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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등교육의 팽창과 대학원 교육의 확대, 외국 유학의 보편화 등과 같은 고등교
육 환경 속에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가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전
임교원 신규임용까지의 소요 기간 특성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첫째, 박사학위 취득 이후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은 198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둘째,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의 신
규 임용 소요 기간이 타 학문 분야보다 길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체 경력은 전임교원
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체 경력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전
임교원 임용은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사학위 취득 대학에서 전임교
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방안 마련,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및 대학 교원
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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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졸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취업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대졸자들의 미취업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
으며, 대학 졸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취업 특성이나 취업 성과 등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이나 관련 영향 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은 보통 고급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인식되고 있다.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영역이 급격하게 팽창하던 과거
시기에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규모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은 대부분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들 또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비교적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미취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특히, 그 동안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인식되기보다 노동시장의 열악한 상황과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 정도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졸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학원 정원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석․박사 과정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해외 유학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외국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 박사학위의 노동시장
가치가 점차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 유명 대학이나 국내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
다 하더라도 취업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미취업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한겨레신문, 2012.8.14.; 조철현, 2005). 실제로, 대학교수
임용 평균연령이 남성은 39.5세, 여성은 39.7세 정도로(한국연구재단, 2015), 대학의 시간강
사나 연구기관의 연구원, 산업체의 연구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수로
채용되는 시점도 점차 늦어지고 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과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해 교수 채용 시장의 규모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결국,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가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학교수 채용 비리 문제는 교수 임용 시장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를 가늠케 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0.5.26.).
박사학위 취득자라는 고학력자의 상당수가 미취업상태나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머무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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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한다는 점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대학교수로 임용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요 기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은 무엇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연구들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진로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나, 주로 취업 영향 요인을 분석하거나
노동시장 진출 영역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조가원 외, 2013; 이은혜, 2013; 유훼,
2013; 엄미정 외, 2010).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영역은 대학 교원이었다. 선행연구들 중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대학교수
임용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기는 하나(권해수, 2009; 김용성, 2001), 이들 연구는 행정
학이나 지리학 분야의 교수임용 특성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국내 대학의 전반적인
교수 임용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가장 주요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로 인식되
어 온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에 초점을 맞추어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대학 교원 임용 기회 확대나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 대학 신규교원
임용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고등교육의 팽창과 대학원 교육의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 외국 유학의 보편화
등과 같은 지난 40여 년 동안의 고등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교수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둘째,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지난 40여 년 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국내 고등교육의 팽창과 박사학위 과정의 확대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국․공립대학 교수의 기본학력을 ‘초급대학 이상’

