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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 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 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 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

,

(

,

)

.

,

,

,

,

,

.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20년은 시범조사 실시하였으므로 이하 관련내용은 본조사 실시 후 업데이트 예정)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2. 법적근거

○ 교육기본법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
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중략>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통계 승인번호 : 제920024호(2004.3.30., 작성승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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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
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중략>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260호)
제3절 고등교육통계조사
제14조(조사대상의 확정) ①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설치 및 폐지, 통·폐합, 명칭변경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조사기준일 전까지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내용)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의 각 호를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제3호의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
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표일 전까지 최종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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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방법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공공기관 DB연계 및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 작성
- 공공 DB연계 현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망자(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취업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대자(병무청), 해외봉사자(외교부), 1인창(사)업자(국세청, 중
소벤처기업부), 프리랜서(국세청), 의료급여수급자(보건복지부)
※ 이 밖에 고용보험가입자(고용노동부), 청년TLO사업 참여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국
내역(법무부) DB연계 자료는 데이터 검증 자료로 활용함

-

학교 자체조사 : 졸업생 인적정보 및 학과정보, 공공기관 DB연계가 되지 않은 취업
통계조사 항목
한국교육개발원
∙정비된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로 각종 공공DB 연계

졸업자 인적정보
수정 및 정비
진학자 연계를 위한
1∼3월 신입생정보 조사 ∙신입생정보 조사 실시
∙1차 공공DB연계 실시
각종 DB연계
∙진학자 정보 연계
∙연계결과 수합 및 내용 검증
4월
5월
(∼9월)

조사시행

∙조사결과, 증빙자료 수합

및3차(8월) 공공DB연계실시
조사 신뢰도 검증 ∙2차(5월)
∙증빙자료 검증(∼9월)

및
10∼12월 국세청DB연계
취업률 확정

∙4차 공공DB연계 실시
∙취업통계 최종 결과 공시 연계(1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학교
∙전년도 7월 조사 시 제출한 졸업자 인적
정보 오류 수정 요청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계결과 확인
∙조사결과 제출
∙조사프로그램 다운로드
∙졸업자 인적정보 및 각종DB 연계 결과
수신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기타,
미상, 제외인정자 조사 실시
∙조사항목에 대한 프로그램 입력 및 증
빙자료 제출
∙검증결과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
∙해당학교 취업률 확인(12월)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의 개인대체식별번호를 활용하여 행
정자료 간 연계․결합 등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 통계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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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DB 구축
졸업자 명부/
일자리행정통계
자료 입수 및
행정자료DB 구축

통계작성용DB 구축
➜

졸업자/일자리 DB
연계 및 일자리이동
DB구축

통계분석용DB 구축
➜

통계작성용
파생변수 생성

통계 작성 및 공표
➜

통계 작성, 분석
및 결과 공표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통계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작성기관 및 부서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고등교육취업통계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직업계고취업통계팀)
(주)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취업통계팀
(부)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5. 작성 및 공표주기

통계명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조사) 주기 : 연 1회, 매년 4. 1. ∼ 4. 30., 7. 1. ∼ 7. 31.
- 졸업생 인적정보 및 학과정보 조사 : n년 7. 1. ∼ 7. 31.
조사 : n년 1. 25. ∼ 2. 10.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신입생정보
졸업생 졸업 후 상황 조사 : n+1년 3. 1. ∼ 4. 30., n+1년 7. 1. ∼ 11. 30.
○ 공표주기 : 연 1회, 매년 12월
- n+1년 1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공표
○ 작성(조사) 주기 : 연 1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공표주기 : 연 1회, 매년 12월
- n-1년 1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공표시 공동발표
6. 통계작성과정 개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 일정 및 수행업무
[

일정
내용
1월 3주 ∙ 졸업자 인적정보 수정사항 정비
∼1월 4주 ∙ 취업통계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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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대학
졸업자 인적정보 수정 인적정보 오류사항
요청공문 발송 및 수합 수정요청, 담당자 정보 확인

일정

내용
∙ 1차 공공DB연계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한
1월 4주
국산업인력공단, 병무청, 과학기술정보통신
∼3월 3주 부, 한국국제협력단, 중소벤처기업부)
∙ 진학자 연계를 위한 신입생정보 조사 실시
조사일정안내 공문 발송
3월 2주 ∙
∙ 온라인 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
3월 1주 ∙ 조사 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및 시스템 정비
∼3월 4주

KEDI
대학
연계자료 수합 및 검증
신입생정보 조사를 신입생정보 조사 실시
위한 공문발송 및
수합
조사일정 및
조사안내 공문 발송
교육자료 확인
시스템 정비
조사담당자 정비
졸업생 인적정보와 졸업생 인적정보 및
공공DB 연계결과 공공DB연계결과 수신
배포

4월 1주

∙ 졸업자 인적정보 및 DB연계 결과 수신

4월 1주
∼4월 4주
4월 4주
4월∼9월
5월

∙ 2019.12.31.기준 취업통계조사 실시
조사 지원
조사 수행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 조사 결과 제출
∙ 조사 결과 제출
∙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수합
증빙자료 우편제출
∙ 증빙자료 검증
증빙자료 검증
∙ 해외취업·진학·이민자 출입국기록 검증을
위한 2차 공공DB연계 실시(법무부)
1차 결과 확정 및
1차 결과 확인 및
∙ 1차 검증결과 확정
확인 요청
소명자료 제출
2차 결과 확정 및
2차 결과 확인 및
∙ 2차 검증결과 확정
확인 요청
소명자료 제출
∙ 3차 공공DB연계 실시(보건복지부)
∙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연계를 위한 4차 국세청DB연계
공공DB연계 실시(국세청)
요청 및 반영
내부 검증 및
∙ 취업통계조사 최종 결과 확정
결과 확정
정보공시 연계 및 정보공시와 KEDI 대학별
∙ 최종 결과 정보공시 연계
대학별 최종 취업률 취업률 결과 동시 확인
∙ 취업통계조사 최종 결과 안내
안내
∙ 취업통계조사 최종 결과 발표
최종 결과 발표
최종 결과 확인

6월 2주
8월 3주
8월
10월 1주
∼10월 5주
11월 3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 조사 절차

(1차 사전조사) 졸업생정보 조사

(2차 사전조사) 신입생정보 조사

- 각 대학에서 졸업자의
- 각 대학에서 신입생의
è
인적정보 제출(’19.7월)
인적정보 제출
- 졸업생 인적정보 수정(’20.1월)
- 진학자 DB 구축

결과 공표

공공DB 연계(하반기)

공공DB 연계(상반기)

è

- 건강보험, 고용보험, 해외취업,
입대 등 정보 확인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연계(9
개 기관)
ê

(본조사) 졸업 후 상황 조사

- 학교별, 학과별 취업률 및 상
- 의료급여수급자, 1인창(사)업자,
- 농림어업종사자 등 미연계 항목
ç 프리랜서 등 정보 확인
ç 을 포함한 졸업 후 상황 대학
세 분석 결과 제공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연계(3
자체조사
개 기관)
- 5 -

□ 조사 수행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담당자
학과담당자

∙ 기본계획수립 및 공지
∙ 정책결정 및 행정지원
∙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기본환경 설정
∙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배포
∙ 조사 공지 및 안내
∙ 조사결과 수합, 검증, 공표
∙ 학교 취업통계조사 총괄책임자
∙ 졸업 후 상황 정보 입력현황 모니터링
∙ 학과별 조사 결과 수합, 검증, 제출 등 총괄
∙ 학과 단위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황 파악과 증빙자료 수합을 지원
∙ 조사결과를 학교 취업통계담당자에게 전송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조사 일정 및 수행업무

[

○ 2019년 11월 ‘17년 기준 졸업자 명부 입수 (※ 시범작성)
○ 2019년 11월 ‘18년 기준 일자리DB 확정
○ 2020년 1∼6월 통계 작성(‘17년 졸업자 : ‘17년→‘18년 이동)
○ 2020년 6월 ‘18년 기준 졸업자 명부 입수 (※ 첫해 작성에 한해 6월 입수)
○ 2020년 11월 ‘19년 기준 일자리DB 확정
○ 2020년 6∼12월 통계 작성(‘17년 졸업자 : ‘17년→‘19년, ‘18년 졸업자
‘19년 이동)
○ 2020년 12월 공표

년→

: ‘18

□ 조사 수행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구분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대학 졸업자 취업통계 기획
대학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기획
대학 졸업자 명부 수집 및 통계청 제공 일자리행정통계DB 등 행정자료 입수
대졸자 학적부와 일자리행정통계DB를
연계 매칭
‘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에
결과분석 및 공표
대졸자 일자리이동통계 작성 및 분석
포함 공표
기타 통계작성을 위한
최종 일자리이동통계DB 제공(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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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연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최초 개발시기 및 배경

[

○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공식 통계로서 최초 작
성함
- ‘04년 이전까지는 교육기본통계 항목 중 하나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조사하였으나,
- 사회 및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상세한 필요 정보
및 대졸 취업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함
- 아울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진학 등 진로
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 재학·졸업생의 진로 지도 및 청년층의 취·창업 활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며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및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성해오고 있음

□ 통계의 변경 및 개편 이력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 (2005.1) 조사내용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검증 방법을 강화함
- 주요내용
·조사내용 세분화 : 조사항목은 동일하나, 조사 내용을 세분화 하여 상세하게 조사함
구분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회사구분
취업경로

변경 전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국내진학/국외진학
입대자
국가고시준비/진학준비/입대대기/기타
대기업/중소기업
학교추천/공개채용시험/취업전문기관/친
인척/자영/기타

변경 후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대기발령자
국내대학/국외대학/국내대학원/국외대학원
입대자/입대대기자
국가고시준비/진학준비/취업준비/기타
대기업/중소기업/관공서/병원/학교
학교추천/공개채용시험/취업전문기관/친
인척/자영/신문 및 인터넷 방송/기타

데이터 검증 강화 : 형식검증, 내용검증, 자체 샘플링 검증, 신뢰도 검증 등으로 데이
터 검증 방법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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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형식검증
1) 데이터 형태 검증
2) 교육기본통계와 학과명 및 졸업생 수 일치
2. 신뢰성 검증
1) 자체 샘플링 검사
2)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한 신뢰성 검증

변경 후
1. 1차 형식검증
1) 데이터 형태 검증
2) 교육기본통계와 학과명 및 졸업생 수 일치
2. 2차 내용검증
1)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 검증
2) 자체 샘플링 검증
- 조사대상학교를 학교 규모,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위 취업률 랭크 학교에 대한
실사
- 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링
추출하여 졸업생 개별 검증
3. 신뢰성 검증
-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한 신뢰도
검증(6,000명 규모)

○ (2006.3)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항목을 변경 및 추가, 항목 정의를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석박사 고급인력에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교육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교육
조사대상 대학/각종학교
취업실태조사
대학/각종학교/일반대학원 대한
요구 반영
‘취업의 질’ 판단
취업자의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
정규직(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 항목에 대한 요구
세분화
일용직)/자영업
반영
취업자(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과
취업자(정규직)
해당
직장의
퇴직금 규정 정규직을 구분하기
- 해당직장의 퇴직금 규정 및 및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위하여 정규직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신분보장이 되는 자로 명확한 정의로
신분보장이 되는 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변경
항목 정의
변경
국가에서 수행하는
미취업자(국가고시준비) 미취업자(국가고시준비)
입법고시,
사법고시,
행정
채 용시험과
- 입법고시, 사법고시, 행정 고시와 같은 고등고시와 인력
시험을 준비
고시와 같은 고등고시 국가 공무원 시험 및 임용 공무원
하는
자를
포함
준비자
고시를 준비하는 자
하는 개념으로 확대
사망, 수감 등의
취업자/진학자/입대자/미취업자
취업자/진학자/입대자/미취업자
사유로 인한 취업
취업구분 /미상
/기타(취업불가능자)/미상 불가능자 항목
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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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 조사항목을 변경 및 추가, 항목 정의를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취업의 질’ 판단
항목에 대한 요구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
반영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
취업자의 규직(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 규직(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 - 임금근로자(정규직,
세분화 직)/자영업
직)/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와 비임
금 근로자(자영업, 무
자영업
급 가족종사자) 구분
에 대한 요구 반영
취업자(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
- 주당 18시간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비정규직시간제(파트타임), 일용직 시간제․일용직)의
취업자(비정규직-시간제
․일용직)
화로 인하여
항목 - 주당 18시간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세분
무급가족종사자 정
정의
동일가구
내에
살고 있는 의를 제외하고, 취
시간제(파트타
임
),
일용직
변경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업자(비정규직-무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 급가족종사자)의 별
없이 주당 18시간이상 노 도 정의 추가
동력을 제공한 자
대기업/중소기업/학교/ 병원/ ‘취업의 질’ 판단
대기업/중소기업/학교/
병원/
회사구분 관공서
행정기관/공공기관/종교단체/기 항목에 대한 요구
타(소속 없음)
반영

○ (2008.3) 조사항목을 변경 및 추가, 항목 정의를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졸업자
기본정보
진학자의
세분화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다양한 분석을 위하
해외연수여부(교
환학생/ 산업체
해외연수여부(예/아니오)
여 해외연수의 종류
연수/기타연수/해당없음)
를 세분화함
대학 재학기간 파악
편입여부(예/아니오)
을 위해 추가
구체적인 진학 현황
국내대학/국외대학/국내대학원/ 국내대학/국외대학/국내대학원/
국외대학원/국내전문대학/국외 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외대학원
대학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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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취업자(정규직)
- 해당 직장의 퇴직금 규정 및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신분
보장이 되는 자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취업자(비정규직-임시직)
- 전일제 근무자로 계약기간이
이상 1년 미만인 자, 개
항목 정의 1개월
인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파
변경
견근로자
취업자(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
자)
- 동일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
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
업체에 정기적인 보수 없이 주
당 18시간이상 노동력을 제공
한자

변경 후
취업자(정규직)
- 해당 직장의 퇴직금 규정 및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자로 계약 기
간이 1년 이상인 자
취업자(비정규직-임시직)
- 정규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
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인 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
료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된 자
취업자(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
자)
-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
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
이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한 자

