 온라인, 사이버, 화상 등의 서류전형 및 면접 가속화
대학가 취업진로기구 화상 프로그램 도입 본격화, 취업진로교육 새로운 전환기
소수, 수시채용으로 Over–Spec 위축, On-Spec 지향하는 NCS 채용시스템 강화
최악의 구직시장, 취업절벽 내몰린 코로나 세대,채용시장‘셧다운’(2020.6.11)

주：이종구ㆍ김준석ㆍ김호원(2007b) 참고하여 연구자가 코로나 시대 취업환경 및 관련 내용 추가.

취업진로기구의 변화는 이처럼 산업사와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즉, 기업 생태계가 변
화 하는 양상에 맞춰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계획이 짜이고 이는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공급하는 대학의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시스템을 바꾸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다음 III장에서는 시대별로 전개되는 취업진로기구의 특징에 대해서 다각적
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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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업진로기구의 시대별 전개과정 분석
1. 1세대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특성
1980년대 초반은 취업진로기구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시기였다. 기구도 없고 명칭
도 없었다. 하지만 공채문화는 대기업의 채용 확대와 더불어 그 형태가 출현하는 시기
였다. 취업문화의 근간으로 채용과 연결되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공채문화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이종구ㆍ김홍유, 2009). 취
업진로기구의 출발점을 1980년대부터 1세대로 분류하는 이유도 이처럼 취업문화 그리
고 그 하위개념인 공채문화가 이 시대에 출범했기 때문이다. 취업진로기구의 1세대는
학생처내에서 관련 업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특정인이 전담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과 병행 내지 겸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80년대 초중반의 경우
국립대학에서는 부직활동(직업을 구하는 활동)이라는 언어도 적잖이 시용되었다. 지금
은 생소하지만 취업, 추천, 아르바이트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 되는 활동이다.
<표 3> 1세대(1980년대)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현황

업무
내용
및
현황

시대구분(세대)

취업진로기구 전개형태(소속)

취업진로기구 명칭

1980년대(1세대)

부재기(학생처 겸업)

관련 기구 부재

- 학생처 본업과 취업진로 업무 겸업시대: 취업진로 업무 보다는 학생지원행정 및
학생관리업무 주력, 취업진로 업무 미약
- 학생처 구성원 업무 겸업으로 직무 전문화 부재, 학생운동 동향파악 및 대책수립,
장학, 농활 및 봉사, 취업진로 관련 업무는 추천, 아르바이트 정도가 대부분
- 대기업 공채때 학생처 및 학과 교수에게 추천 의뢰(학생처 교직원 혹은 추천 관련
분야의 학과 교수가 직접 맡아 업무 처리함)
- 대학내 취업 및 진로서비스 개념 미정립시대, 취업난은 존재했지만 취업은 구직자
소관이라 여겼던 시대/ 학생 관련 인권, 취업진로 등 권리 및 서비스 미약
- 학생운동 관련 학생관리업무와 장학업무 등이 취업진로 일에 비해 큰 비중 차지

주：연구자가 작성함.

1980년대 학생처의 주된 일은 학생운동 관련 관리업무와 장학업무 등이 취업진로
업무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시대였다. 굳이 취업진로 업무라고 말할 수 있
는 것은 인력추천과 아르바이트 일을 알리는 정도였다. 추천제의 경우 기업들이 학생
처에 의뢰하기도 했지만 채용 관련 학과의 지인 교수릍 통해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
던 시대였다. 취업진로기구의 1세대 동향을 보면 학생처 본업과 취업진로 업무의 겸업
시대 그리고 취업진로 관련 업무는 추천제와 아르바이트 소개가 대부분이었으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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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서비스 개념은 아직 미정립 된 시대였다. 80년대는 한국 사회에 다양한 민주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시대였던 만큼 학생처의 일은 학생운동관리업무가 많았고 이어 장
학, 농활 및 봉사, 취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표 3> 참고).