- 93 -

교육정치학연구 제25집 제4호

으로 규정하고 학력별로 교육 및 연구경력에 대한 기준을 처음 마련하였으며, 사립대학 교수에
게도 국․공립대학 교수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였다(김종철 외, 1973). 그러나 고등교육이
빠르게 팽창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대학 교수의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부터 우수한 대학 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교수의 최소 학력 기준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상향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종철 외, 1973). 학과에 따라서는 박사학위를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
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대학 현장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교통계연
보에 따르면, 1965년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5,305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727명(13.7%)에
불과한 반면, 석사학위 소지자 1,614명(30.4%), 학사학위 소지자 2,429명(45.8%), 기타 535
명(10.1%)으로 학사학위 소지자가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문교부, 1965).
이처럼 대학 교수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학 교수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학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
기 위해 현직 교원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김종철 외, 1967). 또한, 1970년대에 들어 우수한 연구 인력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대학원 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이연섭,
1986). 이를 위해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유인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대학 교수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김종철, 1975). 실제로 임후남 외(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1980년의 일반대 및 전문대의 신규임용 교원 중 석사학위 소지 비율은 64.6%정도였으며,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까지 합하면 약 76.5% 정도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신규 전임교원들의 학력 수준은 빠르게 향상되어 2015년에는 박사학위 소지 비율이
전체의 73.5%에 달했으며, 학사학위 이하 소지 비율은 3.8%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대학 교수 및 연구인력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학원 교육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70년의 대학원 재학생 수는 석사과정 6,112명, 박사과
정 518명(총 6,630명) 정도였으나, 1975년에는 각각 13,870명, 1,519명(총 15,389명)으로,
1980년에는 29,901명, 4,038명(총 33,9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대학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15년에는 석사과정 176,821명, 박사과정 45,332명(총 222,153
명)으로 1970년 대비 약 50배로 증가했으며, 박사학위 과정에 국한하면 140배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를 지나면서 대학원 교육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대학원 교육 확대는 학부 교육의 팽창에 따른 대학 교원의 수요 충족과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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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수요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학원 교육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사회적 수요에서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반상진
외, 2003). 우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송창용 외, 2015), 2015년 전업 박사학위 과정 학생 비율은 51.4%로 45.1% 정도였던
2006년에 비해 약 6.3%p 정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업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자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미취업 졸업자들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학생 수는 1995년 1,187,735명에서 2010년 2,028,841명으로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는 4,429명에서 11,093명으로
약 2.5배 정도 늘었다. 그러나 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1995년 45,087명에서 2010년 55,972명
으로 약 1.2배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대학 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보다 훨씬 많은
박사들이 배출되었음을 의미하며, 대학 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박사학위 취득자들
의 노동시장 이행 문제가 점차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국내 대학 및 기업들의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증가 및 질적 수준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대학 교원의
38% 이상은 여전히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로 나타났다(교육통계연보, 2015).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국내 대학 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학문의 종속성이 심화될 수 있음
을 지적하기도 한다(김경만, 2015).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대학원 교육이 질적인 측면
을 소홀히 한 채 양적으로만 확대되어 대학원 과정의 부실화를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한상연‧김안나, 2009). 이유야 어떻든 국내 대학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원
체제의 개편과 특성화, 정원조정, 교육과정 내실화 등 다양한 질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반상진 외, 2003; 우제창 외, 2003; 성정현, 2006; 이정미 외, 2013).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대학 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우수
한 대학 교원 및 연구 인력 확보와 해외의존도 감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학 교원 임용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 대학에서의 교원 임용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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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5년에 실시한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면(송창용 외, 2015), 취업 상태 조사에 응답한 9,179명 중 취업자는 76.4%로 나타났다. 그리
고 취업자가 재직 중인 직장은 대학이 38.3%로 가장 많았다. 계열별로는 인문, 자연, 의․약,
예․체능 계열의 대학 취업 비율이 약 50%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계열은 대학보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비율(49.0%)이 훨씬 높았다. 해당 조사에서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학 동기에 대해
서도 묻고 있는데, 응답자의 45.2%가 교수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및 미취업 박사에 대해 선호하는 직장 유형을 조사한 결과, 60.6%가 대학이라고
응답했으며, 공공연구소가 20.5%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당수는 대학
교원이 되고자 하지만 실제 노동시장 이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인구통계에서 나타난 박사학위 소지자를 모집단으로 하
여 ‘박사인력 활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박사학위 취득동기와 경험, 노동시장 이행 등을 조사
하였다(조가원 외, 2013). 박사학위 취득자의 첫 일자리는 대학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간기업 33.2%, 공공부문 22.2% 순이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민간기업 취업이
38.2%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대학 취업이 56.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사
결과와도 동일한데, 2015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의 대학
취업 비중은 52.8%로 높게 나타났다(송창용 외, 2015). 또한,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
취업 비중은 41.6%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35.4%에 비해 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 취업은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34.3%로 해외 학위취득자보다 5.3%p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성별과 학위취득 지역에 따라 대학 교원 임용 여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 진입까지의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8.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첫 일자리 진입 소요 기간이 짧게 나타났