변경 사유
신분보장의 의미를
구체화함
비정규직의 개념을
구체화함

무급가 족 종사자의
개념은 동일하나 설
명을 간략화 함

○ (2009.2) 조사항목을 변경 및 추가, 항목 정의를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졸업자
기본정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통계청 품질
기취업여부(일반대학원만 조사) 기취업여부(일반대학원만 조사) 2007년
진단 결과 반영
고등교육기관 졸업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
임시직/
임시직
자의 취업 현황을
취업자의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
시간제·일용직/자영업
족종사자/
조사하는 것으로 이
세분화 /시간제·일용직/무급가
자영업
에 부합되는 취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삭제
개념으로 조정
대기업/중소기업/학교/병원/행정 대기업/중소기업/학교/병원/행정 기타 비영리법인을
회사구분 기관/공공기관/종교단체/기타(소 기관/공공기관/종교단체/기타(비 추가하여 회사구분
속없음)
영리법인)/기타(소속없음))
의 모호함을 최소화
군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사관학과
입대자
취업자
항목 정의 - 의무복무 중인 군인(ROTC, - 의무복무 중인 군인(ROTC, 학 등의 취업률 하락
변경
문제가 발생하여 의
학사장교, 부사관) 포함
사장교, 부사관) 포함
무복무 중인 군인을
취업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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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3 / 2010.6)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방법, 지침, 산출지표, 항목 등 전면 개편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건강보험DB연계를 통
조사
DB연계 취업통계조사
한 취업통계조사 실시
대학졸업자의 첫 일
조사기준일 조사 기준일 : 4월 1일
조사 기준일 : 6월 1일
진입 평균 소
및 기간 조사 기간 : 4월 1일 ∼ 30일 조사 기간 : 6월 1일 ∼ 30일 자리
요기간(3.5개월) 반영
조사명칭

취업자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항목 정의 변경 - 주당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
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산출지표

취업률=취업자/취업대상자×100
※취업대상자=졸업자-(진학자+
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
학생)

- 취업 구분
취업자/진학자/입대자/미취업자/
취업불가능자/미상
조사항목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
기 사례가 발생하는
취업자
등 통계의 신뢰도에
-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대한 문제가 제기되
직장가입자
어, 사회적으로 통용
되는 취업자의 개념에
근접하도록 변경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건강보험DB확인취업자수/취업 기존의 취업률을 건
대상자×100
강보험DB연계 취업
※취업대상자=졸업자-(진학자+ 률로 변경하고 지표
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 산출 시, 분자를 ‘건
학생+제외대상(의료급여법 수 강보험DB확인 취업
급권자 및 영농인․어업인 자 자수’로 변경
격으로 입학, 졸업한자))
- 취업 구분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 자’를 취업자로 구분
능자/기타/미상
하고, 미가입자의 경
우 졸업 후 상황(진
미취업자 삭제, 기타 추가
학, 입대, 취업불가능,
기타, 미상)을 파악

- 취업자 구분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임시직 취업자 구분 삭제
/시간제·일용직/자영업
전공일치여부(예/아니오)
전공일치여부 삭제
취업경로(학교/공개채용/취업전
문기관/친인척/자영/신문 및 인 취업경로 삭제
터넷․방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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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학교)의 자
의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 삭제

구분

조사항목

변경 전

직업분류(한국고용직업분류 세
분류 4자리 코드)
직업명(근무하고 있는 일에 대
한 직업명, 직무내용)
회사명(근무하고 있는 회사명)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2
자리 코드)
회사구분(대기업/중소기업/학교/
병원 등)
근무지(서울/부산/대구/인천 등)
- 진학자 세부정보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
학원/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
외대학원

변경 후
직업분류 삭제
직업명 삭제
회사명 삭제
산업분류 삭제

조사대상

조사기관(학교)의 자
의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 삭제

회사구분 삭제
근무지 삭제
- 진학자 세부정보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
학원)+학교명
(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외대
학원)+학교명, 국가명
- 입대자
입대자

진학자 검증을 위해
국내는 학교명, 국
외는 학교, 국가명
을 추가조사
입영연기 관리 규정
에 따라 입영일 5일
- 입대자
전까지 입대 여부가
입대자 또는 입영일자가 2개월
될 수 있어 조
전인 자
입영일자가 2개월 전인 자 삭 변동
사 기준일 당시 입
제
대자만을 인정
각각의 세부 항목을
- 취업불가능자 구분
- 취업불가능자 구분
드화 하여 원 데
수 형 자/사 망 자/해외이민자/6개 수 형 자/사 망 자/해외이민자/6개 코
이터를 구분 가능
월 이상 장기입원자
월 이상 장기입원자
하도록 함

○ (2011.2 / 2011.8)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범위, 산출식을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폴리텍대학, 한국
정보통신기능대학,
졸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 농수산대학의
업 후 상황 조사
업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 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 방식의 변경에 따
업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대학, 농수산대학, 전문대학원 라 조사대상 확대
- 향후 취업통계조
시범조사(30개교)
사에 편입 예정인
전문대학원 중 30
개교를 시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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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계약시작일,종료일,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
해외취업자(회사명, 취업국가,
계약시작일, 종료일, 비자유형,
근무시간)
취업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주당
기타 :
기타
항목 구분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1인 사업(창업)자(사업자등
사업장명, 개업
/산업체 위탁생 중 영농·어업인 록번호,
연월일, 사업종류)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산업체
위탁생 중 영농·어업인 /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졸업자
/ 여자군인 중 훈련생

산출지표

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해외취업
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
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
인정자)}*100

변경 사유
-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교내취
업자 항목을 별
도로 조사
- 글로벌 인재 양성
을 위하여 해외취
업자 추가
-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창
업지원 정책 추
진으로 조사항목
에 1인 사업(창
업)자 추가
- 취업통계 조사대
상의 적정화를
위해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관
련 학과 졸업자,
여자 군인 중 훈
련생을 취업대상
자에서 제외
취업국가 및 직종
다변화를 추진 하고
자 해외 취업자를
취업률에 포함

○ (2012.3) 연 2회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항목, 산출지표 등 전
면 개편함
- 주요내용
구분
조사명칭

조사체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국가DB연계, 건강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험DB연계 취업통계
DB연계 취업통계조사
조사
조사 실시에 의한
명칭 변경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취업자 인정항목 및
- 조사대상 : 당해연도 2월 졸 - 조사대상 : 당해연도 2월 졸 취업준비기간의 변
업생(전년도 8월 졸업생 포함) 업생(전년도 8월 졸업생 포함) 화를 반영
- 취업준비기간 : 3개월
- 취업준비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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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조사체계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
자

항목 구분
기타 : 기타, 1인 사업(창업)자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
자, 산업체 위탁생 중 영농어
업인,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졸업
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
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산출지표

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해외취업
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
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
인정자)}×100

변경 후
- 국가DB연계 취업률
․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조사대상 : 전년도 2월 졸업
생(전전년도 8월 졸업생 포함)
․취업준비기간 : 10개월
※ 2011년 졸업자부터 실시
취업자
- 건강보험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 국가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기타
- 건강보험DB연계, 국가DB연계
․기타
제외인정자
- 건강보험DB연계, 국가DB연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
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
육대상자
취업률 - 건강보험DB연계
․(건강보험가입취업자+해외취
업자+영농업종사자)/{졸업자-(진
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
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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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직장건강보험 비가
입 취업자를 취업자
인정항목에 포함하
여 취업통계 조사의
형평성을 제고

취업자의 범위가 확
대됨에 따라 1인 창
(사)업자는 제외
취업자의 범위가 확
대됨에 따라 영농업
종사자는 제외

파악이 어려운 졸업
자를 취업자 인정
항목에 포함함에 따
라 취업률 산출 공
식을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국가DB연계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해외취
업자+영농업종사자+1인창(사)
업자+프리랜서+개인창작활동
종사자)/{졸업자-(진학자+입대
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
생+제외인정자)}×100

변경 사유

○ (2013.10) 2차례 조사하던 유지취업률을 4차례로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산출지표

변경 전
1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9월 모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6월 건
강보험직장가입자}×100
2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9월·12월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6
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100
-

-

변경 후
변경 사유
1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9월 모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6월 건
강보험직장가입자}×100
2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9월·12월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6
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100 졸업 후 1년간 직장
건강보험가입의 지
3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9월·12월·다음 속 현황을 파악하여
해 3월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신뢰도 제고를 위함
가입한 자)/6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100
4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9월·12월·다음
해 3월·6월 모두 직장건강보험
에 가입한 자)/6월 건강보험 직
장가입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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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3) 항목명, 세부항목 내용을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자
- 건강보험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국가DB연계
항목구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공연
개인창작 ․
․전시
활동종사자의
출판 및 출반
세분화 ․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제외인정자
- 건강보험DB연계, 국가DB연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양성을 위한 종
제외인정자의 ․종교지도자
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세분화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
육대상자

취업자
- 건강보험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 국가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공연
․전시
․출판 및 출반
․영상제작물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제외인정자
- 건강보험DB연계, 국가DB연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
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
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16 -

변경 사유

농업인 외 어업인을
인정하기 위해 항목
명 변경

영화분야의 인정을
위함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은 채용 후에 교육
기간이 필요하여,
교육기간동안 다른
직장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

○ (2017.6) 조사일원화에 따라 건강보험DB연계조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취업현황
의 상세내용을 추가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공공DB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명칭 계 취업통계조사
조사 일원화에 따름
조사
ㅁ 졸업자 인적정보 및 취업정보

- 취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ㅁ 졸업자 인적정보 및 취업정보
- 취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1인창(사)업자
․해외취업자
․프리랜서
․농림어업종사자
- 진학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국내진학자
․1인창(사)업자
․국외진학자
․프리랜서
- 입대자
(단,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1인 - 기타
조사항목 창(사)업자, 프리랜서는 12월 - 취업불가능자
31일 기준 조사에만 포함됨) - 제외인정자
- 진학자
․국내진학자
ㅁ 취업현황의 상세 내용
- 사업장 명칭/소재지/전화번호/
․국외진학자
설립일자/업종/종사자 규모
- 입대자
- 직종
- 기타
- 최종보수 월액
- 취업불가능자
- 주 소정근로시간
- 제외인정자
- 계약종료연월
- 자격취득일
-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건강보
험 직장가입률
작성시점 6월1일,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12월 31일

1일 ∼ 6월 30일
작성기간 6월
3월 15일 ∼ 4월 20일
작성·공표 반기
주기

3월 1일 ∼ 4월 30일
7월 1일 ∼ 11월 30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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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실업률 및
취업률에 관한 정확
한 현황 파악 및 취
업의 질적 내용을
파악하여 취업 준비
생들이 참조할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함

1, 2차 조사를 통해
산출된 취업률의
혼용·혼동을 방지하
기 위함
학교자체조사 및 공
공DB연계 기간까지
포함한 조사 실시기
간 명시
조사 일원화에 따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작성방법 조사통계
(작성유형)

가공통계

- 졸업자(계, 외국인유학생)
- 취업자(건강보험가입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
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창(사)업
통계결과 자, 프리랜서)
공표내용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 취업률
- 진학률
- 유지취업률

변경 사유
학교 조사 이외 공
공DB연계를 통한
추가조사 부분이 많
아짐에 따라 통계
작성유형 변경

- 졸업자(계, 외국인유학생)
- 취업자(건강보험가입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
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창(사)업
자, 프리랜서)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조사항목 추가에 따름
- 취업률
- 취업현황의 상세내용
(기업유형별, 월평균 임금, 전공
일치도,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건
강보험직장가입률 등)
- 진학률
- 유지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완료시점 고려
연보 (매년 12월)
하여 발행일자 변경

통계결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공표 연보 (매년 9월)
(간행물명)
유지취업률 산출 대상 :
유지취업률 산출 대상 :
6.1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31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산출식
- 1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모두 건강
보험직장가입자/6월 건강보험
유지취업률 직장가입자)×100
산출식 - 2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12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6월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100
- 3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12월, 다음해
3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6
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4차 유지취업률 :
6월, 9월, 12월, 다
유지취업률 (조사년도
음해 3월, 6월 모두 건강보험
산출식
직장가입자/6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0

※ 산출식
- 1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12월, 다음해 3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2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12월, 다음해 3월, 6
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12
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3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12월, 다음해 3월, 6월,
9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12
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4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12월, 다음해 3월, 6
월, 9월, 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2월 건강보험 직
장가입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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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산출의 혼동 유
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을 일원화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의 작성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진학 등 진로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 재학·졸업생의 진
로 지도 및 청년층의 취·창업 활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및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주된 활용 분야

○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 평가 기준 기초자료로 활용
○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고등교육기관 교육성과(취업률) 분석을 위
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
○ 연구기관에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과정을 분석하여 인력수급전망, 인적자원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
○ 고등교육기관 예비 진학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각 대학 및 전공별 취업률과 진학
률 등 대학입시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내외 통계 사전 검토사항

○ 국내 통계
<통계청>
-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 졸
업생의 특성에 맞춘 조사가 아닌 15∼29세 청년층에 대한 경제활동 조사에 해당됨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5∼29세를 청년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관련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5월에 부가적으로 조사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최종학교 정보, 직업훈련 경험, 첫
직장정보, 취업경로, 전공일치도, 미취업기간, 미취업 기간 동안 활동상태 등 24
개 항목을 조사함
- 그 밖에 「일자리행정통계」는 각종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일자리 규모 및 증감, 기
업종류, 기업규모, 종사자 규모, 산업별 일자리, 근속기간별 소득분포 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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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
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 규모별, 노동력 수용동향을
조사함
○ 국외 통계
<미국>
- 미국은 국립교육통계센터(NCES)를 두고 인재양성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전수 및 종단연구를 통해 미국과
해외의 교육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NCES에서 수행하는 여러 조사 중
대자의 취업통계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미국의 취업통계 조사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학사학위 이수 이후 종단조사(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B&B)
· 조사개요 : 미국은 진학, 노동시장 진입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사학위 소
지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B&B)를 실시함. 이 조사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4년,
10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취업 상황의 변동을 추적 조사함
· 조사내용 : 졸업자의 취업, 소득 및 부채상환, 대학원 프로그램 진입 및 지속성
등을 종단 조사함. 그 외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부 경험, 인구통계학적 배경, 대학
원 연구 및 업무에 대한 기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조사함
· 조사설계 및 방법 : 고등교육 학생보조 체계조사(NPSAS)에서 최초의 코호트를 추
출함. 최초의 코호트는 1993년 NPSAS 표본에서 중등교육 후 교육과정 졸업반의
학생 약 11,000명을 추출하여 1994년, 1997년, 2003년까지의 종단조사를 시행했
음. 두 번째 B&B 코호트는 2000년 NPSAS에서 약 1만명을 추출하여 2001년에 종
단조사를 실시했고, 세 번째 코호트는 2008년 NPSAS 표본에서 추출하였음. 이렇
게 선정된 약 19,000명의 표본그룹을 대상으로 2009년에 종단조사를 시작했고,
2012년 현재 면담조사 진행 중임. 최근 네 번째 코호트를 2016년 NPSAS에서 추
출하였음
· 결과 발표 :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College Scorecard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하
며, 학사학위 소지자의 졸업 1년 후 취업 및 직업 등을 발표하고 있음
<영국>
- 영국은 고등교육통계청(HESA)에서 영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통계를 생산함. HESA에
서 실시하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관련 조사는 졸업 6개월 후 시점조사와 3년 6
개월 후 종단조사가 있음. 시점조사인 고등교육 졸업자의 목적지 조사(DLHE)와 종
단조사를 통해 영국의 대졸자 취업통계 조사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1) 고등교육 졸업자의 목적지 조사(Destinations of Leavers from Higher Education; DLHE)
- 조사개요 : HESA는 고등교육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졸업자의 목적지
설문조사를 수행함. DLHE조사는 두 단계로 수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로서, 졸업 약 6개월 후에 조사됨. 그
<