2. 2세대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특성
취업진로기구의 2세대는 형태가 가시적으로 도출된 상태이다. 태동기 및 발아기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업무가 1세대에 비해 크게 진전, 발전된 모습이다. 80년대를 지나 90년
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학생처 부설이긴 하지만 취업진로기구의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으
로 별도 운영되는 대학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그만큼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또한 취업진
로에 대한 대학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특히 90년대 중후
반에는 국내에서도 취업 관련 공식적인 교과목이 개설되어 성적등급이 Pass 혹은 Fail
이긴 했지만 졸업학점에 포함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대학도 상당수 보였다.
<표 4> 2세대(1990년대~IMF이전)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현황
시대구분(세대)

취업진로기구 전개형태(소속)

취업진로기구 명칭

1990년대~IMF이전
(2세대)

태동기 or 발아기
(학생처 소속)

학생처내 ‘팀’ 혹은 부설 ‘실’
단위로 편제된 대학 출현

업무
내용
및
현황

- 대규모 정기 공채, 범인형인재 및 그물형 채용시대, 취업난은 여전하나 대기업
대규모 채용 탓에 대학가 취업진로기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약했던 시기
- 국내 대학가 취업특강 개념 출현: 일부 대학, 취업정보실 혹은 학생처 취업팀서
주관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및 모의면접 경진대회
- 대우그룹의 인턴채용 붐 확산으로 대기업들 인턴채용제 도입 활성화, 취업 관련
업체들(리크루트사, 인턴사 등) 채용박람회 및 인턴박람회 개최, 대기업 입사 필기
시험(종합인적성검사 도입 이전시대), 전통 필기과목(국어, 영어, 상식)성행 시대
- 취업진로기구 업무는 대기업 인턴채용 지원과 우수인재 추천 및 아르바이트 제공,
기업체 방문 통한 대학 - 기업간 유대 강화

주：연구자가 작성함.

2세대 취업진로기구의 명칭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취업정보실(취업보도실) 혹은 취업
정보센터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학생처 소속이었으며 부설 기구였다. 당시
이런 형태로 운영된 대학의 경우는 타 대학에 비해 발전된 개념이며 여전히 많은 대학
들이 학생처내 ‘팀’ 체제로 업무를 보았다. 2세대 취업진로기구의 주된 업무는 당시 국
내 취업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인턴사원제와 관련된 일과 추천제, 아르바이트 등이었으
며 일부 대학은 취업상담, 취업 관련 대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강연과 세미나 등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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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였다. 하지만 깊이 있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기업 관련 취업진로(HR) 심층상담은
매우 빈약했던 시기였다. 관련 기구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특성화 차원에서 개념
과 인식을 정립 하기에는 여전히 산학정 모두가 공감이 부족했던 시대였다.

3. 3세대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특성
<표 5> 3세대(IMF이후~2004.7.20)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현황
시대구분(세대)

취업진로기구 전개형태(소속)

취업진로기구 명칭

IMF이후 ~2004.7.20
(3세대)

출범기
(학생처 소속)

학생처 부설 기구로 공식
편제(취업정보실, 취업보도과,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 등)

업무
내용
및
현황

- IMF이후 기업 감원경영으로 인한 취업난 가속화, 각 대학 학생처 업무내 취업진
로 관련 업무 분리, 부설 기구(독립 공간) 출현：취업정보실, 취업보도과, 취업지
원센터, 취업보도실, 취업지원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
- 학생처내 겸업 형태에서 부설 업무독립 체제로 변화 하는 과도기 체제 및 시대
- 취업진로기구내 1~2명 정도의 인력이 3~4명으로 증원 추세, IMF 사태 이후 대학
내 취업진로기구 중요성 인식 확대, 졸업생 사회진출 활성화 위한 취업진로 관련
각종 프로그램 도입 시대
- 취업진로기구가 주관 하는 취업 관련 교과목개설 대학 증가(고학년과목이 대부분)
전국 대학교 취업실(과)장협의회 통한 취업진로 관련 정보교환 회의 및 세미나, 교
육 등 활성화
- 각 대학 학생처에서 취업진로기구 공간 분리, 독립 공간 확보 시대
- IMF 사태로 대기업 채용인원 감소 추세, 취업진로기구 우수인재 추천업무 증대
- 인턴사원제 조정기(정부 및 대학이 인턴 주최：1998.6~2002.1), 정부주도형 및
대학주도형 인턴사원제 출범(대학은 취업진로기구가 관련 업무 담당)
- 각 대학 취업진로기구 정부의 청년일자리 프로그램 지원업무 수행
- 대학가 창업보육센터 출범 초기 시대(산학정 공조 업무 전개)

주：연구자가 작성함.