다. 그리고 15-34세의 첫 일자리 중 교육전문가 비중은 14.4%로, 과학 및 공학전문가(39.5%)
나 과학 및 공학준전문가(27.4%) 다음에 위치하였다. 반면, 35-39세 집단은 교육전문가의
비중이 35.5%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과학 및 공학전문가(35.7%)
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40-49세 집단에서도 교육전문가의 비중은 26.7%로 두 번째에 위치하
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과학 및 공학전문가(27.7%)와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들과는
달리 50-59세와 60-69세 박사학위 취득자의 첫 일자리는 교육전문가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각각 32.4%, 4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 일자리의 구체적인 종류나 지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어 의미를 해석에 다소 한계가 있기는 하나, 최근으로 오면서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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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대학 교원 임용까지의
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대학 교원에 임용되기
보다 점차 다른 직업을 경유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대학교수 임용 관련 선행연구 검토
대학교수 임용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학위취득 대학, 전공계열, 성별,
연구업적, 대학 설립유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분석한 조가원 외(2011)의 연구를 통해 대학교수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가원 외(2011)는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 진입까지의 소요
기간을 월 단위로 조사하였는데, 아직 취업하지 않았거나 박사학위 취득 이전에 이미 취업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박사인력이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소요되
는 기간은 평균 18.5개월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취업에 비해 대학교수 임용이 조금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사학위 취득 후 평균적으로는 1년 반 이상이 지나야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성별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
면, 여성은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 진입까지 평균 20.3개월이 소요된 반면, 남성은 그
기간이 18.0개월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40대의 첫 일자리 진입 소요
기간이 22.3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소요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계열 중에서는 의학ㆍ보건학 분야의 진입 소요 기간이 24.0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농학 분야의 경우에도 20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사회과학이나 공학 및 기술 분야는 소요 기간이 15개월 정도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수 임용 소요 기간을 박사학위 취득 국가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첫 일자리 진입 소요 기간은 19.8개월인 반면,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16.6개월로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조가원 외, 2011). 국내에서는 이미 대학 교원 임용 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가 선호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는데(조철현, 2005), 조가원 외(2011)
의 연구결과에 그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위 취득 국가에
따라 대학 교원 임용 비율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
교원 임용이 39.7%, 민간기업 취직이 13.3% 정도인 반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민간기업 비중은 2.3%로 크게 낮아지는 대신 대학 교원 임용 비중이 53.2%로 크게 증가하였
다. 요컨대,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일수록,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 및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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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일수록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 진입 소요 기간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도 보다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 및 영향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생성․제공한 대학교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교육개
발원 교육통계센터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자료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를 통
합한 후 개인 정보를 익명화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에서 수행된 대학교원 관련
연구과제의 연구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
육기관 교육기본통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4년제 일반대학 교수(전
임교원)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전임교원 개인이며,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애 처음으로 대학의
전임교원에 임용된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다만,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임교
원들의 소속 학교는 ‘4년제 일반대학’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에 따라 산업대학과 교육대학을
일반대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의 범위를 4년제 일반대학으
로 한정하였다. 교육대학의 경우, 종전의 고등학교 수준인 사범학교가 1962년에 2년제 교육대
학으로 승격되고, 1981년에 다시 4년제 대학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는 1980년 이후 교수로 임용된 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대학을 일반대학의 범주
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1년에 ‘개방대학’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산업
대학은 전문대학 과정과 4년제 대학 과정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1996년 이후 산업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당시 국립 산업대학 8개교와 사립 산업대학 11개교 등 총 19개의 산업대학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대부분의 산업대학들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현재 산업대학은 2개교(청
운대학교, 호원대학교)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온 산업대학을 일반대학과 동일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 임용까지 소요된 기간이 어떻게 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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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임교원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에 일반대학에 전임교원으
로 재직 중인 자들 중에서 1980년에 최초로 전임교원에 임용된 자들을 추출하였으며, 1985년
과 1990년, 1995년, 2000, 2005년, 2010년, 2015년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경향 분석을 위한 최종 자료를 생성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비율과 교수 임용
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 분석에 사용된 최종 분석대상은 8,608명이다.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시대별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임교원 최초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 1990년
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10년 간격으로 4개의 시대별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시대
별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되, 동시에 특정 연도의 관찰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들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대별로 초기 3개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 자료
를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과 1981년, 1982년에 각각 전임교원으로 최초 임용된 박사
학위 소지자를 추출하여 1980~82년 자료를 생성하였다. 분석대상의 전공계열은 7대 계열
구분을 따르되,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 형태나 교수 임용 자격 조건, 방법 등이
타 계열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에 임용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이 첫 임용 대학인 교수들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1980~82년 177명, 1990~92년 1,679명, 2000~02년 1,942명, 2010~12년 3,171명
등 총 6,969명이었다.