- 20 -

리고 두 번째 단계는 졸업자의 목적지를 3년 6개월까지 졸업자가 취업과 학업에
관련하여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종단조사를 수행함
- 조사내용 : DLHE조사는 졸업 후 활동을 취업(full-time/part-time), 일학습병행(work
and further study), 진학, 실업,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 취업관련 조사내용 : 취업처, 취업처 규모, 산업분류, 근무지, 취업 이유, 직업분
류, 예비 혹은 초임교사의 직업교육, 고등교육 경험의 취업(자영업 또는 프리랜
서, 창업) 기여정도, 직위, 취득학위의 조사당시 수행 중인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자격인지 여부 등
· 학업관련 조사내용 : 조사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 교육비 조달방법, 학습양식
(full-time study, part-time study), 고등교육 경험의 향후 진학 기여정도 등
- 조사설계 및 방법 : DLHE 조사는 HESA에 보고된 영국에서 고등교육과정을 마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 DLHE 조사에서 필요한 졸업자의 인적정보는 고등교
육기관 학생기록 데이터에서 연계 추출하고, 데이터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
집함. 그러나 이메일 정보가 없는 조사대상자는 전화 또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 결과 발표 : 조사결과는 HESA 웹페이지를 통하여 조사결과 개요 및 보고서 요약본
을 무료로 제공하나,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그 외 UNISTATS에 데
이터를 제공하여 각 대학의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 학생을
위한 대학 및 전공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며, 종종 신문에 게재된 영국
대학의 리그 테이블에서 사용되기도 함
2) 고등교육 졸업자의 목적지 종단조사(Destinations of Leavers (Longitudinal))
- 조사개요 : DLHE조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3년 6개월까지 취업 및 진학
등의 활동을 추적 조사함
- 조사내용 : DLHE 조사의 조사항목 외에 추가 자격취득 상황, 현재까지의 경력에
대한 만족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즉, 현재까지의 경력에 대한 만족, 직업을
갖게 된 이유, 현재 재직 중인 직업은 어떻게 찾았는지, 자신의 경력에 고등교육의
기여 정도, 진학을 했다면 목표로 했던 자격 유형 등을 조사함. 그리고 고등교육
졸업자의 졸업 6개월 후와 졸업 3년 6개월 후의 변화를 분석함
- 조사설계 및 방법 : DLHE 조사에서 응답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데이터는 DLHE 조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합함
- 결과 공표 : HESA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결과 개요와 보고서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
하나,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함
<호주>
- 호주는 Graduate Careers Australia(GCA)에서 매년 호주 졸업자 설문조사(AGS)를
실시하여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 및 진학관련 통계를 작성함. AGS 조사결과는 고
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학습 및 교수의 품질지표(QILT)를 작성하는데
활용되며, QILT웹사이트에서 대학의 각종 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어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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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생의 대학 선택 및 전공 선택 그리고 미래 직업선택 및 취업지도의 기초 자료
로 활용되고 있음
1) 호주 졸업자 조사(Australia Graduate Survey; AGS)
- 조사개요 : 호주 졸업자 조사는 호주정부의 지원으로 사회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전국적인 조사로서, 고등교육 학위취득 4개월 후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및 추가 학습 활동을 조사함. AGS는 졸업자 목적지 조사(GDS)와 졸업자의 교육과
정 경험 조사(CEQ), 대학원 연구경험 조사(PREQ)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내용 : 취업통계와 관련된 조사는 졸업자 목적지 조사(GDS)로써, 졸업자의 고
용활동 및 취업경로, 급여, 지속적인 연구 및 노동시장 지위, 구직활동, 이전 교육
의 기록과 응답자의 특성 정보를 수집함
- 결과 발표 : AGS의 주요 조사결과는 GCA 웹사이트의 GradFiles와 GradStats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AGS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례 연구보고서 즉,
GradFiles, GradStats, Graduate Destinations를 발간함
2) 호주 졸업자 종단 조사(Beyond Graduation Survey; BGS)
- 조사개요 : Graduate Careers Australia(GCA)에서 고안된 조사로써, AGS조사에서 응
답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3년간 졸업자의 취업분야, 직종, 자격, 주당 평균
근무시간, 취업탐색활동, 급여 등을 추적 종사함
- 조사내용 : 고등교육과정 수료 후 3년간의 고용상황과 추가적인 학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며, 고등교육 경험이 졸업자의 삶에 기여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 결과 발표 : 조사결과는 GCA웹사이트를 통해 보고서를 제공함. BGS 조사결과는 고
등교육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또
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학생의 전공 선택 및 직업 선택 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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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취업통계 조사 비교>

미국
호주
영국
B&B
AGS
HESA
진학, 노동시장 진입 등 교육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 및 대학의 재정지원 및 국가 통
목적
- 노동시장 이행 정보 제공 진학관련 통계를 작성
계 제공에 활용
조사대상 학사학위소지자 : 16,320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처 규모, 산업분
학사학위 소지자들의 직업성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들 - 류,취업처,
근무지, 취업 이유, 직업분
과, 교육성과 정보
의 졸업 후 상황
예비 혹은 초임교사의 직
- 졸업 후 진학상황
- 종사상 지위(풀타임/파트) 류,
업교육, 고등교육 경험의 취업
조사내용 - 학위취득소요기간
- 직업분류/산업분류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창업)
- 직업탐색, 노동시장 이행 - 임금수준
기여정도, 직위, 취득학위의 조
- 직무교육, 노동성과, 직무만 - 졸업 전 활동
사당시 수행 중인 직업을 갖는
족도 등
- 주 전공 등
데 필요한 자격인지 여부 등
NPSAS : ’93 모집단으로 확
보→ B&B : ’93 12,480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B : ’93/’97 11,190명,
표본 설계
B&B : ’93/’03 11,160명
표본조사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개인별)
자기 기입식 조사 및 전화 조사
추적조사
방
-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 1차 인터넷, 모바일 등을
1차년
:
면
접-1년 후(B&B:’93)
법 자료수집 - 2차년 : 4년 후 (B&B:’93/’97) email, 우편, 전화, 현장조사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
후 4개월 이후 시점 - 미 참여자에 대한 전화 조
- 3차년 : 10년 후 (B&B:’93/’03) (졸업
4월30일)
사
수집 자료는 자료 처리(코딩, 졸업자 조사와 종단조사를 분 졸업 후 6개월 후 조사 후 3
특징 데이터 처리, 가중치 부여 등) 리하여 실시
년 6개월 후 추가 조사
를 통해 비교 분석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 HESA 웹페이지를 통하여
- 매년 Digest of Education - 고등교육
학습 및 교수의 품 조사결과 개요 및 보고서
Statistics 발간(졸업 후 취
질지표를 작성하는데 활용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
업,
진학상황
등
수록)
조사결과 활용 - On-line 분석 시스템 제공 - 고등교육 예비생의 대학 선 -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
택 및 전공 선택 그리고 미 - 예비 학생을 위한 대학 및
- CD_ROM 제공
래 직업선택 및 취업지도의 전공 선택 시 참고자료로
- 세부 분석보고서 발간
기초 자료로 활용
활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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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유형별 용도

○ (작성기관 내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참고자료로 활용
○ (정부부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교육부 : 시계열 자료, 학과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정원 배정 및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함
- 고용노동부 : 기업규모별, 산업별 취업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함
- 해양수산부 : 해양관련학과 취업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 참고
자료 작성에 활용함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계열 취업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예술정책 수립에 활용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계 졸업자 취업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관련 자
료 작성에 활용함
○ (국회 및 정부산하연구기관) 국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개발
연구원 등
- 각 기관 성격에 맞춘 정책 수립 및 연구 설계를 위해 취업통계 자료 활용함
○ (대학 및 연구소, 산업계) 대학·연구소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 상담 기초
자료로 활용, 산업계에서는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구성 및 구인·구직 사이의 인
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취업통계 자료 이용 내역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취업통계 자료집, 연도별/체계별 주요지표 등의 접속
횟수, 경로, 다운로드 수 등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 24 -

3. 이용자 의견수렴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작성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정기적 만족도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 실시
○ 취업통계조사 지침개선 사항 검토 의뢰
- 일시 : 2020.2.18.(화).∼2.24(월)
- 내용 : 2019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 검토
- 참석인원 : 외부전문가 3명
○ 취업통계 조사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일시 : 2020.10.29.(목)∼10.30.(금)
- 회의명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개선 의견수렴
- 참석인원 : 외부전문가 24명
- 주요안건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개선 방안 의견수렴
· 조사시스템 개선사항 검토
· 국가승인통계 변경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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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 설계
1. 통계작성 기획

□ 통계작성대상, 포괄범위 및 기준시점

○ 통계작성대상은 조사대상년도 기준, 전국의 전년도 후기(8월) 졸업자와 당해 연도 전기
(2월) 졸업자가 있는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전수이며, 조사 기준시점은 매년 12월
31일임
- 졸업자의 인적정보는 조사대상년도 7월, 취업정보는 조사대상년도 다음해 4월에 진
행함
예시> 2019.12.31.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대상 : 2019년 전기(2월) 2018년 후기(8월)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조사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조사시기
· (1차 사전조사) 졸업생 인적정보 : 2019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사전조사) 신입생정보 : 2020년 2월 10일∼ 2월 21일
· (본조사) : [학교조사] 2020년 4월 1일 ∼ 4월 30일
[검증 및 공공DB 추가 연계] 2020년 5월 1일 ∼ 11월 30일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말

<

○ 졸업자의 인적정보 및 취업정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함
- 졸업자 인적정보 항목
구분

No
1
2
대학 및 3
전문대학
4
5
1
2
일반대학원 3
4
5

항목명 No 항목명 No 항목명
학교코드
6 학과코드
11 학번
본분교코드
7 학과명
12 성명
단과대학코드 8 학과소분류명 13 성별
단과대학명
9 주야간구분
14 집전화번호
학부명
10 개인식별키
15 휴대폰번호
학교코드
6 전공명
11 성별
본분교코드
7 세부전공명
12 개인식별키
단과대학코드 8 주야간구분
13 집전화번호
단과대학명
9 학번
14 휴대폰번호
전공코드
10 성명
15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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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
17
18
19
16
17
18
19
-

항목명
이메일주소
입학연월
졸업연월
외국인유학생여부
입학연월
졸업연월
외국인유학생여부
취득학위
-

-

졸업생 취업정보 항목

번호

1 취업자

구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외취업자
교내취업자
교내취업자
(TLO사업)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 취업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2 진학자 (국내)전문대학/대학/대학원
(국외)전문대학/대학/대학원
3
취업
4 불가능
자
5
6

입대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기타
미상
의료급여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7 제외인
정자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WFK사업참여자

세부 정보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DB연계
계약시작일/계약종료일/ 국민건강보험공단DB연계,
근무형태/주당근무시간
세부정보 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DB연계
국가명/회사명/비자여부/
비자유형/계약시작일/계 한국산업인력공단DB연계
약종료일/근무형태/주당
및 학교 추가 입력
근무시간
학교 자체조사
각 항목별 실적 유형
학교 자체조사
최종결과 발표 시(’20.12)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DB연계 결과 배포
학교명, 본분교명
학교 자체조사
학교명, 국가명
학교 자체조사
최초 조사 시(’20.4)
병무청 DB연계 및 학교
추가 입력
학교 자체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DB연계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최종결과 발표 시(’20.12)
보건복지부DB연계 결과
배포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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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DI 인정 심의 결과 적용

-

학교 자체조사

-

학교 자체조사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D
B연계

-

□ 자료의 시의성 및 수집 가능성

○ 국세청에서 연계받는 1인창(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게 되어있어, 국세청의 자료 생산이 완료된 시점은 조사대상년도 다음해 9월 말임
○ 이에 국세청에서 자료 생산이 완료된 이후 투입자료를 제공받아 집계 및 분석을 하는
가공통계의 특성상 조사기준일로부터 시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원시자료를 제
공받는 즉시 통계를 분석·작성·발표하고 있어 시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음
예시> 2019.12.31.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대상 : 2019년 2월 및 2018년 8월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조사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조사시기
· 인적정보 : 2019년 7월 1일 ∼ 7월 31일
· 신입생정보 : 2020년 2월 10일 ∼ 2월 21일
· 취업정보 : (1차 공공기관DB연계) 3월 1일 ∼ 3월 31일
※ 1차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등
(학교조사)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
(2차 공공기관DB연계) 5월 1일 ∼ 8월 31일
※ 2차 공공기관 :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등
(국세청DB연계) 2020년 10월 1일 ∼ 11월 30일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말

<

○ 본 통계는 통계법 외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통계로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
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청 등)과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원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어
자료의 수집이 용이함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
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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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 자료의 포괄성,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모든 졸업 후 상황을 포함하기 위해 부문별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청
등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며, 이 외에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진학자 등)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누락
이 없도록 함
○ 수집한 자료는 지표 산출 전 오류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함.
- 취업자 주요 항목(건강보험가입자수, 해외취업자수, 1인창(사)업자수, 프리랜서수
등)에 대해 전년대비 변화폭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는 각종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오류를 검증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를 조사하는 국내 유일
통계로 통계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함

□ 자료의 문제점 및 한계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취업자, 진학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하
고 있으나,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기타’로 표현하고 미취업 실태에 대한 상세 정보
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최근 다양한 고용 장려 정책과 실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미취업 상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청년 니트 족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어 미취
업자에 대한 상세 조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통계 결과를 통해 고등교
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현황 외 미취업현황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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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념 및 용어

□ 주요 개념 및 용어 – 취업정보항목
구분

취업자

세부항목
교외취업자
건강보험 교내취업자
직장가입
자 교내취업자
(TLO사업)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취업자

프리랜서

정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
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최저임금 (’18년 1,573,770원, ’19년 1,745,150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
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
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 (국세청) 2018년 사업자등록 사실과 2018년 연간 사업소득
액의 합계가 347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인정하는 기술형 창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
에서 2018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4,721,310원 이상으로 확
인된자
조사기준일 당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
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대학(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대학
국내
대학원
진학자
전문대학
국외
대학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대학원
입대자
조사기준일 당시 군 입대자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취업
사망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불가능
해외이민자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이주신고를 통한 이민출국자 및 현지이주자
자
6개월 이상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환자
장기입원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
기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미상
조사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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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의료급여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항공종사자
제외
인정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WKF사업

