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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만이 주로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반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학생들 사이
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또는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이제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증가는 사회 및 교육환경 전반의 변화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체가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대
인들의 생활양식도 따라서 바뀌고 있다. 특히 엄청나게 빠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과 핸드폰이 생
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과
거에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참여에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학
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소비중심 사회에서는 물건의 대량생산보다는 다
품종 소량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결국
노동시장도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유연한 근로시간을 원하는
학생들이 점차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의
변화도 재학 중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를 유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교육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연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이러한 현상은 “ 학교
붕괴” 로 대변되듯이 학생들이 점차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사회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교과내용이 실제로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자
연스럽게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형하․이용교, 2002; 장원섭, 2000).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해 한쪽에서는 학교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면서 비행 및 탈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노동의 소중
함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이 시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
해 재학 중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참여와 다른 여러 학생
관련 결과물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한경혜, 2000; Carr, Wright,

and Brody, 1996).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단순 조사
분석을 통한 실태나 현황파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자료수집에 대한 어려움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다. 따
라서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고등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
양한 대처방안을 정부, 교육기관, 교육연구자들은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과 관련된 조사는 1993 년부터 수행된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Korea Household Panel Study, KHPS)와 1998 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한국노동패
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KLIPS)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청년
패널조사는 단순히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동 뿐만 아니라 재학 중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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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 지역간 교육관련 정책들의 비교분석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었다( 중앙고용정보원, 2002, 2003).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패널조
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각 학생별 또는 지역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수집된 종단자료인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학 중 아르바이트 실태
우리나라의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분
석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르바이트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수행된 아르바이트실태에 대한 보고서들에 바탕을 두고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참여 정도는 1990 년도 후반기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2000 년
도의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사(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와 서울 YMCA 의 조사( 이혜정, 2000)가
대표적이다. 이 두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2002 년에 실시된 서울지역 고등학생대상 서울 YMCA 조사와
광주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조사에서 추가로 나타난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표 1> 주요 설문조사별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가비율(%)

총 사례수(n)
대 상
지 역
전 체
남자
성 별
여자
인문고
계 열
실업고
대도시
지 역
중소도시
군지역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3,679
중․고생
전국
35.3
32.5
25.5
29.7
46.1
31.9
29.2
22.0

서울 YMCA
(2000)
3,833
중․고생
전국
30.7
30.5
30.8
21.4
42.1

서울 YMCA
(2002)
602
고생
서울
42.9
38.2
47.6
35.2
55.7

광주청소년
자원봉사센터(2002)
986
중․고생
광주
34.3
40.6
26.5
19.1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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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YMCA 자료에 따르면 2000 년 전국 고등학생들의 30.7% 가 아르바
이트를 하는 반면 2002 년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의 42.9% 의 학생이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간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2 년 사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이 상
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한국청소년개발원조사

(2002)나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조사(2002)에서도 30% 내외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참여비율을 성별, 학교계열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남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정도가 높
고 실업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인문계 학생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사(2000)에 따르면 남학생들의 32.5% 와 여학생들의 25.5% 가 아르바이트를 경험
하고 있었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을 비교하면 각각 46.1% 와

29.7% 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서로 상이한 계열에 속한 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아르바이트 참여정도를 비교해 보면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규모가 점차
큰 지역일수록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지역에서는 22.0% 만이 아르
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도시에서는 31.9% 로 더 많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도시일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직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수요가 더 높기 때문이다.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서비스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패스트푸드점 및 음식점서빙이 31.7%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
단지 배포가 29.8% 로 나타났으며 판매 및 대여와 배달이 그 다음 순으로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
트로 나타났다( 서울 YMCA, 2002).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및 유럽의
국가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미국의 학생들
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1990 년도 OECD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을 보면 덴마크가 52%, 영국 45%, 미국 44%, 캐나다 41%, 그리고 호주가 37% 순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5% 미만과 5 ∼10% 이내만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inley, 1996). 1996 년도 만 15 세에서 19 세 학생들의 고용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
되었다(OECD, 2000). 따라서 비록 위의 국제자료가 각 나라마다의 자료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아르
바이트 참여비율이 약간 과장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비율은 각 나라마다 명확
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970 년도 이후 만 16 세에서 19 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점차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NCES, 1996). 대
부분의 미국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많은 미국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재학 중의 일
을 통해 독립심을 키우고, 책임감이 강하게 되며 좋은 일 습관을 배울 수 있다는 통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Carr, Wright, and Brody, 1996). 또한 국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유형과 비교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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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유형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판매

(34%), 배달 및 안내원(15%), 공장노동(10%), 그리고 청소(6%)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Ainley, 1996).