2. 분석방법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1980년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들의 전공계열별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과 교수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80년 이후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생성된 신규 전임교원
임용 자료로부터 박사학위 취득 후 최초 전임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 변화를 살펴보고,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시대에 따른 차이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80~82년,
1990~92년, 2000~02년, 2010~12년 등 4개의 시대별 분석 자료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각각의 회귀계수들이 갖는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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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전임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최초 임용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소요 기간은 개월
단위로 산출하되 변수는 연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6개월 뒤에 전임교원으로 최초 임용된 경우 1.5년으로 환산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연령’은
만(滿) 나이를 사용하되, 특정 연령대를 전․후로 전임교원 임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비선형적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제곱 변수를 추가하였다. ‘임용 학과 전공 일치여부’는
취득한 박사학위의 전공계열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소속 학과의 전공계열이 일치하는지 여
부를 의미하며,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박사학위 재학 기간’
은 박사학위 과정 진학 후 최종 학위 취득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전임교원 임용 시점의 연구실
적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임용 당시의 연구 역량을
간접적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대리변수(proxy)에 해당한다.
<표 1> 주요 변수
변수명
종속
변수

교수 임용 소요 기간

설명 및 측정 방법
박사학위 취득 후 최초 교수 임용까지 소요된 기간(단위: 년)
(소요 기간은 월 단위로 산출하되, 자료는 연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

성별

더미변수: 남성, 여성(준거집단)

박사 취득 연령

박사학위 취득 시점의 만(滿) 나이

박사 취득 연령 제곱
개
인 박사학위 전공계열
특 임용 학과 전공일치 여부
독립 성
박사학위 취득국가
변수
박사학위 재학 기간
산업체 경력
대 설립유형
학
대학 소재지
특
성 본교 출신 여부

박사학위 취득 시점의 만(滿) 나이 제곱
더미변수: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계열(준거집단)
더미변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준거집단)
더미변수: 해외 대학, 국내 대학(준거집단)
박사과정 진학 후 학위 취득까지의 소요 기간(단위: 년)
최초 교수 임용 전 산업체 근무 경력(단위: 년)
더미변수: 국․공립, 사립(준거집단)
더미변인: 수도권, 지방(준거집단)
더미변수: 최초 임용 대학이 모교임, 모교 아님(준거집단)

최초 임용 당시의 연구실적은 교수임용까지의 소요 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분석에 사용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자료와 한국연구재단 연
구자 정보에는 전임교원 임용 당시의 연구실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는 이로 인한 오차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산업체
경력’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연구기관이나 민간 산업체, 기타 전공 관련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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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임교원 임용 시 본교 출신자를 선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용된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변수화 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Ⅳ. 분석결과
1.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 신규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 변화
1980년 이후 일반대학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에
임용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살펴보았다.
<표 2> 전공계열별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 신규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 변화
(단위: 년)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인문계열

1.8
(3.2)

0.8
(0.9)

1.2
(1.1)

2.6
(2.2)

3.2
(2.6)

4.6
(3.9)

3.7
(3.9)

4.2
(4.7)

사회계열

3.0
( ․ )

0.9
(0.7)

1.7
(2.2)

2.4
(1.8)

4.4
(3.2)

3.7
(3.1)

4.0
(3.3)

4.3
(3.9)

교육계열

1.0
(1.0)

1.4
(1.5)

1.4
(1.3)

2.7
(2.5)

4.4
(3.4)

5.3
(3.7)

5.7
(3.9)

6.1
(5.2)

자연계열

1.4
(1.3)

1.5
(1.6)

1.6
(1.3)

2.4
(2.1)

3.5
(2.9)

4.5
(3.5)

4.9
(4.7)

5.8
(5.6)

공학계열

1.1
(1.3)

1.7
(1.6)

1.8
(1.8)

3.3
(2.8)

2.6
(2.4)

3.2
(3.3)

3.5
(3.4)

3.4
(3.9)

의․약계열

1.1
(1.1)

0.6
(0.4)

1.4
(3.1)

1.9
(1.6)

2.9
(2.6)

4.5
(3.4)

5.6
(4.5)

6.3
(5.2)

예․체능계열

( ․ )

0.1
( ․ )

2.2
(0.4)

2.0
(2.0)

2.5
(2.1)

4.0
(4.4)

4.3
(3.4)

4.6
(5.2)

전체

1.2
(1.5)

1.2
(1.4)

1.5
(1.6)

2.5
(2.2)

3.4
(2.8)

4.4
(3.6)

4.6
(4.1)

5.2
(5.1)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1980년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후에 신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그
기간이 길어져 2015년에는 5.2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5년 사이에 박사학위
를 취득 한 후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공계열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신규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이 가장 긴 전공계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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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열로 6.3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교육계열 또한 6.1년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렸으
며, 자연계열 5.8년, 예․체능계열 4.6년,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이 각각 4.3년과 4.2년 정도였다.
반면, 공학계열은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가 되기까지 3.4년 정도가 소요되어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의․약계열 및 교육계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 전임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박사학위
취득 연령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에 전임교원에 임용된 사람들은 31.5세
정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2015년에는 34.4세로 지난 35년 사이에 약 3세 정도가
높아졌다. 한편,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공계열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소속 학과의 전공계열이
일치하는 전임교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전공일치 여부가 중요한 전임교원 임용
요건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3> 분석대상에 대한 기술 통계
구분