정의
조사기준일 당시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조사기준일 당시 여자군인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훈련
생 신분인 자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종교지도자 양성관련학과로 인정된 학
과의 졸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생
조사기준일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교육훈련생
조사기준일 당시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교육훈련생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체류자 중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인
정하는 해외봉사단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주요 개념 및 용어 - 주요 산출 공식

○ 취업률(%) = (취업자/취업대상자) × 100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
창(사)업자+프리랜서
-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외취업자)+교내취업자
- 취업불가능자 : 수형자+사망자+해외이민자+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수급자+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
관 교육대상자+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경찰공무원 채용후
보자 중 훈련생+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WFK사업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100
차 차 차 차 기준일까지 유지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유지취업률(%) =
조사기준년 월 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1차 유지취업자 : 조사기준년 12월, 다음해 3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
- 2차 유지취업자 : 조사기준년 12월, 다음해 3월･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
- 3차 유지취업자 : 조사기준년 12월, 다음해 3월･6월･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
- 4차 유지취업자 : 조사기준년 12월, 다음해 3월･6월･9월･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
1

(2

, 3

, 4

)

12

31

100

※ 기준일에 맞추어 졸업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어 산출기
준일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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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 또는 국내기준과의 비교

○ 국제 기준으로는 미국, 호주에서 조사하는 취업통계조사, 국내에서는 통계청에서 수행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 가능하나,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지표 정의의 차이로
인해 지표 수준의 비교보다는 변화 추이의 비교가 유의미함
구분
미국(B&B)
취업자) / (16∼
고용률 (16∼64세
64세 인구) × 100
- 설문조사 기준 1주 동안
급여 또는 이익을 위해
일한 자(정규직, 파트타
임, 임시근로자 포함)
※ 병가, 휴가, 악천후, 노
동 분쟁 또는 다양한
개인적 사유로 인해
정규직에 일시적으로
취업자 결근 한 경우도 포함
-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최소 15시간
의 무급 근무를 한 자
(무급 가족 근로자)
- 자신의 사업, 직업, 무역
또는 농장에서 이익이나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자

호주(AGS)
경제활동인구조사
(15∼64세 취업자) / (15∼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64세 인구) × 100
× 100

- 정규직 : 주당 평균 38 - 조시대상 기간에 수입을
시간 근무자로 정규직,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정기간 계약직을 포함
자
※ 단, 특정 직업이나 산 - 일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
실 근무시간은 고용주 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와 합의하에 결정
18시간 이상 일한
- 기간제 : 주당 평균 38 주당
가족종사자
시간 미만 근무자로 상 - 무급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
근 근무자를 의미함
있으나 일시적인
- 임시직원 : 업무 보장시 지고
사고, 연가, 교육, 노
간이 없고 비상근 근로 병,
등의 사유로 일
자로서 병가, 연차휴가 사분규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가 지급되지 않음

4. 적용 분류체계

□ 학과분류체계(「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적용)
○ 통계결과 발표 시 각 학제에 맞춰 전공 분류에 따른 결과를 발표함
- 전문대학(기능대학, 각종학교 포함) : 대분류(7개), 중분류(31개), 소분류(76개)
-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 대분류(7개), 중분류(35개), 소분류(121개)
- 일반대학원 : 대분류(7개), 중분류(35개), 소분류(118개)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체계(2016.9.30.제정, 통계청 고시 제2016-322호 적용)
○ 2018년 이후 발표된 자료에는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
로 구분에 맞춰 졸업 후 상황 결과를 발표함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은 대분류(11개), 중분류(29개), 소분류(81개)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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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 발표하던 학과분류체계(「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체계를 매핑하여 발표함

□ 국제표준교육영역분류 일부 반영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은 국제표준교육영역분류(ISCED-F 2013)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분류에 차이가 있음
- 한국에서 비중이 큰 교육영역을 별도의 코드로 분류한 경우
- 국내 특수성 반영 국제표준교육영역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나라 현
실에 맞지 않는 경우 국내 특수성에 맞게 수정함
:

0212
0213
0214
0215
0216
0413
0414
0415
0416
0417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와 국제표준교육영역분류(ISCED-F 2013) 비교 >
ISCED-F 2013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비고
소분류
소분류
패션디자인, 인테리어 및
0212 패션디자인
산업디자인
미술
0213 인테리어 및 산업디자인 코드 세분화
공예
0214 미술
음악 및 공연예술
0215 공예
(없음)
0216 음악 및 공연예술
경영 및 행정
0413 경영
마케팅 및 광고
0414 행정
코드 세분화
비서 및 사무
0415 마케팅 및 광고
무역 및 매매
0416 비서 및 사무
직무능력
0417 무역 및 매매
코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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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개편의 적절성

□ 통계작성 승인 및 승인변경 내역
연월
2004.3.
2005.1.
2006.3.
2007.2.
2008.3.
2009.2.
2010.3./2010.6.
2011.2./2011.8.
2012.3.
2013.10.
2015.3.
2017.6.
2018.12.
2019.12.
2020.03
2020.7.

주요내용
통계작석 승인(승인번호 제 334003호)
조사내용 세분화, 데이터 검증방법 변경
조사대상 확대(일반대학원),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방법, 지침, 산출지표, 조사항목 등 전면 개편
(대학에서 직접 조사에서 건강보험DB연계로 변경함에 따라 전면 개편)
조사대상 확대(폴리텍 대학 등), 조사항목, 산출식 변경
연 2회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항목, 산출지표 등 전면 개편
(건강보험DB 외 국세청DB 추가 연계함에 따라 조사기준일 및 조사항목을
포함한 조사 전면 개편)
유지취업률 조사 횟수 확대(2회→4회)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연 1회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항목 추가
통계 공표안 변경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을 반영하고, 취업 상세 내용을 반영한 통계 공표안으로 변경)
조사항목 추가(국가기술자격증 취득내용)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신규조사 추가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신규조사 추가 및 통계청 공동작성에 따른 승인번
호 변경(제920024호)

○ (2019.12.) 조사항목 추가
- 주요내용
구분

통계결과
공표내용

변경 전

- 졸업자(계, 외국인유학생)
- 취업자(건강보험가입취업자(교
내취업자 포함), 해외취업자, 농
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
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
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 취업률
- 취업현황의 상세내용(기업유형별,
월평균 임금, 취업준비기간에 따
른 건강보험직장가입률 등)
- 진학률
- 유지취업률
- 한국표준교육분류별 취업률,
진학률, 유지취업률

변경 후

- 졸업자(계, 외국인유학생)
- 취업자(건강보험가입취업자(교
내취업자 포함), 해외취업자, 농
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
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
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 취업률
- 취업현황의 상세내용(기업유형별,
월평균 임금, 취업준비기간에 따
른 건강보험직장가입률 등)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내용
- 진학률
- 유지취업률
- 한국표준교육분류별 취업률,
진학률, 유지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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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19년 국가기술자격
증 추가 수집(연계)
에 따른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
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항목 추가

○ (2020.3.)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신규 조사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
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통계조사 추가로 인한
추가
통계조사
조사
상위통계 명칭 신설 등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2020.7.)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신규 조사 추가
- 주요내용
구분

[통계명]

변경 전

[통계명]

변경 후

및 직업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졸업자 취업통계
통계 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 ․고등교육기관
조사
추가
계조사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통계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 35 -

변경 사유

졸업자명부 및 일자리
DB 공유를 통한 양 기
관 공동작성을 통해
대졸자의 취업 및 일
자리 지원 수립에 필
요한 통계 정보 제공
확대

Ⅳ. 자료수집
1. 수집자료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목록
연계정보
졸업자 정보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연계 기관 작성형태 입수시기
연계기준일
고등교육기관
가공
n년 7월
n년 12.31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공 n+1년 3월
n년 12.31
국세청
가공 n+1년 10월 n년 1.1∼12.31
1인창(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가공 n+1년 3월
n년 12.31
프리랜서
국세청
가공 n+1년 10월 n년 1.1∼12.31
해외취업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가공 n+1년 3월
n년 12.31
TLO 사업참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공 n+1년 3월
n년 12.31
입대자
병무청
가공 n+1년 3월
n년 12.31
사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공 n+1년 3월
n년 12.31
해외봉사자
외교부, KOICA 가공 n+1년 3월
n년 12.31
의료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가공 n+1년 7월
n년 12.31
고용보험가입자
한국고용정보원 가공 n+1년 3월
n년 12.31
6월∼
출입국기록
법무부
가공 n+1년 5월 n-1년
n+1년 2월
농림어업종사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1∼12.31
진학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해외이민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수형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6개월이상 장기입원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 조사 기준년을 n년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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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작성목적 부합 여부 및 한계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졸업 후 상황을 대부분 포함하여 통계 작성목적에 부합됨
-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관련 자료를
활용함
- 취업자(교내취업자 TLO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자료를 활용함
- 취업자(해외취업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자 관련 자료를 활용함
- 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취업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취업자(1인창(사)업자) :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관련 자료를 활용함
- 취업자(프리랜서) : 국세청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관련 자료를 활용함
- 진학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입대자 : 병무청의 입대 관련 자료를 활용함
- 취업불가능자(사망자) : 국민겅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함
- 취업불가능자(해외이민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취업불가능자(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취업불가능자(수형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제외인정자(의료급여수급자) :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료를 활용함
- 제외인정자(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
한 결과를 활용함
- 제외인정자(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제외인정자(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제외인정자(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를 활용함
- 제외인정자(해외봉사자)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의 관련 자료를 활용함
○ 단,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한해 연계 받고 있는 상세정보를 국세청에서 연계 받는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항목의 상세정보로 확대된다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진
학 등 진로 현황 분석 자료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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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통계 작성 방법

○ 대부분의 국가가 고등교육졸업자 취업통계를 조사할 경우,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
사를 수행
<주요 국가별 취업통계 조사 비교>

미국
호주
영국
B&B
AGS
HESA
진학, 노동시장 진입 등 교육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 및 대학의 재정지원 및 국가 통
목적
- 노동시장 이행 정보 제공 진학관련 통계를 작성
계 제공에 활용
조사대상 학사학위소지자 : 16,320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취업처, 취업처 규모, 산업
학사학위 소지자들의 직업성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들 분류, 근무지, 취업 이유,
과, 교육성과 정보
의 졸업 후 상황
직업분류, 예비 혹은 초임
- 졸업 후 진학상황
- 종사상 지위(풀타임/파트) 교사의 직업교육, 고등교육
조사내용 - 학위취득소요기간
- 직업분류/산업분류
경험의 취업(자영업 또는
- 직업탐색, 노동시장 이행 - 임금수준
프리랜서, 창업) 기여정도,
- 직무교육, 노동성과, 직무 - 졸업 전 활동
직위, 취득학위의 조사당시
만족도 등
- 주 전공 등
수행 중인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자격인지 여부 등
NPSAS : ’93 모집단으로 확
보→ B&B : ’93 12,480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B : ’93/’97 11,190명,
표본 설계
B&B : ’93/’03 11,160명
표본조사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개인별)
자기 기입식 조사 및 전화
추적조사
방
-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
1차년
:
면
접-1년 후(B&B:’93)
법 자료수집 - 2차년 : 4년 후 (B&B:’93/’97) email, 우편, 전화, 현장조사 - 1차 인터넷, 모바일 등을
후 4개월 이후 시점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
- 3차년 : 10년 후 (B&B:’93/’03) (졸업
4월30일)
- 미 참여자에 대한 전화 조사
수집 자료는 자료 처리(코딩, 졸업자 조사와 종단조사를 졸업 후 6개월 후 조사 후 3
특징 데이터 처리, 가중치 부여 분리하여 실시
년 6개월 후 추가 조사
등)를 통해 비교 분석
질 개선을 위 - HESA 웹페이지를 통하여
- 매년 Digest of Education -한 고등교육의
고등교육 학습 및 교수의 조사결과 개요 및 보고서
Statistics 발간(졸업 후 취업,
품질지표를 작성하는데 활용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
진학상황
등
수록)
조사결과 활용 - On-line 분석 시스템 제공 - 고등교육 예비생의 대학 -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
선택 및 전공 선택 그리고 - 예비 학생을 위한 대학 및
- CD_ROM 제공
래 직업선택 및 취업지도 전공 선택 시 참고자료로
- 세부 분석보고서 발간 미
의 기초 자료로 활용
활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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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체계

□ 자료 수집 과정 및 방법
연계정보
졸업자 정보
건강보험직장가입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해외취업자
TLO 사업참여자
입대자
사망자
해외봉사자
의료급여수급자
고용보험가입자
출입국기록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연계 기관
자료수집 방법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직접 입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입수
국세청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입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 입수
국세청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입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접 입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직접 입수
병무청
병무청으로부터 직접 입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입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직접 입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입수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직접 입수
법무부
법무부로부터 직접 입수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 신입생정보조사를 통해 구축된 진학자DB에서 연계
진학자
고등교육기관 - 신입생정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고등교육기관에서
자체 조사하여 제출
해외이민자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수형자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6개월이상 장기입원자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생에게 조사 후 결과 제출
훈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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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수집 연계 과정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자 인적정보(전공, 학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받아 유
효성을 검토함
○ 조사수행기관(KEDI)에서는 졸업자 인적정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각 연계기관(건보, 산
인공, 병무청 등)에 협조요청 공문(요청 데이터 항목 표기)과 졸업자 개인별 고유키를
제공함
○ 각 연계기관에서는 제공받은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하고 있는 고유키를 매칭하여 데이
터 유무를 파악하고, 공문과 함께 데이터를 제공함
- 매칭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하고 있는 상세 데이터를 제공
- 매칭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데이터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공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국가 승인통계(제920024호)로 통계법 및 고등교
육법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
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
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
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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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
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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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집자료 처리

□ 수집 자료의 처리과정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진행과정

조사대상 정비
조사대상 배포 및 인적정보 수합

조사지침 및 도구 정비
조사변동사항 적용
①조사지침 검토(대학담당자)
②조사프로그램 테스트(대학)

고등통계자료와 비교검증
연계기관 DB연계(1차 공공DB)
연계기관별 DB정비
*전년도와 시계열비교

학교조사 DB정비
조사자료･프로그램 배포
*조사진행 문의응대
각 대학 제출자료 수합

각 대학 제출항목 형식검증
대학 증빙자료 전수 검증
외부 전문가 활용 검증(1차)
*관련분야 종사자 및 교수 등

①조사시스템 자체검증
②대학담당자 자체검증
연계기관 DB자료 비교 검증

검증결과자료
생성･학교확인(1차)
대학 이의신청･확인자료 검증
외부전문가 활용 검증(2차)
*관련분야 종사자 및 교수 등

연계기관 DB연계(2차공공DB)
검증결과자료
생성･학교확인(2차)