취업진로기구의 3세대는 IMF 사태 이후로 정립된다. 취업진로기구가 보다 선진화된
형태로 대학가에 출현하게 만든 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소수, 수시채용 하에서
취업진로 관련 기구가 선진화 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시대적인 당위성에 봉착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국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처내 부설 기구를 출
현 시킨 시기였다. 학생처내에 있더라도 “팀” 체제로 분리시켜 이를테면 학생지원 및
장학업무 등 기존 업무와는 별도로 취업진로 일만 전담하는 인력을 두기 시작 했다. 취
업진로기구의 명칭도 “팀”, “과”, “실”, “센터”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학생처내 겸업
체제로 일하던 인력의 성격도 3세대 부터는 각자 본업만 하는 전환기를 맞았으며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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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게는 3~4명, 적게는 1~2명 등 전문화된 인력은 아니었지만 관련 업무만 담당하
는 상황을 맞이한 시대가 출범기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편제상 학생처
를 벗어난 독립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3세대의 업무는 대학주도형 인턴사원제
일과 청년일자리 프로그램 지원업무, 취업진로 교과목운영, 기초적인 취업진로상담, 추
천, 아르바이트 등으로 집약된다. 눈에 띄는 것은 대학가에 창업보육센터 성격의 기구
가 출범하는 초기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의 연장선에서 혹은 산학연의 본격적인
공조업무를 전개하기 위해 출범한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에 맞게 다양한 이름을 붙인 채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학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금까지도 가파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4. 4세대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특성
<표 6> 4세대(2004.8.1. ~ 2015.12)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현황
시대구분(세대)

취업진로기구 전개형태(소속)

취업진로기구 명칭

2004.8.1. ~ 2015.12
(4세대)

성장기
(과도기 체제：학생처 소속
or 독립기구)

‘총장 직속기구’, ‘처’, ‘센터’,
‘독립기구’, ‘학생처 소속’ 등
다양함

업무
내용
및
현황

- 총장 직속기구 및 “처” 단위로 편제, 독립기구(혹은 여전히 학생처 소속) 등
취업진로기구 입지, 규모, 역할 확장 및 강화 시대, 업무분담 체제로 전환 시기
- 그룹사 공채에서 계열사 소수ㆍ수시채용, 특이형 인재 선호, 낚시형 채용방식,
인턴사원제 전환기(2002.1-현재)로 기업이 다시 인턴사원제의 주최가 됨
- 교육부 ‘가칭’ ‘종합인력개발센터’ 설치 권고안이 발령된 시점(2004.7.20.), 이
후를 취업진로기구 4세대 형태로 분류함(경희대 2004.8.1. “처” 단위로 최초
개편), 경희대 국내 대학교 최초(1호), 공식적인 취업진로 전담 전임교수 채용
(이종구 교수/ 소속：후마니타스칼리지/ 보직：취업진로지원처 연구실장)
-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센터,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실, 학생복지(문화)처
등 규모, 입지, 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예산, 인원 등 확대 및 강화 추세
- 2009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도입(현재 12년차 진행 중)
- 취업진로기구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업무 증대, 대기업 기업설명회 및 캠
퍼스 리크루팅 확대, 일부 대학 취업진로기구내 전임 및 비전임 교원 확보, 국
가 기관(교육부, 노동부) 대학평가시 취업률 지표 반영, 취업진로기구 매년
취업통계 업무 수행
- 취업진로기구, 교육부 및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수행
- 대기업 공채 전통 필기시험 탈피, 종합인적성검사 도입 및 일반화 추세
- 2007.9월 기준, 전국대학교 취업진로기구 편제는 총장 직속기구 25개, “처”
단위 8개, 독립기구 93개, 학생처 소속 81개, 기타 5개 등으로 조사됨