1980~82년

1990~92년

2000~02년

2010~12년

남성(명)

143 (80.8)

1,517 (90.4)

1,634 (84.1)

2,338 (73.7)

박사학위 취득 연령(년)

31.5 (2.5)

32.4 (3.2)

33.3 (3.7)

34.4 (4.9)

인문계열

17 (9.6)

191 (11.4)

369 (19.0)

660 (20.8)

사회계열

31 (17.5)

242 (14.4)

446 (23.0)

762 (24.0)

교육계열

8 (4.5)

75 (4.5)

119 (6.1)

218 (6.9)

자연계열

81 (45.8)

548 (32.6)

386 (19.9)

657 (20.7)

공학계열

40 (22.6)

623 (37.1)

622 (32.0)

874 (27.6)

소속학과-박사학위 전공 일치자(명)

155 (87.6)

1,449 (86.3)

1,586 (81.7)

2,492 (78.6)

해외대학 박사 취득자(명)

136 (76.8)

1,014 (60.4)

982 (50.6)

1,384 (43.6)

박사과정 재학 기간(년)

4.0 (1.1)

4.4 (1.4)

4.8 (1.6)

5.0 (1.9)

산업체 경력(년)

1.2 (4.2)

1.9 (3.7)

2.5 (4.6)

3.3 (5.9)

소속 대학 학부 출신자(명)

70 (39.5)

387 (23.0)

367 (18.9)

650 (20.5)

국․공립 대학 전임교원 임용자(명)

100 (56.5)

731 (43.5)

667 (34.3)

863 (27.2)

수도권 대학 전임교원 임용자(명)

111 (62.7)

565 (33.7)

729 (37.5)

1,203 (37.9)

박사학위
전공계열(명)

계
*

177 (100.0)

1,679 (100.0) 1,942 (100.0) 3,171 (100.0)

박사학위 취득 연령, 박사과정 재학 기간, 산업체 경력 변수의 괄호는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그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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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규 전임교원 중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전체 신규 전임교원 중 약 76.8%가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대 초반에는 43.6%까지 축소되었다. 그만큼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외국 박사학위가 갖는 가치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사람들만을 놓고 봤을 때,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
원에 재학하고 있는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의 산업체
경력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에는 박사과정 평균 재학 기간이
4년 정도였으나, 2010년대 초반에는 1년 정도가 증가하여 약 5년 동안 학위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모교에서 신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례
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임용 관련 정책이 달라져서인지 아니면 임용
대상자들의 선호가 달라져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중요한 점은 개별 대학교수들의 출신대
학이 보다 다양해 졌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설립유형 및 소재지역에 따른 전임교원 임용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
30년 사이에 사립대학의 교수 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방 대학의 증가로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추진된
대학설립준칙주의나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같은 고등교육 팽창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학 및
지방 소재 대학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한편,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소요 기간’은 앞서 5년 단위로 변화를
살펴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0~82년에
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정도가 지나면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이 되었지만,
2010~12년에는 그 기간이 5.0년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표 2>에서처럼 소요
기간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개인 특성이나 임용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임교원
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에는 남성이 여성
에 비해 0.1년 정도가 짧았지만, 이후 점차 남성의 임용 소요 기간이 증가하면서 2010년대
초반에는 여성에 비해 1.1년 정도가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는 자연계열 전공자의 소요 기간이 5.7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인문계열과 공학계열도
5.4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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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요 기간이 전반적으로 매우 짧았으며,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한편, 교수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은 박사학위 전공과 소속학과 전공의 일치 여부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1980년대 이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 차이 분석
구분

1980~82년

1990~92년

2000~02년

2010~12년

여성

1.4 (1.4)

2.2 (2.1)

3.8 (3.0)

4.2 (3.9)

남성

1.3 (1.5)

1.6 (1.5)

3.7 (2.9)

5.3 (4.7)

인문계열

1.1 (1.2)

1.4 (1.3)

3.5 (2.7)

5.4 (4.6)

사회계열

1.3 (1.9)

1.3 (1.2)

3.3 (2.9)

3.9 (4.1)

교육계열

1.6 (1.7)

1.9 (1.9)

4.1 (3.0)

4.1 (3.6)

자연계열

1.3 (1.5)