현장점검 실시
결과파일 생성
①보도자료 발표(12월)

연계기관 DB연계(3차공공DB)
검증결과자료
생성･학교확인(최종)
②대학알미리, KOSIS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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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간물 발간(연보 등)

□ 미수집 자료의 처리방법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
며, 수행 과정 중 누락되는 자료가 없음

4. 현장조사

□ 조사표 작성 요령 및 기입 시 유의사항

○ 일반적 안내사항 : 조사목적, 법적근거, 조사자 연락처 등 안내
○ 항목별 주요지침 및 작성요령 안내
- 항목별 주요지침
· 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 교내취업자(TLO사업)
포함),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및 국외 전문대학, 대학, 대
학원에 진학한 자
· 입대자 : 조사기준일 당시 군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기타 :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미상 : 조사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 제외인정자 : 조사기준일 당시 의료급여수급자, 여자 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
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
원 채용후보자 중 교육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교육생, WFK사업
- 작성 요령
· 학과별 또는 학과담당자별로 조사대상자 리스트와 조사지를 정리함
· 학과담당자 교육 시 지침서를 함께 배부하고 작성 요령을 숙지시킴
· 학과담당자는 조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조사지를 작성함
· 조사지 작성이 완료되면 취업통계조사 매뉴얼을 참조하여 조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함
· 학과담당자는 조사시스템의 입력 작업을 완료하면 취업통계담당자에게 작성된 조사지를 제출함
· 취업통계담당자는 조사지와 조사시스템 입력 자료를 비교하면서 입력 오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함
· 조사근거로 다른 증빙자료들과 함께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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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교육훈련

조사명
일정
교재
강사 방법
교육내용
∙ 전년대비 변경사항 안내
고등교육기
∙ 조사지침 안내
관 졸업자 14시 ∼ 18시 조사업무
담당직원
강의
∙ 증빙자료 제출방법 안내
매뉴얼
취업통계
∙ 프로그램 사용방법 안내

□ 현장 조사 내용

○ 1차 공공DB연계(국민건강보험공단,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이후 공공DB가 연계
되지 않은 졸업자에 한해 학과담당자가 직접 조사를 수행함
○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 조사를 수행한 경우 관련 정보
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함께 수집함
- 미연계된 해외취업자
- 농림어업종사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미연계된 국내 진학자 및 국외진학자
- 미연계된 입대자
- 해외이민자
- 수형자
-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여자군인 전 임관전 훈련생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현장 조사 방법

○ 현장조사는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는 취업통계조사시스템에 입력함

□ 자료 내검

○ 입력결과 내검
- 기초자료는 엑셀 또는 GUI 방식으로 입력하고, 프로그램 업로드 과정에서 기초적인 전
산 내검 절차를 거침.(누락 정보 유무, 코드 매치 유무, 조사 내용의 정합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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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한 형식검증 주요 내용 >
구분
검증내용
1 등록된 조사회차, 학교코드, 본분교코드, 주야간코드 자동 확인
2 취업구분 누락 검증, 취업구분으로 가능한 코드여부 확인
3 교내취업자, 해외진학자, 해외취업자 입력 항목 누락 검증
⋮
⋮
-

전산 내검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조사원이 조사한 조사결과가 제출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오류를 표기함. 조사원이 조사결과를 수정하여 제
출해야만 조사를 마칠 수 있음
<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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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내검 중 논리 내검은 항목별 정의에 맞는지 등을 점검하며, 범위 내검은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내검
-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증빙자료를 통해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항
목별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학교추가입력)
농림어업종사자
취업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유효성 검토내용
① [사업계획 공문]
-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실시
한 계획 및 공문
② [선정 공문]
- 사업에 선정되어 조사기준일 이전 실시한 사업임을 확인
③ [사업참여 학생 및 기업 명단]
- 조사대상이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의 명단인지 확인
①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
- 계약기간이 조사기준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지 확인
※ 고용계약관련 서류가 없어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경우 계약기간
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계약만료 전 사직한 교내취업자의 경우 사직서 및 후임자 채용
기안을 구비해야 함
① [비자사본]
- 국가별로 취업이 합법적인 비자인지 확인
※ 대한민국 여권사본은 인정 불가함
②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
- 계약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계약서류 상 직인 혹은 서
명 확인
※ 개인 민감정보(급여, 직급 등)은 삭제 후 제출함
① [농림어업 종사관련 증빙자료]
- 졸업생 명의 등록 확인, 등록 및 변경일이 조사기준일 이전인지 확
인, 조사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
① [장소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연 또는 전시 등의 창작활동이 가능한 장소의 등록증인지 확인
② [확인서 또는 증명서]
- 활동한 장소에서 활동이 완료된 후 발급한 자료인지 확인
③ [계약서]
- 졸업자와 기획사 또는 출판 등 업체 간의 계약인지 확인(본인
서명 필수)
④ [팸플릿 또는 작품 원본]
- 졸업생의 역할 및 작품이 확인 가능한지 확인
※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실적이어야 하며, 역할이 확
인 가능해야 함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는 심의를 위해 원본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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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국내진학자
(동대학(원) 진학자)
국외진학자
입대자
(학교 추가입력)
여자군인 중
임관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제외인 전문교육기관
정자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중
훈련생
제외인 채소방공무원
정자 용후보자중
훈련생

유효성 검토내용
① 연계자 : 증빙 및 구비자료 없음
② 미연계 진학자
- 동대학원 진학자 : 동대학원 진학자 확인결과 공문 기재
- 타대학 진학자 : 조사기준일 당시 재학, 휴학 등 재적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구비
① [진학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 당시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
- 재학 중인 학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정규교육기
관인지 확인
① [입대관련 증빙자료]
- 입교일, 입대일이 조사기준일 이전인지 확인
※ 입교일, 입대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① [입대관련 증빙자료]
- 입교일, 입대일이 조사기준일 이전인지 확인
※ 입교일, 입대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①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생 증빙자료]
- 졸업생 명의 및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인지 확인
- 조사기준일이 교육기간에 포함되는 지 확인
※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4조에서 지정된 교
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훈련생 신분을 확인
①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증빙자료]
- 졸업생 명의 및 중앙경찰학교 또는 해양경찰교육원 재학증명서
(졸업증서) 인지 확인
- 조사기준일이 훈련기간에 포함되는 지 확인
①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증빙자료]
- 졸업생 명의 및 중앙(지방)소방학교 재학증명서(졸업증서)인지 확인
- 조사기준일이 훈련기간에 포함되는 지 확인

증빙 내검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조사원에게 내검 결과를 전달하여 확인 과정을 진
행함
- 조사원은 내검 결과 확인 후 항목별로 유효성이 타당한 증빙자료를 재제출하거나
추가 증빙자료 미확보 시 조사결과를 수정함
-

- 47 -

Ⅴ. 통계처리 및 분석
1. 통계작성 결과

□ 수집 자료의 단계별 가공과정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각종 공공DB를 연계하
고, 연계 결과를 수합하여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표집 오차 추정 또는 가중치 조
정 등을 포함한 추정, 추계과정을 실시하지 않음
○ 공공DB연계 과정에서 중복으로 DB가 연계된 경우(Ex: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대자 중복
연계) 시 취업자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음
- 취업자 관련 연계기관별 우선순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
벤처기업부
※ 국세청은 10월, 고등교육기관에서 조사한 진학자, 기타, 미상에 한해 연계하며 국세청에
서 연계된 졸업자는 국세청 데이터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음

○ 각종 공공DB 연계 이후 항목별 단순 합계를 통해 통계 결과를 산출함

□ 주요 통계 목록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2019.12.31.기준)
- 전체 졸업자 취업 현황
- 학제별 현황
- 계열/전공별 현황
- 지역별 현황
- 성별 현황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유지취업률(2019.12.31.기준)
- 학제별, 설립별, 유지취업률 현황
- 계열별 유지취업률 현황
- 학교 소재지별 유지취업률 현황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질적정보 분석결과(2019.12.31.기준)
- 취업자 초임급여 현황
- 기업유형별 취업자 수 현황
- 기업 규모별 취업자 수 현황
- 지역별 취업자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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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유지취업률 현황
- 규모별 유지취업률 현황
- 졸업자 및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

□ 주요 통계 결과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2019.12.31.기준)
- 전체 졸업자 취업 현황 :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18.8월 졸업자 포함)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 수준이며 전년(67.7%,
2018.12.31일 기준) 대비 0.6%p 감소함

< 졸업자 및 취업자 수 >
·

< 최근 3년간 취업률 >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9만 1,929명, 해외취업자 2,853명, 1인
창(사)업자 6,137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1만 8,347명으로 나타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현황>

취업
구분 학교수 졸업자 대상 취업자 취업률 건강보험
직장
자
가입자
고등교육기관 547 550,354 481,599 323,038 67.1 291,929
전문대학 138 166,521 146,922 104,159 70.9 93,303
대학 191 323,881 286,409 181,255 63.3 163,795
교육대학 10 3,824 3,667 2,338 63.8 2,278
산업대학 3 2,907 2,785 1,991 71.5 1,701
각종학교 2 525 434 242 55.8 105
기능대학 28 7,088 6,518 5,214 80.0 4,901
일반대학원 175 45,608 34,864 27,839 79.9 25,846

(단위: 개교, 명, %)

취업 현황
해외 농림 개인창 1인창 프리 진학자 진학률
취업 어업 작활동 (사)업 랜서
자 종사자 종사자 자
2,853 791 2,981 6,137 18,347 35,800 6.5
998 691 1,780 1,970 5,417 10,822 6.5
1,720 93 982 3,203 11,462 21,907 6.8
- - 2 58 33 0.9
7 - 34 91 158 34 1.2
1 3 22 111 52 9.9
10 2 171 41 89 119 1.7
117 5 11 808 1,052 2,833 6.2

주 1) 조사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2) 학교수 : 졸업자가 있는 학교 수(폐교 포함)로서, 분교(대학 5개교, 일반대학원 5개교)도 포함
3) 졸업자 : 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4)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5)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100
6) 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7)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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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비율은 1.2%p 감소,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및 자
유계약자(프리랜서)는 각각 0.1%p 감소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 >

구분

졸업자 취업자

2019년 550,354 323,038
(58.7)
555,808
332,839
2018년
(59.9)
변동폭
△1.2
-

(단위: 명, %, %p)

취업 현황(졸업자 대비 비율)
건강보험 해외 농림어업 개인창작 1인창
직장가입자 취업자 종사자 활동종사자 (사)업자
291,929 2,853
791
2,981 6,137
(53.0)
(0.5)
(0.1)
(0.5)
(1.1)
301,182
2,895
656
3,058
6,290
(54.2)
(0.5)
(0.1)
(0.6)
(1.1)
△1.2
0.0
0.0
△0.1
0.0

프리
랜서
18,347
(3.3)
18,758
(3.4)
△0.1

진학률 : 졸업자 중 진학자는 3만 5,800명, 진학률은 6.5%로 전년(6.2%)대비 0.3%p 증가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진학 현황 >

구분
합계
2019 남
여
합계
2018 남
여

졸업자
550,354
271,921
278,433
555,808
273,722
282,086

주) 조사기준일: 각 년도 12월 31일

진학자
35,800
18,411
17,389
34,472
17,913
16,559

진학률

6.5
6.8
6.2
6.2
6.5
5.9

(단위: 명, %)

진학 현황
국내 진학자 국외 진학자
35,165
635
18,124
287
17,041
348
33,808
664
17,616
297
16,192
367

학제별 현황 : 학제별 취업률은 일반대학 63.3%, 전문대학 70.9%, 일반대학원 79.9%
등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산업대학(1.4%p), 일반대학원(1.0%p)은 증가하였지만, 전문대학(△0.2%p),
일반대학(△0.9%p), 교육대학(△5.0%p), 기능대학(△1.0%p)은 감소함

-

구분
2019년
2018년
변동폭

< 학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변동폭(2018년 대비 2019년) >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70.9%
63.3%
63.8%
71.5%
55.8%
80.0%
79.9%
71.1%
64.2%
68.8%
70.1%
55.8%
81.0%
78.9%
△0.2%p △0.9%p △5.0%p 1.4%p
△1.0%p 1.0%p

계열별 현황 : 전체 취업률(67.1%)에 비해 공학계열(69.9%), 의약계열(83.7%)의 취업
률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56.2%), 사회계열(63.4%), 교육계열(62.7%),
자연계열(63.8%), 예체능계열(64.5%)은 낮게 나타남
·전년 대비 의약계열(0.4%p), 예체능계열(0.3%p)은 증가하였지만, 인문계열(△0.9%p),
사회계열(△0.8%p), 교육계열(△1.4%p), 공학계열(△1.8%p), 자연계열(△0.4%p)은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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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계열별 취업통계 현황 >

(단위 : 명, %, %p)

2019
2018
증감
취업
취업률
취업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A-B)
구 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진학률
졸업자
취업자
대상자
(A)
대상자
(B)
고등교육기관 550,354 481,599 323,038 67.1 35,800 6.5 555,808 491,392 332,839 67.7 34,472 6.2 △0.6
인문계열 48,308 39,180 22,002 56.2 3,926 8.1 49,512 40,833 23,307 57.1 3,960 8.0 △0.9
사회계열 140,771 124,198 78,774 63.4 5,564 4.0 144,586 129,265 83,023 64.2 5,422 3.8 △0.8
교육계열 32,852 30,154 18,916 62.7 1,346 4.1 32,964 30,424 19,506 64.1 1,243 3.8 △1.4
공학계열 143,562 126,118 88,215 69.9 10,838 7.5 142,770 126,393 90,607 71.7 10,378 7.3 △1.8
자연계열 58,337 48,175 30,753 63.8 7,521 12.9 59,141 49,320 31,653 64.2 7,249 12.3 △0.4
의약계열 60,769 57,357 48,009 83.7 1,800 3.0 59,498 56,530 47,090 83.3 1,566 2.6 0.4
예체능계열 65,755 56,417 36,369 64.5 4,805 7.3 67,337 58,627 37,653 64.2 4,654 6.9 0.3
주 1) 조사기준일: 각 년도 12월 31일
2) 계열분류는「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을 적용함
-

지역별 현황 :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8.7%, 비수도권 취업률은 66.0%로
2.7%p의 차이를 보임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률 차이(%p) : (’16) 1.6 → (’17) 2.1 → (’18) 2.2 → (’19) 2.7
<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졸업자
227,265명
323,089명