1 차 및 2 차 청년패널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를 비교해 보면 < 표
2> 와 같다. 앞에서 나타난 2000 년도 한국청소년연구원조사와 서울 YMCA 조사보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청년패널조사에서는 약 20% 의 학생만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앞의 두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유형은 서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에서 분석된 일반적인 형태의 아르바이트 유형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중앙고용정보원, 2002, 2003).

< 표 2> 설문조사별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가비율(%)
1차 청년패널조사
(2001)

2차 청년패널조사
(2002)

사례수(n)

2,143

1,550

전 체

18.9

18.6

남학생

19.0

19.0

여학생

18.9

18.3

2.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아르바이트 실태파악 및 단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다
양한 학생관련 결과변수( 학업성적, 졸업후 취업 등)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려는 연구이다(김기헌,

2003; 도종수, 2001; Carr, Wright, and Brody, 1996). 국내에서는 대체로 전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면 국외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종단자료를 이용해 후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아르바이트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은 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주로 수행되었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아르바이트가 학생들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야 몇 편 수행된 정도이다( 도종수, 2001; 장원섭, 2001).
최근의 아르바이트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변수, 가
족 구성원의 특성, 학교관련 변수들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수, 2001; 이형하․이용교, 2002; 장원섭, 2001).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
생들은 향후 직업선택 및 체험의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용돈마련을 위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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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물건을 살 필요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따라서 점차 전체 학생들의 총 소비규
모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관련 변수와 아르바이트 참여간
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부모의 가계소득이 많은 집의 자녀인 경우 부모로부터 필요
한 용돈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자연히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적게 된다는 것이다( 이철위․박창
남․정혜영, 2000; 한경혜, 2000).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보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되고 따라서 고학력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고학력 부모들은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자녀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도종수, 2001). 특히 부모 중에서 어머니가 대졸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을 소지한 어머니들은 자
녀의 학습활동 및 방과후 활동을 직접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
모의 반대가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다음에 잘 기술되어 있다.
해보고 싶은데 … 친구들도 많이 해요. 중학교쯤 되면은요. 전단지 같은거도 하고요.
부러워요 하는거 보면은, 근데 못하게 해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걱정하세요. 용돈도 궁
하지 않은데 그것 가지고 나쁜데다 쓰는거 아닐까.( 미연)( 한경혜, 2000: 166).
또한 학교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인지 실업계 고등학생인지 여부 및 학생의 학업성적이 관련이 크게 나타난다(이형
하․이용교, 2002).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과 공부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실업계열의 고등학생들이 아르
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특히 학교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인 경우에 공부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어서 성적 상위의 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
타난다(도종수, 2001). 하지만 학교성적과 아르바이트가 꼭 부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
과도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학교성적과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에 대해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김기헌, 2003; 장원섭, 2001; Car, Wright, and Brody, 1996; Warren, LePore, and Mare,

2000). 즉,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특정 문제있는 학생에게서만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의 아르바이트 실태부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학생 각각의 개인적인 배경요인에 더불
어서 다양한 지역관련 특성들이 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도시
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경우에 중소도시나 군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아르
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대체로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이 아르바이트로 종사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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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화 정도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
분의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교육학 연구자들이 수행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증적 연구물들은 많지
않았을 뿐더러 설사 있다고 해도 제한된 자료만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최근에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전국규모로 표집된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현재까지 교육관련 논의에서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는 실제 교육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육학자 및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교육관련 담당자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되면서 새로운
교육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이광호,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생 및 지역별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다행히도 최근 공개된
청년패널조사 자료가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와 관련된 다
양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몇몇 분석보고서(중앙고용정보원, 2002, 2003) 에서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간략히 실태를 분석한 부분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종단자료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학생 및 지역변수들의 영
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국내에서 시행된 2차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학생수
준의 변수와 지역수준의 변수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아르바이트 참여정도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가? 각 학생수준 및 지역수준 변수들을 투입
한 후에도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 각 학생수준 변수 중에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가능성과 관련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학생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어떤 지역수준 변수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집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2002 년도 2 차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YP)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2001 년도에 실시한 1 차 청년패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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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후속조사이다(중앙고용정보원,

2002,

2003).