1.9 (1.7)

4.4 (2.9)

5.7 (4.4)

공학계열

1.3 (1.3)

1.7 (1.6)

3.6 (3.0)

5.4 (5.0)

일치

1.3 (1.5)

1.7 (1.6)

3.7 (2.9)

5.0 (4.5)

불일치

1.4 (1.2)

1.4 (1.5)

3.7 (3.0)

5.0 (4.6)

국내

1.1 (1.3)

1.5 (1.6)

3.6 (2.8)

5.2 (4.4)

해외

1.4 (1.6)

1.8 (1.6)

3.8 (3.1)

4.8 (4.7)

소속 대학 출신

1.4 (1.4)

1.7 (1.6)

4.2 (3.1)

5.7 (4.5)

타 대학 출신

1.3 (1.6)

1.7 (1.7)

3.6 (2.9)

4.8 (4.5)

전임교원 임용 대학
설립유형

국․공립

1.4 (1.5)

1.7 (1.6)

3.9 (2.6)

5.1 (4.1)

사립

1.3 (1.5)

1.6 (1.5)

3.6 (3.0)

5.0 (4.7)

전임교원 임용 대학
소재지

수도권

1.4 (1.6)

1.7 (1.7)

4.0 (3.3)

5.1 (4.9)

지방

1.2 (1.4)

2.0 (1.8)

3.5 (2.7)

4.9 (4.3)

1.3 (1.5)

1.5 (1.4)

3.7 (2.9)

5.9 (4.5)

성별

박사학위 전공계열

소속학과 -박사학위
전공일치 여부
박사학위 취득국가
소속 대학
학부 출신 여부

계
*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박사학위 취득 국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들
의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의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이 4.8년으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5.2년보다 약 0.4년 정도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임용되는 대학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모교인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방 소재 대학보다 교수 임용
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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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이 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시대에 따라 그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980~82년,
1990~92년, 2000~02년, 2010~12년 각각의 자료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1980~82년 자료의 경우, 분석 대상인 전임교원의 수가 177명에 불과하여 중다회귀분석 결과
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소 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정확한 회귀계수의
크기 혹은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회귀계수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1990년
대 이후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0.38년 정도 짧았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사라졌으며, 2010년대 초반에는 반대로 남성의 소요 기간이 여성보다 길어졌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술통계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러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성의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이 여성보다 1년 가까이 길다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취득 연령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각각 35.5세와 42.6세를 변곡점으
로 하여 전임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과 U자 형태의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대 초반의 경우 35.5세까지는 박사 취득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임교원 임용 기간이
줄어들지만, 박사학위 취득 연령이 35.5세를 넘어서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임교원 임용까지
걸리는 기간이 빠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취득 연령과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과의 관계가 부적에서 정적으로 변화하는 기준점이 42.6세로 약 10살
정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에는 박사학위 취득 연령과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
이 부적인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학위 취득 시기가 빠를수록 전임교원
임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특정
연령대가 지난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이유들로 인해
보다 이른 시간 내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박사학위를
빨리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양한 경험이나 실적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전임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박사학위 전공계열의 경우, 최종 박사학위가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인 전공자는 공학계열에
비해 전임교원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며, 최근으로 오면서 차이가 보다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계열은 유일하게 공학계열에 비해 전임교원이 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학에서의 박사학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소요 기간이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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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에는 박사학위 취득 국가의 영향력이 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회귀계수가 부적인 값을 갖는
점, 기술통계 결과에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비해 짧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 신규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구분

1980~82년

1990~92년

2000~02년

2010~12년

남성

0.149
(.299)

-0.380
(.139)

0.111
(.182)

0.891***
(.183)

박사학위 취득 연령

-1.039
(.762)

-0.781***
(.185)

-1.107***
(.239)

-0.435**
(.166)

박사학위 취득 연령 제곱

0.013
(.012)

0.011***
(.003)

0.013***
(.003)

0.002
(.002)

0.316
(.444)

-0.144
(.144)

0.467*
(.202)

1.665***
(.248)

사회계열

0.219
(.341)

-0.261*
(.122)

0.134
(.183)

-0.561*
(.225)

교육계열

0.564
(.549)

-0.053
(.206)

0.839**
(.288)

0.272
(.336)

자연계열

0.013
(.283)

0.191*
(.093)

0.764***
(.183)

0.841***
(.221)

소속학과-박사학위 전공 일치

-0.049
(.336)

0.215*
(.111)