취업대상자
194,841명
286,758명

취업자
133,764명
189,274명

취업률
68.7%
66.0%
2.7%p

개 시도 중에서 서울(68.7%), 인천(70.1%), 대전(68.9%), 울산(69.4%), 경기(68.4%),
충남(68.0%), 전남(69.1%), 제주(67.7%)는 전체 취업률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서
울, 울산,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7

<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

성별 현황 : 남성 졸업자 69.0%, 여성 졸업자 65.2%로 3.8%p 차이를 보임

※ 남녀 취업률 차이 : 2.6%p(’16년) → 3.0%(’17년) → 3.6%(’18년)→ 3.8%(’19년)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남성 취업률의 감소
폭(△0.6%p)이 여성 취업률의 감소폭(△0.8%p)보다 낮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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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취업률 차이는 ’16년부터 증가 추세

·

※ (’16년) 2.6% → (’17년) 3.0% → (’18년) 3.6% → (’19년) 3.8%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성별 취업률 >
구분
2019
2018

고등교육기관
취업자
취업률
323,038
67.1
332,839
67.7

주) 조사기준일 : 각 년도 12월 31일

취업자
161,982
165,922

남자

취업률
69.0
69.6

취업자
161,056
166,917

여자

(단위: 명, %, %p)

성별
취업률
차이
3.8
3.6

취업률
65.2
66.0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유지취업률(2019.12.31.기준)
- 전체 졸업자 유지취업률(4차) 현황 : 2019년 졸업자(2018.8월 졸업자 포함)의 12월 31
일 기준 직장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80.2%로 전년(79.0%, 2018.12.31일 기준) 대비 1.2%p 증
가함
- 학제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 일반대학 81.2%, 전문대학 75.3%, 일반대학원 90.8%
등으로 전년대비 산업대학(△1.9%p), 각종학교(△0.4%p), 기능대학(△0.1%p)을 제외
한 모든 학제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문대학(74.5%), 각종학교(63.3%), 기능대학(78.5%)은 고등교육기관 4차 유지
취업률(79.0%)보다 낮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학제별 유지취업 현황 >

구분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졸업자
550,354
166,521
323,881
3,824
2,907
525
7,088
45,608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91,929
93,303
163,795
2,278
1,701
105
4,901
25,846

1차
유지 유지
취업자 취업률
263,696 90.3
82,249 88.2
148,662 90.8
2,164 95.0
1,523 89.5
88 83.8
4,417 90.1
24,593 95.2

2차
유지 유지
취업자 취업률
252,505 86.5
77,606 83.2
142,728 87.1
2,158 94.7
1,451 85.3
78 74.3
4,199 85.7
24,285 94.0

3차
유지 유지
취업자 취업률
238,428 81.7
72,016 77.2
135,294 82.6
2,123 93.2
1,362 80.1
72 68.6
3,947 80.5
23,614 91.4

(단위 : 명, %)

4차
유지 유지
취업자 취업률
234,003 80.2
70,242 75.3
132,926 81.2
2,122 93.2
1,333 78.4
66 62.9
3,843 78.4
23,471 90.8

주 1) 차수별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3개월·6개월·9개월·11개월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유지하는 자
2) 차수별 유지취업률 = (차수별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x 100

계열별 현황 : 공학계열(84.8%), 의약계열(84.1%), 교육계열(82.1%)은 전체 유지취업
률(80.2%)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75.0%), 사회계열(79.1%), 자연계열
(77.6%), 예체능계열(65.8%)은 낮게 나타남
·전년 대비 모든 계열에서 증가했으며, 교육계열(82.1%) 유지취업률이 전년(80.1%)
대비 증가폭(2.0%p)이 가장 컸고, 이어서 공학계열(83.5%), 의약계열(82.5%) 순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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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문계열(74.7%), 사회계열(78.2%), 자연계열(76.4%), 예체능계열(65.7%)은 낮음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계열별 유지취업 현황 >
12월
구분 졸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등교육기관 550,354 291,929
인문계열 48,308 18,678
사회계열 140,771 72,095
교육계열 32,852 17,522
공학계열 143,562 83,322
자연계열 58,337 27,737
의약계열 60,769 47,114
예체능계열 65,755 25,461

2019
1차
90.3
87.6
90.0
87.2
93.0
89.2
93.0
83.3

유지취업률
2차 3차
86.5 81.7
82.7 77.0
85.8 80.7
85.5 82.8
89.9 86.1
85.1 79.3
89.6 85.5
76.6 68.2

4차
(A)
80.2
75.0
79.1
82.1
84.8
77.6
84.1
65.8

12월
졸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55,808 301,182
49,512 19,793
144,586 76,028
32,964 17,987
142,770 85,950
59,141 28,802
59,498 46,210
67,337 26,412

2018

(단위 : 명, %, %p)

유지취업률
2차 3차
85.9 80.6
83.1 76.6
85.5 79.9
83.5 80.7
89.1 84.9
84.2 78.2
89.0 84.2
77.0 68.3

1차
90.4
88.4
90.4
85.8
92.8
89.1
93.0
84.2

주 1) 조사기준일: 각 연도 12월 31일
2) 계열분류는「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을 적용함
3) 차수별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3개월·6개월·9개월·11개월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유지하는 자
4) 차수별 유지취업률 = (차수별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x 100

4차
(B)
79.0
74.7
78.2
80.1
83.5
76.4
82.5
65.7

증감
(A-B)
1.2
0.3
0.9
2.0
1.3
1.2
1.6
0.1

지역별 현황 : 수도권 81.0%, 비수도권 79.6%로 1.4%p의 차이를 보이며, 차이는 전
년과 동일함
- 성별 현황 : 남성 졸업자 83.1%, 여성 졸업자 77.2%로 5.9%p의 차이를 보이며, 차
이가 전년 대비 0.8%p 감소함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지역별‧성별 유지취업 현황 >
구분

졸업자

2019 총계
전체
수도권 남
여
전체
비수도권 남
여
2018 총계
전체
수도권 남
여
전체
비수도권 남
여

550,354
227,265
106,961
120,304
323,089
164,960
158,129
555,808
228,706
107,529
121,177
327,102
166,193
160,909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91,929
118,916
59,327
59,589
173,013
89,027
83,986
301,182
122,494
60,862
61,632
178,688
91,439
87,249

1차

유지
취업자
263,696
108,145
55,196
52,949
155,551
81,182
74,369
272,297
111,415
56,647
54,768
160,882
83,514
77,368

유지
취업률
90.3
90.9
93.0
88.9
89.9
91.2
88.5
90.4
91.0
93.1
88.9
90.0
91.3
88.7

2차

유지
취업자
252,505
103,680
53,409
50,271
148,825
77,995
70,830
258,694
105,996
54,477
51,519
152,698
79,744
72,954

유지
취업률
86.5
87.2
90.0
84.4
86.0
87.6
84.3
85.9
86.5
89.5
83.6
85.5
87.2
83.6

3차

유지
취업자
238,428
98,088
51,115
46,973
140,340
74,116
66,224
242,800
99,653
51,956
47,697
143,147
75,512
67,635

유지
취업률
81.7
82.5
86.2
78.8
81.1
83.3
78.9
80.6
81.4
85.4
77.4
80.1
82.6
77.5

(단위: 명, %)

유지
취업자
234,003
96,363
50,395
45,968
137,640
72,823
64,817
237,888
97,801
51,223
46,578
140,087
74,163
65,924

주 1) 조사기준일: 각 연도 12월 31일
2)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3) 차수별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3개월·6개월·9개월·11개월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유지하는 자
4) 차수별 유지취업률 = (차수별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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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지
취업률
80.2
81.0
84.9
77.1
79.6
81.8
77.2
79.0
79.8
84.2
75.6
78.4
81.1
75.6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질적정보 분석결과(2019.12.31.기준)
- 월 평균소득 현황 : 분석 대상자의 월 평균소득은 259.6만 원이며, 학부의 월 평균
소득은 241.6만 원, 일반대학원의 월 평균 소득은 446.2만 원으로 나타남
< 계열별 취업자 초임 급여 현황 >

분석
구분
대상자
고등교육기관 285,471
인문계열
18,256
사회계열
70,298
교육계열
17,269
공학계열
81,551
자연계열
27,078
의약계열
46,319
예체능계열 24,700

100만
미만
6,702
576
2,171
559
1,129
688
351
1,228

(단위: 명, %, 만원)

초임 급여 수준별(분석 대상자 대비 비율)
100만∼ 200만∼ 300만∼ 400만원 평균소득 중위소득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이상
98,569
109,798
45,111 25,291 259.6 220.6
7,442
7,255
2,051 932 229.7 206.5
27,359
26,525
8,386 5,857 248.6 209.8
8,375
6,395
1,217 723 226.7 197.3
20,558
33,300
17,531 9,033 279.0 243.2
9,734
10,990
3,720 1,946 245.8 214.8
10,842
17,941
10,989 6,196 305.7 263.6
14,259
7,392
1,217 604 200.9 185.0

주 1) 계열분류는「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을 적용함
2) 평균 소득 : 전체 소득의 합을 분석대상자 수로 나눈 금액
3) 중위 소득 :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금액
-

취업 준비기간 현황 : 취업 준비기간에 따른 취업자 비중은 졸업 전 취업(35.8%), 졸업
후 3개월 이내(25.9%), 6개월(15.1%), 9개월(14.3%), 10개월 이상(8.9%) 순으로 나타남
< 취업준비기간별 취업 현황 >

분석 입학 전∼
졸업자 대상자
졸업 전
전체 550,354 285,471 102,062
(35.8)
89,186
학부 504,746 260,364
(34.3)
일반 45,608 25,107
12,876
(51.3)
대학원
구분

(단위: 명, %)

졸업 후 (분석 대상자 대비 비율)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이상
74,036
42,993
40,903
25,477
(25.9)
(15.1)
(14.3)
(8.9)
69,032
40,159
38,398
23,589
(26.5)
(15.4)
(14.7)
(9.1)
5,004
2,834
2,505
1,888
(19.9)
(11.3)
(10.0)
(7.5)

주 1) 취업준비기간 :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시점별 취업현황
-

기업 유형별 현황 : 기업유형별 취업자의 비중은 중소기업(46.0%), 비영리법인
(16.8%), 대기업(10.9%), 중견기업(8.4%), 공공기관 및 공기업(8.2%), 국가 및 지방자
치 단체(6.1%), 기타(3.6%)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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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형별 취업 현황 >
구분 졸업자
전체 550,354
학부 504,746

일반 45,608
대학원
-

분석
대상자

대기업
285,471 31,090
(10.9)
260,364 27,241
(10.5)
25,107 3,849
(15.3)

기업유형별 (분석 대상자 대비 비율)
국가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 및공공기관
공기업
단체
24,013 131,274 17,273 23,525
(8.4) (46.0)
(6.1)
(8.2)
22,258 123,357 16,314 18,999
(8.5) (47.4)
(6.3)
(7.3)
1,755 7,917
959
4,526
(7.0) (31.5)
(3.8)
(18.0)

(단위: 명, %)

비영리
법인
48,076
(16.8)
42,378
(16.3)
5,698
(22.7)

기타
10,220
(3.6)
9,817
(3.8)
403
(1.6)

산업 유형별 현황 : 산업유형별 취업자의 비중은 제조업(18.9%), 보건·사회복지
(15.9%), 교육(9.7%), 전문·과학·기술(8.6%), 도소매(7.8%), 공공행정(7.4%) 등의 순
으로 나타남

자격증 취득률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가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49.7%로, 공학계열(64.2%), 자연계열(62.9%), 사회계열(47.1%) 등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남
- 1인당 자격증 취득 수 :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취업자 1인당 평균적으로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학계열 2.2개, 자연계열 2.1개, 사회계열 1.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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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계열별 자격증 취득 현황 >

(단위: 명, 개, %)

분석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1인당 자격증
구분
졸업자 대상자
취득자
취득률
취득 수
취득 수
총계
550,354 285,471 141,914 (100.0)
49.7 277,440 (100.0)
2.0
인문계열
48,308
18,256
8,258 (5.8)
45.2 14,096 (5.1)
1.7
사회계열
140,771
70,298 33,086 (23.3)
47.1 59,496 (21.4)
1.8
교육계열
32,852
17,269
5,607 (4.0)
32.5 9,164 (3.3)
1.6
공학계열
143,562
81,551 52,391 (36.9)
64.2 116,284 (41.9)
2.2
자연계열
58,337
27,078 17,034 (12.0)
62.9 36,612 (13.2)
2.1
의약계열
60,769
46,319 16,444 (11.6)
35.5 27,335 (9.9)
1.7
예체능계열
65,755
24,700
9,094 (6.4)
36.8 14,453 (5.2)
1.6

주 1) 자격증 취득자 : 2019년 2월(2018년 8월) 졸업자 중 조사기준일 이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자격증 취득률 : (자격증취득자/분석대상자) *100
3) 자격증 취득 수 : 자격증 취득자의 자격증 취득 개수(복수 취득 포함)
4) 1인당 자격증 취득 수 : (자격증 취득 수/ 자격증 취득자)

○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전체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현황 :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7년 8월 졸업
자 포함) 중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30만 1,182명)의 취업 후 1년 내
(∼2019.12.31.) 주된 일자리 이동률(자)*은 19.1%(5만 7,439명)로 나타남

* 이직 등의 사유로 주된 일자리가 달라진 경우

<2018년 졸업자의 주된 일자리 이동 현황(’18→’19)>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졸업자수
555,808
273,722
282,08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수(A)
301,182
152,301
148,881

이동자수(B)
57,439
25,878
31,561

(단위: 명, %)

이동률(B/A)

19.1
17.0
21.2

학제별 현황 : 학제별 이동률은 전문대학 22.5%, 기능대학 19.8%, 산업대학 19.1%,
일반대학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계열별 현황 :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 23.4%, 교육계열 22.9%, 의약계열 22.2%, 자
연계열 19.5%, 인문계열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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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별 일자리 이동률(%) >

-

< 계열별 일자리 이동률(%) >

성별 현황 : 2018년 졸업자의 성별 일자리 이동률은 남성이 17.0%, 여성이 21.2%로
4.2%p의 차이를 보임

2. 결과의 적절성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총 4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함
< 2019년 취업통계조사 주요 검증 방법 및 내용 >
구분
검증방법
검증내용
형식검증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미입력 정보 검증 및 형식오류검증
내용검증 증빙자료 검토 및 DB 검토 조사항목별 타당성 검증 및 DB 이상값 확인
비교검증 전년도 및 외부통계자료 전년도 자료, 타기관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비교 검증
산출물검증 취업통계연보
연보를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최종확인