청년패널조사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OES)의 부가조사로서 약 10,000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
세 이상 29 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
업자 5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조사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직업선택 및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 축적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국내 종단조사로서 교육,
훈련, 고용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003 년 하반기에 발표된 2 차 청년패널조사 자료는 1 차
청년패널 참여자인 8,296 명에 대한 추적조사로서 이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패널 1,551 명
이 참가하였고 이들의 직업관련 활동실태 분석에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쉽게도 교
육관련 연구의 필수요건인 학업성취도 점수관련 자료는 없지만 가구 공통 설문지와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 각각을 대상으로 한 5 종의 설문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16 개 지역에 있는 1,550 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사례수는 하나의 결측치(missing values)로 인해 한 명이 감소하였다.1)

2. 측정변수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여부와 학생 및 지역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아르바이트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독립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 중에서 기존의 지역별 차이와 관련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학생수준 및 지역수준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 표 3>
과 같다.2)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2002년에 실시된 2차 청년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만을 사용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 중에서 지난 1년간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하였을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학생 중에서 81% 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고 19% 만이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중에서 고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총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74.7%, 2회 17.3%, 3회

5.9%, 4회 0.3%, 5회 1.0%, 6∼10회 0.6%, 그리고 11회 이상이 0.3% 였다. 또한 주당 근무시간을 보면
10시간 이하가 17.3%, 10∼30시간이 28.0%, 30∼60시간이 41.9%, 60∼90시간 11.4%, 90시간 이상이
1.3% 이였고 30∼60시간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
지 않았고 참여할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당 참여시간은 상대적으
1) 학생수준 변수들의 결측치 처리는 짝별제거(pairwise dele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생 및 지역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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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르바이트 참여비율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는 약

10% 정도로 나타났으며 도지역은 약 20% 정도로 대도시지역보다 좀더 높게 나타났다.
< 표 3> 청년패널조사 자료의 학생 및 지역수준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설명

1수준 자료(학생수준)

종속변수
1550

0.19

0.39

재학중 아르바이트 여부

성별

1550

0.52

0.50

여학생=1, 남학생=0

사회경제적 지위

1370

0.00

1.00

연간 총근로소득의 자연로그(표준화)

부모 교육수준

1541

11.07

3.01

부모의 총 교육연수

실업계 학교여부

1455

0.28

0.45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1, 기타=0

졸업후 진로(취업여부)

1550

0.10

0.30

취업관련=1, 기타=0

성적 상위권

1546

0.20

0.40

성적 상위권=1, 기타=0

성적 중상위권(준거집단)

1546

0.61

0.49

성적 중상위권=1, 기타=0

성적 중하위권

1546

0.16

0.37

성적 중하위권=1, 기타=0

성적 하위권

1546

0.02

0.14

성적 하위권=1, 기타=0

대도시여부

16

0.44

0.51

광역시=1, 기타=0

지역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16

2480.53

411.69

아르바이트 활동

학생변수

2수준 자료(지역수준)

지역 변수
지역 평균 연간 총근로소득(만원)

나. 학생배경변수
학생수준 변수들은 개인배경변수, 학교계열 및 졸업후 취업여부, 그리고 학업성적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배경 또는 인구학적 변수들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의 성과 부모의 교육수준 등이다. 사회경
제적 지위(SES)는 가계의 연간 총 근로소득에 자연로그로 변환 후에 표준화한 변수이다. 학교계열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일반계, 예체능계, 기타 특수계열과 비교해서 실업계(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인지를 나타내 주며 졸업후 진로(취업여부)는 고등학생들이 졸업후 예상되는 진로에 대한 것으로 취
업관련 분야(취업, 직업훈련, 취업과 방송통신대 진학을 동시에 고려 등)로 진출하는 것을 나타낸다.
학업성적분포는 청년패널조사 학생설문에 각 학생들이 스스로 기입한 네 개의 학교내 학업성적 정도
로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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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관련 변수
청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지역별 단위는 전국의 7 대 대도시와 9 개 도를 포함한 총 16 개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 사례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과 관련된 변수는 대도시여부 변수와 지역평균 사회경제
적 지위 변수로만 구성되었다. 전체 16 개 지역 중에서 44% 의 지역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으로 나
타났다. 지역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각 학생들이 보고한 총 가구당 연간 총 근로소득을 지역
별로 계산한 평균 값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가여부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청년패널조사 자료는 자료수집을 위한 표집방법, 표집가중치(sampling weighting) 적용, 자료분석 및
결과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년패널조사는 2 단계 군집추출(2-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집된 학생들이 가구내에 속해 있고 각 가구는 지
역내에 속해 있는 위계적 형태의 자료구조를 띄고 있다. 즉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위계적
자료구조를 지닌 청년패널조사의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이다. 특히 종속변수가 본 연구에서처럼 아르바이트 여부(예=1, 아
니오=0)같이 이분변수인 경우에는 독립변수들과의 관계가 비선형이고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
에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이 더욱 유용한 분석방법이다(강상진․이명애, 2002; 이명애․강상진, 2003;