0.067
(.168)

-0.070
(.186)

해외대학 박사 취득

0.202
(.282)

0.225**
(.086)

0.397**
(.133)

-0.183
(.159)

박사과정 재학 기간(년)

-0.010
(.109)

-0.040
(.030)

0.032
(.042)

0.128**
(.043)

산업체 경력(년)

0.155***
(.034)

0.071***
(.011)

0.086***
(.014)

0.290***
(.014)

소속 대학 학부 출신

-0.629*
(.285)

-0.039
(.095)

0.509**
(.170)

0.882***
(.187)

국․공립 대학 전임교원 임용

-0.478
(.284)

0.079
(.090)

0.259
(.149)

-0.413*
(.184)

수도권 대학 전임교원 임용

-0.024
(.293)

0.532***
(.096)

0.543***
(.146)

0.139
(.167)

상수항

20.619
(11.708)

15.151***
(.054)

24.303***
(.076)

14.533***
(.010)

.236

.096

.107

.180

박사학위 전공계열 (공학계열 기준)
인문계열


*

주: 괄호는 표준오차,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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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박사학위 과정 재학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임교원 임용
에 소요되는 기간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박사과정 재학 기간이 짧을수록 즉, 연구자의 연구
역량이 우수할수록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의 산업체에서 쌓은 경력은 전임
교원 임용 소요 기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사학위 취득자
가 갖춘 모든 조건 및 역량이 동일하다면 산업체에서의 경력은 그만큼 대학 전임교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다른 모든 조건이나 역량이 동일하다고 할
때 연구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의 경우, 1980년대 초에
는 임용 대학의 학부 출신 여부가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나, 2000년
대 이후에는 오히려 소속 대학 학부 출신자가 모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임교원에 임용된 대학의 설립유형은 1980년대
이후로 전임교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길이와 큰 관련이 없었으나, 2010년대 초반에 접어
들면서 국․공립대학에 임용된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 소요 기간이 조금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임용된 대학의 소재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임용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지방 소재 대학보다 조금 더 길었
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이나 지방 모두 대학교수가 되는데 필요한 준비나 노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대학 교원의 임용 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전임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특히, 국내 고등교육의 팽창과 대학원 교육의 확대,
외국 유학의 보편화 등과 같은 지난 40여 년 동안의 고등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 교원
임용까지의 소요 기간과 영향요인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분석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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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전임교원의 임용 시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엄미정 등(2010)이 지적한 것처럼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 교원 임용은 단일 경로가 아니라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 취득자의 산업체 경력은 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소요 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수준에 맞는 대학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교원의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볼 수 없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학에 근무하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직무만족도
가 민간기업에 비해서 다소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음을 고려할 때(김민정·조가원, 2012), 전임
교원 임용 소요 기간에 대한 산업체 경력의 부적 효과는 산업체 경력자들 스스로가 임용 소요
기간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 교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우수한 산업체 경력자들을 어떻게 대학으로 유인할 것인지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박사학위 취득자의 개인특성 중 성별은 대학 전임교원으로의 임용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임용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 교원 임용 소요
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특성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는 대학의 양적 팽창이 다소 주춤한 시기로 대학 교원의 수요
자체도 감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남성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변인의 영향력은 2000년대에는 사라졌지만, 2010년대에는 오히
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그런
데 이러한 결과가 대학 교원 임용에 있어 성별 격차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선미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의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기 이전에 이미 취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대학에서의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가 이미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0년대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여성은 이미 대학에
서 비정규직 경력이 있거나 혹은 연구 성과 등의 측면에서 다른 여성들에 비해 탁월한 면이
있어 일종의 선별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108 -