주：연구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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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취업진로기구는 주목할 내용들이 많다. 먼저 4세대 취업진로기구가 출범하게
된 계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기구 변화가 대학이 주체였다면 4세대 기구
는 교육부 권고안이 태동 이유로 작용했다(<표 6> 참고). 3세대 취업진로기구의 출현은
IMF 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세대 기구는 IMF 사태가 마무리 된 이후 새로운
취업시장의 메커니즘에 적응하기 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IMF 사태는 노동시장을 평
생직장 개념에서 평생직업 개념으로 바꿔 놓았다. 이는 기구내 인재의 역량개발과 강
화에 무게를 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유
는 기업들이 대규모 정기 공채가 사라진 소수, 수시채용 하에서 기존의 그물형 채용방
식을 버리고 우수인재만 선별, 채용하는 낚시형 채용방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채
패턴도 찾아가는 입사형태에서 대학으로 찾아오는 채용형태로 바꼈다. 기존에 비해 적
은 인원을 채용하다보니 캠퍼스리크루팅, 채용 혹은 기업설명회 확대, 상시 추천제 등
이 정착되어갔으며 이 모든 업무는 취업진로기구가 전담하게 되었다. 성장기를 맞은 4
세대 형태는 기구의 명칭도 다양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구내 프로그램, 시스템, 인력
보완, 심층상담 등 다방면의 발전을 이룩하는 시대였으며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각 대
학들이 취업진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전담 전임교수를 도입하는 엄청난 변화를
꾀한 시기였다.

5. 5세대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특성
5세대 취업진로기구는 기구내 창업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기존 형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6년 초에 교육부는 업무계획발표에 지역산업과 연
계한 대학생 창업 ㆍ 취업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상황
에서 창업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에 탑승하여 신산업을 발전시
킬 수 있는 대학생들의 역동적인 아이디어 분출구로 창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된
다(<표 7> 참고).
취업진로업무에 창업업무가 투입되면서 많은 대학들의 관련 기구에 대한 명칭 변화
가 일어났다. 크게는 취창업지원단 출범과 함께 작게는 기구 명칭을 취창업센터, 취창
업혁신센터, 취업창업진로본부 등으로 새로이 설정하는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취업진
로업무와 창업업무를 같은 기구내에서 편제하든 안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같은 선상에
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들의 취업진로교과목 운
영 시스템인 취업스쿨 안에서도 반영되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취업진로교과목 속에 창
업 관련 과목을 신설, 투입했다. 일부 대학은 아예 취창업스쿨로 이름을 변경하기도 했
다. 5세대 발전기의 경우는 편제체제도 독립기구, 총장직속, ‘처’ 단위 등 기존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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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역할과 중요성은 물론 인적ㆍ물적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모든 측면에서 선
진국 대학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다.
<표 7> 5세대(2016.1 ~ 2019.12) 취업진로기구의 형태와 업무 현황
시대구분(세대)

취업진로기구 전개형태(소속)

취업진로기구 명칭

2016.1 ~ 2019.12
(5세대)

발전기
(독립기구：일부 대학은 학생처 소속)

취업진로기구에 창업 관련
업무가 투입된 명칭 출현

업무
내용
현황

- 정부차원서 청년 창업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취업진로기구 명칭 변화：취창업
지원단, 취창업센터, 취창업혁신센터, 취업창업진로본부 등 업무영역 급속히 확장,
대학일자리센터(별도운영), 취창업스쿨(기존 취업스쿨에 창업교과목 도입) 확대 운영
- 각 대학 취업진로기구내 창업업무 및 창업교과목 도입 확대(정부 취업의 연장선에
서 대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공기업 NCS 일반화(전 은행권 NCS 도입, 일부 대기업도 NCS 도입)로 NCS 업
무 수행(NCS 특강, NCS 교과목 도입, NCS 상담 컨설턴트 확보 등) 분위기
- 대기업 직무중심의 채용 및 면접 보편화로 기구내 직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
영 및 교과목 도입 확산 추세
- 각 대학 취업진로기구 및 단과대학내 산학협력교수 채용 확산 추세, 취업진로기구
인력의 역할 분담 뚜렷, 업무의 전문화 추세 조짐
- 각 대학 취업진로기구내 창업업무와 별도로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산학협
력단, 링크사업단 운영 활성화
- 취창업 관련 기구 대부분 독립 형태로 존재하지만 학생처 소속도 일부 잔재함
※ 교육부 2016년 업무계획발표(2016.1.28)：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생 창업ㆍ
취업 지원 관련 내용 발표

주：연구자가 작성함.