○ 형식검증
-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클리닝 절차로 학교에서 입
력한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올바른 형태인지 확인하고, 조사담당자의 실수
로 인한 항목 누락 및 오입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임
- 학교에서 제출받은 졸업생의 인적정보에 대해서는 본 원에서 일괄 형식검증을 진행
하며, 취업상황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 수행 후 제출하도
록함
- 2019년의 경우 졸업자의 인적정보에 대해 총 90,693건(명)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
중 26,071건(명)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입학연월, 졸업연월, 우편번호
등 형식오류에 대한 수정건수가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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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졸업자 인적정보에 대한 형식검증 목록 및 수정건수 >
항목
집주소
학번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TOEIC

산업체위탁과정
입학년월 및 졸업년월
입학년월, 편입년월
입학년월, 졸업년월
외국인여부
입학년월, 주야구분
-

현재 값
NULL

띄어쓰기 값

있음

중복 값
형식에 맞지 않는 값
형식에 맞지 않는 값
형식에 맞지 않는 값
띄어쓰기 값 있음
형식에 맞지 않는 값
주야구분 / 산업체위탁과정 확인
입학년월보다 졸업년월이 앞섬
편입, 재입학여부 확인
특이 입학년월, 졸업년월 확인
재외국민여부 확인
학교 추가 수정 요청
계

검증건수
2,090
10,110
53
6,305
64,965
103
1
1,246
175
1
604
5,001
32
7
90,693

(단위：건(명))

수정건수
2,090
10,110
0
6,305
5,787
100
1
1,246
159
1
158
90
17
7
26,071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한 형식검증의 경우, 2019년 약 110여개의 검증 목록을
적용시켰으며, 이로 인해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등과 같이 상세 항목 입력의 누락
과 취업통계조사 시 사용하지 않는 코드로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의 오류가 현저히
줄어듦

구분
1
2
3
4
5
⋮

< 2020년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한 형식검증 주요 내용 >
검증내용
등록된 조사회차, 학교코드, 본분교코드, 주야간코드 자동 확인
취업구분 누락 검증, 취업구분으로 가능한 코드여부 확인
교내취업자, 해외진학자, 해외취업자 입력 항목 누락 검증
진학학교코드 적합성 여부 검증
전문대일 경우 부전공명 입력 여부 확인
⋮

○ 내용검증
- 내용검증은 일정한 검증 기준에 의하여 자료의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여 자료의 정
확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함
- 즉, ① 증빙자료 제출여부 확인, ② 학교에서 제출한 DB자료와 증빙자료간의 일치
여부 확인, ③ 인정조건 부합여부 확인 단계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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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입대자
국내
진학자
국외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 조사 항목별 인정조건 부합여부 내용검증 목록 >
검증내용
① 학교의 부속병원, 부속/병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아닌가?
(학교법인 및 관련기관(산학협력단 등)이 맞는가?)
② 계약시작일, 종료일의 사이에 조사기준일(2019.12.31.)이 포함되는가?
③ 계약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가?
④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상근근로자인가?(교수, 시간강사는 제외)
⑤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가?
① 계약시작일, 종료일의 사이에 조사기준일(2019.12.31.)이 포함되는가?
②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맞는가?(봉사활동 여부 검증)
③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④ 계약기간이 91일 이상인가?
⑤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가?
⑥ 법무부DB연계된 출입국기록이 유효한가?
① 농업인/어업인으로 등록된 일자가 조사기준일(2019.12.31.) 이전인가?
② 해당 졸업자의 농업/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③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및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해당졸업자의 이
름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공연, 전시, 출판 및 출반, 영상제작물,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인정기
준에 해당되는 활동인가?
② 각 항목별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출했는가?
③ 계약서상의 활동시기가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19.12.31.) 사이인가?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2019.12.31.) 당시 입대 상태임을 증명하는가?
※ 타대학 진학자 증가인원이 전년대비 40% 이상인 대학 소명자료
① 증빙자료가 2019학년도 2학기에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②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여부 확인
※ 미출국 국외진학자 소명자료
① 증빙자료가 2019년 2학기에 국외대학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② 재학 중인 학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인가?
①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2019.12.31.) 당시 취업불가능 상태임을 증명하는
가?
② 해외이민자의 경우 법무부DB연계된 출입국기록이 유효한가?
①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2019.12.31.) 당시 제외인정 상태임을 증명하는가?

년의 경우, 총 18,744건(명)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였으며, 3,740건(명)이 검토 결
과 미인정 처리(기타로 변경) 되었으며, 551명의 구분이 변경됨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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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내용검증 결과 >
(단위: 명)
검증결과
구분
DB연계
학교조사
인정
미인정 타구분 변경
총계
550,355
550,355
546,064
3,740
551
건보취업자 287,262
287,107
286,690
417
교내취업자 8,785
8,940
6,081
2,771
88
해외취업자 2,092
3,174
2,715
459
농림어업
825
787
38
⇨
⇨
개인창작
3,111
2,745
380
4
1인창(사)업자
2
2
2
진학자
34,366
40,554
40,523
30
1
입대자
9,064
8,900
8,875
23
2
취불자
124
222
204
18
제외인정
105
165
132
21
12
기타․미상 208,555
197,355
197,310
27
-

NO
1
2
3
4
5
6
7
8
9
10
11

검증 결과에 대해, 학교 확인 결과 2,234건(명)의 소명 및 정정 요청이 있었음. 그
중 2,110건 (94.4%)이 인정되었으며, 124건(5.6%)이 불인정되어 취업구분이 ‘기타’
로 최종 처리됨
< 2019년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소명‧정정자료 검증 결과 >
(단위: 명, %)
검증 결과
최초 학교 입력 소명‧정정
졸업 후 상황
인정
타 구분 변경(인정)
불인정
총계
2,234 2,050 (91.8) 60 (2.7) 124 (5.6)
취업자(교내)
1,843 1,714 (93.0) 34 (1.8) 95 (5.2)
취업자(해외)
95
82 (86.3) 3
(3.2) 10 (10.5)
취업자(농림어업)
3
2 (66.7) 1 (33.3)
취업자(개인창작) 256
243 (94.9) 13 (5.1)
진학자(국내)
3
2 (66.7) 1 (33.3)
진학자(국외)
8
5 (62.5) 1 (12.5) 2 (25.0)
입대자
3
2 (66.7) 1 (33.3)
취업불가능자
1
1
(100)
제외인정자(소방)
1
1
(100)
제외인정자(항공)
1
1
(100)
기타 (정정요청)
2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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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검증
- 산출물 검증은 취업통계조사의 마지막 검증단계로 연보 출력물을 통해 각 항목별
결과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하는 과정임. 이 과정을 통해
세부 데이터 검증으로 미처 발견할 수 없는 전체 맥락 간 오류를 잡아내어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함
- 2019년의 경우 동일 항목별 데이터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 검증으로 시작하
여 연보 출력 데이터의 이상 값 존재 여부 확인 및 시계열 교차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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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주요 분류 수준

○ 학제별 분류는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총
7개로 분류하고 대학 설립기준에 맞춰 국립, 공립, 사립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발표함
○ 학교 소재지별 분류는 전국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각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에 따라 분
류하여 결과를 발표함
○ 학과분류체계(「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적용)에 따라 전공
분류에 따른 결과를 발표함
- 전문대학(기능대학, 각종학교 포함) : 대분류(7개), 중분류(31개), 소분류(76개)
-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 대분류(7개), 중분류(35개), 소분류(121개)
- 일반대학원 : 대분류(7개), 중분류(35개), 소분류(118개)
○ 2018년 이후 발표된 자료에는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
로 구분에 맞춰 졸업 후 상황 결과를 발표함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은 대분류(11개), 중분류(29개), 소분류(81개)로 구성되어 있
는데, 기 발표하던 학과분류체계(「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체계를 매핑하여 발표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가공통
계에 해당하여 표집 오차 등은 해당 없으며, 통계 공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검증절차를 수행함

○ 수집한 자료는 지표 산출 전 오류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함
- 취업자 주요 항목(건강보험가입자, 해외취업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
전년대비 변화폭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결
과는 각종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오류를 검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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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통계표
Ⅰ. 총괄

구분

통계표

1. 2019년 취업통계 현황
1-1. 2019년 졸업자 학제별 설립별 졸업상황
1-2. 2019년 졸업자 계열별 졸업상황
1-3. 2019년 졸업자 학교 소재지별 졸업상황
1-4. 2019년 졸업자 설립별 진학상황
2. 2015∼2019년 취업통계 현황
2-1. 2015∼2019년 졸업자 학제별 설립별 취업률 현황
2-2. 2015∼2019년 졸업자 계열별 취업률 현황
2-3. 2015∼2019년 졸업자 학교소재지별 취업률 현황
3. 2019년 졸업자 유지취업률 현황
3-1. 2019년 졸업자 학제별 설립별 유지취업률 현황
3-2. 2019년 졸업자 계열별 유지취업률 현황
3-3. 2019년 졸업자 학교소재지별 유지취업률 현황
Ⅱ. 전문대학
1. 전공별 취업통계 현황
Ⅲ. 대학
1-1. 전공별 졸업상황
Ⅳ. 교육대학
1-2. 전공별 진학상황
Ⅴ. 산업대학
2. 학교소재지별 취업통계 현황
Ⅵ. 각종학교
2-1. 학교 소재지별 졸업상황
Ⅶ. 기능대학
2-2. 학교 소재지별 진학상황
Ⅷ. 일반대학원
3. 유지취업률 현황
3-1. 전공별 유지취업률 현황
3-2. 학교 소재지별 유지취업률 현황
[부록1]
1. 학제별 졸업현황
한국표준교육분류별 취업통
2. 학제별 진학상황
계 현황
3. 학제별 유지취업률 현황
[부록2]
1. 전공별 취업통계 현황
취업상세정보별 취업통계 현황 1-1. 취업자 초임 급여 현황
1-2. 취업준비기간별 취업 현황
1-3. 기업유형별 취업 현황
1-4. 기업규모별 취업 현황
2. 유지취업률 현황
2-1. 산업분류별 유지취업률 현황
2-2. 기업규모별 유지취업률 현황
3. 지역별 진학 현황
- 63 -

[부록3]
자격증

구분
취득 현황

통계표
1. 졸업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1-1. 졸업자 1인당 자격증 취득 현황
1-2.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자격증 취득 현황
1-3.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직무별 자격증 취득 현황
2.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2-1. 취업자 1인당 자격증 취득 현황
2-2. 취업자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자격증 취득 현황
2-3. 취업자 국가기술자격 직무별 자격증 취득 현황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크게 3차례의 작성 방법이 변경되어, 취업률 자
료 이용 시 다음의 기준을 유의해야 함
- 2004-2009년 취업률 산출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 이전년도는 고등교
육통계조사자료임. (참고 : 고등교육통계 취업률(%)=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졸업자는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년도 2월 졸업자를 포함
·취업자는 조사시점(4월 1일 기준)에 주당 18시간을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규직(임
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자영업을 포함
·취업불가능자와 외국인유학생은 2006년부터 조사했으므로 그 이전년도 산출기준에서는 제외됨
- 2010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
생-제외인정자)×100
- 2011년∼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
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 모든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본 조사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졸업자가 없
는 신설 학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년부터 건강보험DB연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로 바뀌어, 이전자료와
기준 및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불가능
※ 2011년부터는 다양한 직종의 취업자를 반영하기 위해 12.31.자로 기준일을 변경(기존
4.1.)하고, 국세DB와 연계하였으므로 이전 자료와 단순 비교 불가능
2010

○ 2018년부터 공표한 취업 세부정보 분석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가입된 회사
명이 1개이면서, 상세 취업정보(기업명, 기업규모, 산업분류, 소득 등)가 모두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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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 : 매년 12월 31일(n년 12월 31일)
□ 통계 공표시기

○ 다음해 월 말 년 월 일
○ 잠정치는 공표하지 않으며 확정치만 공표함
12

(n+1

12

31

)

,

□ 기간 단축 가능성

○ 국세청에서 연계받는 1인창(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게 되어있어, 국세청의 자료 생산이 완료된 시점은 조사대상년도 다음해 9월 말임
○ 이에 국세청에서 자료 생산이 완료된 이후 투입자료를 제공받아 집계 및 분석을 하는
가공통계의 특성상 조사기준일로부터 시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원시자료를 제
공받는 즉시 통계를 분석·작성·발표하고 있어 시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음

2-2. 공표일정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공표 시기는 매년 12월 말로 공개하고 있음
○ 공개방법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공개
- 교육통계서비스 → 교육통계
- http://kess.kedi.re.kr/index

○ 본 통계조사의 정확한 공표일은 교육부 보도자료 배포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우나, 공표 즈음하여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에 상세 일정을
공개하고 있음
-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https://swiss.kedi.re.kr) → 소개 및 방법 → 조사결과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예정공표일 및 실제 공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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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예정 공표일
2018년 12월 28일
2019년 12월 27일
2020년 12월 29일

실제 공표일
2018년 12월 28일
2019년 12월 27일
2020년 12월 29일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변경 및 개편 이력
연월
2004.3.
2005.1.
2006.3.
2007.2.
2008.3.
2009.2.
2010.3./2010.6.
2011.2./2011.8.
2012.3.
2013.10.
2015.3.
2017.6.
2018.12.
2019.12.
2020.03
2020.7.