고등교육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교원 신규임용 소요 기간 특성 분석

셋째, 국내와 해외의 박사학위 취득자 간에도 전임교원 임용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국내 대학 출신자에 비해 전임교원 임용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의 고등교육 및 유학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980년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대학 및 대학원의 정원이 대폭 늘어난 데다 1980년대 초에 해외 유학이 자율화되면서 유학생
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0.06.13.). 그 결과 1980년대 말부터 국내 대학뿐
만 아니라 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왔으며, 이러한 박사학
위 취득자의 과잉 공급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결국, 많은 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들이 귀국을 미루고 해외에서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경력을 쌓거나 국내 대학에 좋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심화되었다(동아일보, 1987.10.08.). 이는 해외 유학이라는 고비용
투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010년대 초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해외 박사학위 취득이 임용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학 구조개혁과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해 대학 교원 노동시장의 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기다리기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일단 취업을 하고 차후에
대학 교원 임용을 모색해 보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소속대학 학부 출신 여부도 대학 전임교원으로의 임용 소요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향력은 시기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1980년대 초에는
임용 대학의 학부 출신 여부가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한국에
서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임용 대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이은혜(2013)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해당 대학의 학부를 졸업했다는 점이 임용뿐만 아니라 임용 소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학문의 해
외의존도를 줄이고, 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학 교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소속 대학
학부 출신 여부가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대학 및
보다 상위권의 국내 대학 출신 박사학위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모교 출신 박사학위 소지자의
적체 현상으로 인해 학사학위 취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경쟁이 이전보다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모교 출신 교수 임용이 대학의 비판과 연구 기능을 저하시
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가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1999년부터 대학의 모교 출신
교수 임용 비율을 35% 이하로 제한하고 타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을 신규 채용하도
록 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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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계열 특성 역시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과 같은 이른바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공학계열에 비해 전임교원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며, 최근으로 오면서 차이가 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계열별
로 선호 직장이나 취업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송창용 외, 2015), 공학계열은 대학 교원 외에 민간기업이나 공·사립의 연구소
등 취업 경로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다양하며, 대학 교원은 공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도 아니다. 따라서 공학계열의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있어 대학 교원은 여러
직업 중의 하나일 뿐이며, 다른 전공분야에 비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그 만큼 짧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대학 교원이 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실제로 대학으로 입직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대학 교원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률 자체는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송창용 외, 2015). 따라서 인문계열이
나 자연계열은 다양한 직업 기회를 갖는 공학계열과 달리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대 이후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이 주로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의 정원 감축과 공학교육의 확대에 기반하
고 있어 전공계열 간의 소요 기간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박사학위 취득 이후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까지의 기간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성별이나 전공계열, 박사학위 취득
국가 등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 신규 임용 소요 기간이 타 학문 분야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박사학위 취득 후의 산업체 경력은 전임교원 임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체 경력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전임교원 임용은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나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전임교원 신규 임용 소요 기간이 국내 대학 학위 취득자
들에 비해 더 길었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임용 소요 기간이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비해 크게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학사학위 취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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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대학 전임교원의 최종 학력이 빠르게 향상되어 2015년 현재 전체 신규 임용
교원의 80% 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다(임후남 외, 2016). 그러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 등과 같은 산업체 경력이 대학 교원 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만일 대학 교원에 대한 처우나 직무만족도가 이들 기관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이거나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 여건 악화가 대학 교원들의 임금수준 및 근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면 단순히
신규 대학 교원들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와 유능
한 교수 자원 확보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이 아니라 보다 좋은 조건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나 이미 그러한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대학으로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용소요 기간의 증가로 인해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연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대학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이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임교원 임용 소요 기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혹은 공학계열과의 격차를 줄이는
일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만,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대학 전임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송창용 외, 2015), 임용 소요 기간의 증가는 이들에게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연장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혹은 대학 이외의 공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향후 박사인력 및 대학 교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조사 및 정보들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에서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별도로 ‘박사인력 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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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정보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리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각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연구, 봉사활동 관련 정보들을 매년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해 있는 조사 및 자료들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및 대학 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및 대학 교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대학
교원 임용 소요기간에 한정해 분석했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직무만족도 등과 같은 질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10~1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록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이전과 달리 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전임교원 신규 임용
소요 기간이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들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2010년대의 연도별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가
대학 전임교원 신규 임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인지 등도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원 임용 소요기간에 대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했지만, 향후 시간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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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PhD to faculty appointment: Analysis on Duration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 factors
Kim, Hoonho(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ark, Hwanb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im, Minhee(Daegu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full
time faculty appointment in Korean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the duration of full time faculty member appointment of
doctoral degree holders and analyzed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duration.
The study paid special attention on analyzing change in trends of faculty
appointment duration and related influential factors in the paradigm of rapid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and graduate education) as well as increase in
popularity to study abroad during last 40 years in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duration for
faculty appointment of domestic and foreign degree holders in 1980’s was
1.2 year, but it has increased consistently where in 2015 the average duration
increased up to 5.1 years. Such change reflect that there are increase in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on doctoral degree holders in academic
job market. Also, there were differences in duration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country of degree obtained, industry
experience, doctoral degree grant institution and such difference was found
differently according to appoint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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