Ⅳ. 시대별⦁세대별 취업진로기구 특성 비교 분석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40여년에 걸쳐 발전해온 취업진로기구의 변화과정은 시대
별로 양상을 달리하여 전개되어 왔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외풍 속에서 생존과 경쟁
력을 갖기 위해 그 형태와 시스템을 적절히 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장에서는 시대별ㆍ세대별 취업진로기구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표 8> 참고). 부재기는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일어나던 시대로 취
업문화가 형성되던 시대였다. 모집규모나 채용전형방식에서 공채 다운 선발시스템이
도입된 원년으로 볼 수 있는 시대로 평가된다. 취업난은 여전했지만 비교적 정형적인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로 대규모 채용이 시작된 시기였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대학가는 이러한 분위기에 탑승하는 관련 기구의 개념과 형태를 정립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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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였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의 취업진로 관련 큰 특징은 취업문화의 출현으로 압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하위문화인 공채문화, 직업문화, 진로문화 등이 점차차
세대를 향해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세대는 시기별로 보았을 때 90년대이며 정확히 말하면 IMF 이전 시대를 말한다.
대규모 신규인력을 모집하는 만큼 그물형 채용방식을 투입하여 보통형ㆍ범인형 인재들
을 무더기로 채용하던 시대였다(류동희ㆍ이종구ㆍ김홍유, 2012). 모집규모가 크고 상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공채를 진행한 만큼 대학가는 취업진로 업무에 무게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한국 취업진로기구의 역사에 비쳐봤을 때 기구 변화를 가져
온 계기는 산업사의 큰 파장으로 신규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거나 혹은 소수로 뽑을
때 그리고 국가나 기업사회에 큰 이벤트가 일어날 때 그 형태를 달리해왔다. 2세대 초
중반은 대기업들의 외형성장과 더불어 국제화ㆍ세계화가 가속화 되던 시기로 신규 인
력 채용이 대규모로 일어나던 상황이었다.
3세대는 IMF 사태로 감량경영, 감원경영, 감원채용 등이 기업사회를 압박하던 시기
로 보통형 인재가 설자리를 잃고 소수, 수시채용 하에 개인역량에 비중을 둔 공채전형
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낚시형 채용방식에 특이형 인재를 선호한다는 것은 앞선 세대
와는 그 양상이 정반대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3세대는 취업진로기구가 해야할 많은 역
할이 생성되던 시대였다. 실제로 IMF 시대를 지난 직후 취업진로기구내 다양한 변화가
1, 2세대에 비해 왕성하게 일어났다. 학생처 부설이긴 해도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명
칭이 부여 되었고 담당업무만 하는 전담인력도 생겨났으며 취업행사(세미나), 취업교과
목, 취업진로캠프, 전국대학교 취업실(과)장 협의회 등이 본격적으로 행해진 시기도 3
세대였다.
이는 슬림화 되어가는 대졸 취업시장에 위협을 느낀 대학들이 신규 노동시장으로 대
졸자들을 진출시키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를 솔선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2세대 말과 3세대 초반에 발발한 IMF 사태라는 국가
적인 대형 난제가 기업, 사회, 대학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시스템과 인프라를 설
치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때부터 대학가는 취업장벽을 허물기 위해
심층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기구내 취업컨설턴트와 취업전담교원 등을 활발히 영
입, 배치하는가 하면 취업스쿨을 통해 동시다발로 취업진로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등
전방위에 걸쳐 취업진로교육을 본격화 시켜 나갔다.
4세대는 교육부의 권고 하에 보다 선진화 된 기구와 시스템을 갖춘 채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취업진로 관련 인적ㆍ물적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더욱 가속화 시킨 시
기였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 되기 직전 시대인 만큼 취업진로 시스템 측면에서도 디
지털로 넘어가는 전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공채전형 또한 4세대 환경은 아날로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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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스템이 막을 내리고 5세대 부터는 채용방식과 면접 등에서 이른바 디지털시스템이
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인프라들이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5세대
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독립기구로 취업진로기구를 편제시킨 채 양적 프로그램의 확대
보다는 내실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에 매진한 시기였다. 민간기업 프로그
램, 정부 프로그램,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진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나왔으
며 또한 창업과 관련된 동아리ㆍ교과목ㆍ보육센터 등도 취업의 연장선에서 또 한 축을
형성하며 가파르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진로기구내 창업 관련 업무는
취업난 시대를 맞아 향후에도 가속화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표 8> 시대별 취업진로기구 특징 비교 분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업무전망
세대구분