주요내용
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 제 334003호)
조사내용 세분화, 데이터 검증방법 변경
조사대상 확대(일반대학원),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방법, 지침, 산출지표, 조사항목 등 전면 개편
(대학에서 직접 조사에서 건강보험DB연계로 변경함에 따라 전면 개편)
조사대상 확대(폴리텍 대학 등), 조사항목, 산출식 변경
연 2회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항목, 산출지표 등
전면 개편
(건강보험DB 외 국세청DB 추가 연계함에 따라 조사기준일 및 조사항목을 포
함한 조사 전면 개편)
유지취업률 조사 횟수 확대(2회→4회)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연 1회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항목 추가
통계 공표안 변경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을 반영하고, 취업 상세 내용을 반영한 통계 공표안으
로 변경)
조사항목 추가(국가기술자격증 취득내용)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신규조사 추가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신규조사 추가 및 통계청 공동작성에 따른 승인번호
변경(제920024호)

○ 2011. 12. 31.기준 이후 조사의 취업률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조
사 결과의 비교와 일관성 있는 통계분석이 가능함
○ 학과분류는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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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계열 비교성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통계의 개념, 분류 기준, 조사방법 등이 변경되
어, 2011년을 기준으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크게 3차례의 작성 방법이 변경되어, 취업률 자
료 이용 시 다음의 기준을 유의해야 함
- 2004-2009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취업자는 조사시점(4월 1일 기준)에 주당 18시간을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규직(임
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자영업을 포함
·취업불가능자와 외국인유학생은 2006년부터 조사했으므로 그 이전년도 산출기준에서는 제
외됨
- 2010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
생-제외인정자)×100
- 2011년∼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
자)×100
○ 2010년부터 건강보험DB연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로 바뀌어, 이전자료와
기준 및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불가능
○ 2011년부터는 다양한 직종의 취업자를 반영하기 위해 12.31.자로 기준일을 변경(기존
4.1.)하고, 국세DB와 연계하였으므로 이전 자료와 단순 비교 불가능하지만 2011년 이후
자료는 시계열 비교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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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간 비교성

□ 주요 국가별 취업통계
구분
목적
조사대상

조사내용

표본
설계
방 자료
법 수집
특징
조사결과
활용

미국
호주
영국
B&B
AGS
HESA
진학, 노동시장 진입 등 교육-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 및 진 대학의 재정지원 및 국가 통계
노동시장 이행 정보 제공
학관련 통계를 작성
제공에 활용
학사학위소지자 : 16,320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취업처, 취업처 규모, 산업분
학사학위 소지자들의 직업성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들 류, 근무지, 취업 이유, 직업
과, 교육성과 정보
의 졸업 후 상황
분류, 예비 혹은 초임교사의
- 졸업 후 진학상황
- 종사상 지위(풀타임/파트)
직업교육, 고등교육 경험의
- 학위취득소요기간
- 직업분류/산업분류
취업(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 직업탐색, 노동시장 이행 - 임금수준
창업) 기여정도, 직위, 취득
- 직무교육, 노동성과, 직무만 - 졸업 전 활동
학위의 조사당시 수행 중인
족도 등
- 주 전공 등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자격
인지 여부 등
NPSAS : ’93 모집단으로 확보
→ B&B : ’93 12,480명,
해당 없음
B&B : ’93/’97 11,190명, 해당 없음
B&B : ’93/’03 11,160명
표본조사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추적조사
전수조사(개인별)
자기 기입식 조사 및 전화 조사
- 1차년 : 면접-1년 후(B&B:’93) -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email, - 1차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
- 2차년 : 4년 후 (B&B:’93/’97) 우편, 전화, 현장조사
한 자기기입식 조사
- 3차년 : 10년 후 (B&B:’93/’03) (졸업 후 4개월 이후 시점 4월30일) - 미 참여자에 대한 전화 조사
수집 자료는 자료 처리(코딩, 졸업자 조사와 종단조사를 분 졸업 후 6개월 후 조사 후 3년
데이터 처리, 가중치 부여 등) 리하여 실시
6개월 후 추가 조사
를 통해 비교 분석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 HESA 웹페이지를 통하여
- 매년 Digest of Education - 고등교육
학습 및 교수의 품 조사결과 개요 및 보고서
Statistics 발간(졸업 후 취
질지표를 작성하는데 활용
업, 진학상황 등 수록)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
고등교육
예비생의
대학
선
- On-line 분석 시스템 제공
-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
택 및 전공 선택 그리고 미
- CD_ROM 제공
- 예비 학생을 위한 대학 및 전
래 직업선택 및 취업지도의
- 세부 분석보고서 발간
공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
기초 자료로 활용

○ 미국, 호주, 영국에서 조사하는 취업통계 조사와 비교 가능하나,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지표 정의의 차이로 인해 지표 수준의 비교보다는 변화 추이의 비교가 유의미함
○ 국제기구 OECD 등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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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영역의 유사한 항목이 포함된 통계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각종 조사와 비교 가능하나, 조사 대상자와 지표 정의의 차이로
인해 지표 수준의 비교보다는 변화 추이의 비교가 유의미함
구분

조사대상

조사내용

주요통계

- 인적사항
- 취업에 관한 사항(건강보험 직
해외취업자, 농림어
고등교육기관 졸 고등교육기관 장가입자,
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취업자 및 취업률
업자 취업통계
졸업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
외인정자, 기타, 미상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청년층
고용률, 평균 대졸자 졸업소요기
경제활동인구
간, 재학 중 직장체험현황 및 취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대상 직업교육, 취업경험, 취업경로, 첫 업형태, 직업교육, 취업경험, 취업
- 청년층 부가조사 가구원 중 만 일자리 관련 사항 등
경로, 첫 취업 소요기간, 첫 일자
15∼34세
리 산업/직업/근로형태별 분포, 월
평균 임금현황,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시험 준비 등
- 일자리 (성, 연령대별, 종사상 지 일자리 규모 및 증감
위별, 종사자규모, 기업종류별, 기업종류별/ 기업규모별/ 종사자규
기업규모별, 근속기간별, 일자리 모별/ 산업별 일자리, 성별/ 연령
활동인구
형태별, 산업대/중분류별, 임금
일자리행정통계 경제
대별/ 근속기간별/ 종사상지위별
조사 대상
별 일자리별 소득)
기업규모별/ 산업별 / 종
- 공공부문 (성, 연령대별, 근속기 일자리,
모별 소득 분포, 성별/ 연령
간별, 산업분류별, 정부기능분 사자규
대별/ 근속기간별 소득 분포 등
류별, 정부기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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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 이용자서비스 경로 및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 KOSIS(국가통계포털) 업로드 : 통계DB
- http://www.kosis.kr

○ 국가지표체계 업로드 : 보도자료
- http://www.index.go.kr

○ 교육부 홈페이지 게재 : 보도자료
- https://www.moe.go.kr

○ 공공데이터 포탈 홈페이지 게재 : 엑셀자료
- https://www.data.go.kr/dataset/3038856/fileData.do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게재 : 정기간행물
- https://www.kedi.re.kr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게재 : 통계DB
- http://kess.kedi.re.kr

4-2.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취업통계팀
○ 담당자 : 한○○
○ 연락처 : 043-530-9660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 설명자료

○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 : 보도자료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DB(http://meta.narastat.kr) : 통계설명자료
○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http://www.index.go.kr) : 보도자료
○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 국가교육통계센터 사업소개
○ 간행물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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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보호 및 보안
5-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취업통계조사시스템의 ID와 접근 권한일
직원별로 제한적으로 부여

○ 일반적으로 수집 자료에 대한 비밀번호 및 보안은 한국교육개발원 복무규정 및 통계법
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 복무규정 제 7조(비밀엄수)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
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
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
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료의 수집, 보유,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모든 마이크로데이터(개인정보)는 한
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취업통계팀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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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학제별·설립별·지역별·전공별로 집계, 가공된 통계가 발표되므로 조사 응답
자 식별 가능성은 없음
5-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수집,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취업통계조사시스템의 ID를 직원별로 제한
적으로 부여하며, 자료의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방
법, 규정

○ 기관 내 정기적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작업 PC 및 자료파일(DB)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담당자 외 접근 방지
○ 수집한 자료의 유실, 유출, 훼손 등 예방을 위해 원내‘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정
책’절차를 통하여 취업통계담당자 및 유지보수 개발자만 취업통계 조사시스템 운영서
버의 접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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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활용 실태

□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횟수 모니터링 결과
○ 2020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자 수
- http://kess.kedi.re.kr

<2020년 교육통계서비스 월별 접속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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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 담당 부서 및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취업통계팀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2020년 기준)
직급 인원수
구체적인 통계업무
팀장
1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업무 총괄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및 시스템 유지관리
팀원 11 ··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검증·결과공표

□ 최근 3년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
○ 이수내역
일시
18.07.12.
18.12.14.
19.07.08
19.11.04
20.08.26
20.10.12.

교육명
20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소집 교육
Google Analytics를 활용한 마케팅 분석 기본
R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엑셀로 배우는 통계 분석 기초
데이터 사이언스 첫걸음 패키지
안녕 파이썬(Python), 내 생에 첫 프로그래밍

□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

주관기관
통계청
멀티캠퍼스
데이터솔루션
멀티캠퍼스
멀티캠퍼스
애듀케스트

참석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는 통상적인 인사 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
되는 경우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매년 업무관
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조사방법 및 이슈사항 등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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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업무 매뉴얼 ]

2. 사업예산 : 20년 2,379백만원

3.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 입력 프로그램

○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은 사용자별로 취업담당자, 학과담당자, 전산담당자로 구분됨
- 전국 600여개 대학, 19,000여개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입력, 출력, 검증,
파일 암호화 기능과 학과 및 전산담당자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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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

□ 기반 인프라 현황

○ H/W 현황
- 취업통계조사시스템은 WEB, WAS, DB서버(3-Tier)로 구성되어 있음.
- WEB, WAS서버는 2015년에 도입된 신규 장비로, 각각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에 가
상화를 적용하여 각각 2개의 WEB, WAS서버로 운영
- L4 스위치를 통해 WEB, WAS 서버를 이중화하여 운영
- 취업통계시스템은 백업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백업받고 있음
- 2017년에는 DB서버 및 DBMS를 신규 도입하였고, 2018년에는 데몬 서버를 신규 도입
- 2020년에는 DB접근제어 및 SAP BO서버를 신규 도입하였고, 증빙자료의 보관을 위
해 스토리지를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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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내역

>

구분
데몬서버
DB서버

메모 하드디스크
장비명
CPU
리
HPE DL20GEN9 3.4GMhz × 4core 16GB
1TB
Oracle M10-4
3.4GMhz × 8core 128GB 600GB×2

WAS서버

Oralce SUN T5-2

web서버

Oralce SUN M10-1

web서버

Oralce SUN M10-1

네트워크

Cisco Catalyst
2960(L2)
PIOLINK
PAS-K1716(L4)

네트워크

web서버
(SAP BO
서버)

DB
접근제어
스토리지

3.6GMhz ×
16core
2.8GMhz ×
16core
2.8GMhz ×
16core

비고
‘18년 도입
‘17년 도입
‘15년 도입
분할하여
128GB 400GB×2 시스템을
Virtual WAS 2대
운영
32GB 600GB×2
‘16년 도입
32GB 600GB×2
‘16년 도입
‘16년

HP DL380 Gen10

320GB 960GB×2

도입

도입
‘20년 도입
(Hybrid 방식적용)
1.2TB×2
‘20년 도입

CharkMax

NetApp FAS2750A

‘20년

○ S/W 현황
- WEB서버는 WebtoB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적 서버 1대를 논리 분할하여 2개의
WEB서버로 운영 중.
- WAS(Web Application Server)는 Jeus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적 서버 1대를 논리
분할하여 2개의 WAS서버로 운영 중.
- DBMS는 Oracle 11G를 사용함.
- 기타 서버 관리를 위한 S/W 보유(SMS, Backu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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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분
O.S

S/W명

내역
Vendor

<S/W

>

세부내역 및 비고
Oracle Solaris 10
Oracle
Oracle Solaris 10 5.10
TMAX JEUS 6.x Standard
WAS S/W
JEUS 6.0
TMAX
(JDK 1.5)
TMAX JEUS 8.0 Standard
WAS S/W
JEUS 8.0
TMAX
(JDK 1.8, 6Core)
소프 문서뷰어 2019(build 20.03.0)
문서뷰어 Document Viewer 사이냅
트
WA 대용량파일 INNORIX Platform
이노릭스 INNORIX Platform WP v9.2
전송
WP v9.2
S
서버 레포트Tool CrownixReport 엠투소프트 CrownixReport ERS7 7.4.0.422
ERS7
교육부
EPKI
EPKI Server
행정전자서 EPKI_Unix_3.1.2(EPKI Server)
인증서
명인증센터
SAP BusinessObjects Business
SAP BO WEB
시각화 Tool
SAP KOREA Intelligence Platform V.4.3
APP
(2Tier 구조, Client용 Viewer)
WE
O.S
Oracle Solaris 10
Oracle
Oracle Solaris 10 5.10
WebToB
TMAX
WebToB4.1.9.1
B WEB S/W
SSL
미정 KEDI 운영
서버 구간암호
S
Oracle Solaris 10
Oracle
Oracle Solaris 10 5.10
DB DBO.MS
Oracle DBMS 11g
Oracle
서버 DB 암호화 SafeDB 4.0 Agent INITECH Plug-in 방식
O.S
Redhat 7.6
HP
SAP
BusinessObjects Business
BO 시각화 Tool SAP BO Server SAP Korea SAP
Intelligence Platform V.4.3
서버
(2Tier 구조)
Window 2016
O
.
S
MS soft
데몬
Standard
Policy
서버 DB 암호화
INITECH
정책 서버( 2Tier 구조)
Server/Manager

○ 방화벽 현황
- 본원 서버망을 활용한 방화벽 및 침입방지 시스템 사용
- 교육통계센터 내 방화벽 TrustGuard1000 및 MF2 2000을 사용
○ 기타 현황
- 보안 인증으로 SSL 적용
- 사용자 로그인 시 보안정책으로 교육부 표준API를 적용
-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yessign)의 코드 서명용 인증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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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취업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5.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작업반(2016년) 지적
- 청년층 및 대학에서는 취업과 진로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활
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고, 한정된 정보마저도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일선 대학의 정보 부재 및 인력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재학․졸업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해 청년층 진로결정에 애로가 있음

□ 감사원 지적

○ 감사원(2016년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 보고서)
- 청년고용대핵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
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언론 및 민원

○ 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중
-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67.7%…수도권·지방 격차 1.6%p : 교육부 관계자는
… “앞으로 각 대학에 전공별 취업현황, 취업업체 규모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취업 상담 시 활용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후속 조치

○ ’17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개정으로 취업처, 월평균임금 등 취업
의 상세정보까지 연계조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추진, 통계청 변경 승인 완
료, 시범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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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
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이하 취업통계 홈페이지)은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취업통계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③ 취업통계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 학교명, 사용자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 선택 : 휴대폰번호, 부서명, 팩스
④ 취업통계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 회원정보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 31조 제1항의 규
정(정보주체동의)
- 개인정보 보유기간 : 해당업무 담당 종료시까지
제2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① 취업통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
- 82 -

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
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취업통계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위탁받는자

한국교육개발원

㈜천명시스템

위탁업무
웹 사이트 및 시스템관리
조사자료 및 데이터 관리

② 취업통계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
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
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제4조(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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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
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하기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
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취업통계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
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취업통계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
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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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
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
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
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
다.
구분

부서명/직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윤○○

043-530-920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이○○

043-530-9656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고등교육취업통계팀

한○○

043-530-9660

정보주체는 취업통계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
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주
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육개발원 및 타 기관에 문
의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취업통계시스템 개인정보 침해신고 : 한○○(043-530-9660)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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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침해신고 처리절차】

침해신고접수
방문접수
(담당관실)
침해신고서

침해사실조사

⇒

침해여부 확인,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침해사고관리대장

처

⇒

리

처리 및 조치

조치보고서

결과통보

⇒

신고인 통보

결과통보서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118(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police.go.kr)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③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01.20.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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