년대

1세대

1980년대

전개과정/ 소속

특징

◼ 부재기/ 학생처
겸업

- 학생처 교직원 겸업으로 취업(인력추천, 아르바이트
등 단순 업무) 업무 처리
- 취업문화(공채문화/진로문화/직업문화) 출현

2세대

1990년대 ~ ◼ 태동기/ 학생처
소속
IMF이전

- 90년대 초중반 대기업 외형성장/ 대규모 정기공채
(그물형채용방식, 보통형 인재선호)
- 90년대 후반(IMF 외환위기, 구조조정) 경기침체 및
취업난 심화로 학생처내 ‘팀’ 혹은 부설
실(취업정보실)’ 단위로 진화 관련 업무처리

3세대

IMF이후 ~ ◼ 출범기/ 학생처
소속
2004.7.20

- IMF 사태 이후, 한국 대학가 취업진로 중요성 인식,
관련 기구 본격 신설 붐

4세대

5세대

2004.8.1~
2015.12

2016.1~
2019.12

◼ 성장기/
- 학생처 소속 or
독립기구
(과도기 체제)

※ 교육부 ‘가칭’ ‘종합인력개발센터’ 설치 권고안이
발령된 시점(2004.7.20) 이후를 취업진로기구
4세대 형태로 분류함
- 학생처 소속에서 다양한 기구로 분화
- 취업난 심화로 취업진로 업무 확대가 관련 기구의
입지를 강화 시킴
- 학생처에서 독립기구로 확대, 개편 현상

◼ 발전기/
- 독립기구
(일부 대학만
학생처 소속)

※ 교육부 2016년 업무계획발표(2016.1.28.)：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생 창업ㆍ취업 지원
관련 내용 발표
- 창업이 취업의 연장선에서 급부상
- 창업 관련 각 동아리 출범
- 창업 관련 각 교과목 도입
- 취업/ 창업조직 통합운영 대학과 이원화 체제
대학 등 혼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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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전개과정/ 소속

특징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와 취업진로기구 전망>
- 비대면 취업진로 상담 및 각종 사이버 프로그램 도입, 비대면 캠퍼스 리크루팅 업무증가, 비대면 취업
교과목운영
- AI 서류전형 및 화상면접 도입기업 증가, 공채전형 빅테이터 활용(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취업문화 대
변화 예고)
- 전 기업 채용축소 및 감원현상 심화(채용시장 셧다운 움직임, 정기 공채폐지현상, 계열사별 소수, 수
시 채용)
- 포스트코로나시대, 취업진로기구 일대변화 불가피：“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원격,
화상)으로”
주：연구자가 작성함.

문제는 2020년 연초부터 완전히 취업시장을 “셧다운” 시킨 코로나 시대이다. 6세대
기구 등장이 불가피한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과 “비대
면”으로 집약 된다. 이는 다른 모든 산업사회의 특징과 맥을 같이하는 용어로 벌써부터
취업진로기구의 판도를 새로 짜고 있다. 비대면 취업진로 프로그램 도입, 비대면 취업
진로상담, 비대면 취창업스쿨운영, AI 서류전형과 AI 면접, 공채 빅테이터 활용 등이
신속하게 6세대 취업진로기구를 출범시키고 있다. 디지털 취업환경에 맞는 다양한 관
련 프로그램들이 취업진로기구내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 사태로 대기
업들이 정기 공채를 폐지하는 가운데 소수ㆍ수시, 계열사별 채용이 벌써부터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디지털 취업환경은 향후에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
다. 6세대 취업진로기구의 출범은 코로나 사태라는 지구촌 대재앙과 맞물려 생성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취업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표 8> 하단
참고).

Ⅴ.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한국의 취업진로기구의 변천과정은 1980년대 대기업들의 외형성장과 국제화에 힘입
어 공채 시스템을 정형화 시키는 가운데 생성된 취업문화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되었
다. 취업진로기구는 1980년대에 출범하여 코로나 사태가 취업시장을 “셧다운” 시키고
있는 현재 까지 모두 5개 세대를 거쳤으며 현재 코로나 시대를 맞아 6세대가 태동중에
있다. 취업진로기구의 전개과정에는 시대별로 노동시장과 취업시장의 판도를 변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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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큰 사건이나 혹은 정부 정책들이 투입되면서 이루어졌다. 취업문화출현, IMF 외
환위기, 정부정책(청년창업정책 등), 코로나 사태 등이 대표적인 요인들로 작용했다.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세대(1980년대：부재기)는 취업문화의 출현으로 하위 문화요소들이 생성되면서 취
업진로기구가 잉태하는 시기였다. 이에는 개발경제의 성장세에 탑승한 대기업들의 정
형적인 공채 시스템 도입이 큰 영향을 주었다.
2세대(1990년대~IMF이전：태동기)는 취업진로기구의 형태가 출범한 초기 모습이
다. 90년대 초중반은 대기업들의 외형성장에 따른 대규모 정기 공채가 본격화 되면서
대학들이 이러한 취업환경에 탑승하는 가운데 취업진로기구가 출현했다.
3세대(IMF이후~2004.7.20：출범기)는 IMF 사태 이후 취업공항으로 이어지면서 위
기를 느낀 대학들이 2세대 취업진로기구를 대폭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관련
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개선에 눈을 돌리는 시기였다.
4세대(2004.8.1.~2015.12：성장기)는 교육부의 권고안으로 대학들이 발전된 모델
을 구축하면서 기구의 입지와 위상이 격상되는 시기였다. 전문인력 보강과 예산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이고도 내실을 기하는 변화가 있었다.
5세대(2016.1~2019.12：발전기)는 창업이 취업의 연장선에서 기구내로 병합 되는
시대였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취업의 연장선에서 창업이 부상하면서 취업진로기구와
또 한 축을 형성했다. 창업 붐이 관련 기구 변화에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6
세대(2020.1~ )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디지털 시대에 탑승한 비대면 취업환경이 새로
운 기구 출범을 가져오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요소들을 반
영하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 설치가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이제 한국 대학들도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측면에서 취업진로기
구내 인적ㆍ물적 전문화와 특성화를 시도해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다. 국내 대학들은 선진국에 비해 취업진로기구의 출현과 관련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고 뒤쳐져 있다. 이는 취업진로기구의 인적자원을 비전문가(교원 혹
은 교직원 순환근무제 내지 순환보직제)들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야기될 때만 처방하는
양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모양새로는 고도화된 산업사회와 가속화 되고 있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 6세대 기구가 탄생하기 까지 단계별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우리 대학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2. 한계점 및 제언
먼저 정부 시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짚는다면 앞서 시사점에서 언급했
- 60 -

이종구ㆍ김호원

한국 대학의 시대별 취업진로기구 변천과정과 특징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듯이 관련 인력의 전문화ㆍ특성화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없이는 우수인재육성에 많은 장애가 따른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선진인력양성
을 위해 대학의 취업진로기구에 직접 투입하는 재정문제에 대해 고심해야 할 때이다.
현재 남발되다시피 하는 청년실업지원금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
는다. 그것 보다는 대학을 다닐 때 취업진로 관련 최상의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받으면
서 이러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진출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원할 것이
다. 하지만 대학들의 재정은 거의 바닥이 났고 등록금은 동결된 지 이미 오래다. 정부
의 겉도는 청년실업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대학내 취업진로기구로
직접 투입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졸 인력의 최종 수요처인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산학
협력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인턴실습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인재육성,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인식 또한 “대학을 학문의 전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하여 출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깊이 있게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학에
서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학문의 산물은 결국 사회진출을 통해서만 경제적ㆍ자아실현
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입장에서 밝히고 싶은 한계점은 6세대 취업진로기구에 맞는 모델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다소 빠
른 모델 제안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설정하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에 탑승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입장에서 이에 부응한 기구를 선급히 말하기에는 지식적인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사점과 한계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제언으로 남겨두면
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연구는 후행 연구자들에게 기대해본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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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nsi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 Career
Organization in Korean Universities by the Period

Jong-Gu Lee*ㆍHo-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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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 Career Organization in
Korean Universities by period. In the course of the transition of the Employment
& Career Organization, there were external factors that changed the framework
of the job market by period. Summarise the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by period of the Employment & Career Organization.
The first generation was conceived as subcultural factors emerged with the
advent of the employment culture. The second generation was created to
cope with this employment environment as major companies began to hire
large-scale human resources. The third generation was born after the IMF
crisis when universities drastically improved their previous Employment &
Career Organization
The fourth generation emerged as universities created improved Employment
& Career Organization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fifth generation was born with the rise of start-ups. The sixth generation
has recently been created as the Corona crisis has changed the job
environ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Korean universities should
now specialize in the workforce of Employment & Career Organization and
create new models suitable for the Corona crisis period.
<Key Words> Employment & Career Organization, Employment Culture, Job Market,
Employment Environment, Corona Cris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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