Hox, 2002; Raudenbush and Bryk, 2002). 특히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방법은 최근에 학교효과연구,
문항반응이론연구, 의학연구 등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강상진, 2003; 양정호, 2002, 2003; 양
정호․김경근, 2003; Leyland and Goldstein, 2001; Raudenbush and Sampson, 1999).
본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참여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HLM 5.05 프로그램(Raudenbush, et al.,

2001)이 사용되었다. 기존의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2 수준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1수준 모형: 지역내 모형(within-region model)
1 수준에서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로짓 연결함수를 사용하면 일반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처럼 ηij는
j번째 지역에 있는 i번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승산로그(log of the odds of success) 또는 로그 오
즈(log-odds)는 로짓(logit) 값이 된다. 1 수준 모형은 다음과 같다.

ηij = β0j + β1j(성별)ij + β2j(사회경제적 지위)ij + … + β8j(성적 하위권)ij

(1)

위의 식에서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하위권은 독립변수이고 β0j는 절편 값이고 β1j...β8j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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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준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나타낸다. 각 학생수준 독립변수들은 전체평균으로 중심점(grand-mean

centering)을 교정하였다.

나. 2수준 모형: 지역간 모형(between-region model)
2 수준 모형은 각 지역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차이를 지역의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설명
하게 된다.

β0j = γ00 + γ01(광역시여부)j + γ02(지역평균 사회경제적 지위)j + u 0j
β1j = γ10
⋯

⋯

βQj = γQ0, Q > 0.

(2)

식 (2)에서 β0j만 각 지역마다 변하는 임의효과로 설정되었고 다른 학생변수들의 효과는 고정효과
로 지정하였다.3) γ00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총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γ01, γ02은 각 지역변수들의 효
과를 나타낸다. u 0j는 평균 0 과 분산 τ00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루게 된다. 각 지역수준 독립변수들
은 전체평균으로 중심점(grand-mean centering)을 교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HGLM) 분석에서는 우선 1 수준을 제외한 각 수준별로 존재하는 분산을 파
악하게 된다. 즉 각 수준별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역수준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분산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부모형 또는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이라고 한다(강상진, 1995,

1998; Raudenbush and Bryk, 2002).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한 가설에 따라 선택된 학생수준 변수를
먼저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수준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을 각각 지역내 모형(within-region

model)과 지역간 모형(between-region model)이라고 한다. 위의 세모형별 결과를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 고정효과(fixed effect)는 각 학생변수들의 효과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임의효과
(random effect)는 각 지역에 따라서 학생변수들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상진, 1995;
Raudenbush and Bryk, 2002).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 분석을 위해 모형을 단순화시켜서 절편
계수만을 임의효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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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부모형(unconditional model)
최초의 무조건부모형에서는 아무런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
여여부에 대한 지역별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모형에서의 다른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인 경우에는 1 수준 분산이 이( 異) 분산적(heteroscedastic)이기 때문에
각 1 수준 단위(학생) 마다 다르므로, 총 분산에 대한 각 수준의 분산비율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없게 된다. 하지만 만약 관측오차가 이론적인 이항 오차분포를 정확히 이룰 때 1 수준 분산의 척
도인수(scale factor)가 1 이 되게 된다(Hox, 2002).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1 수준 분산을 1 이라고 가정
하였고 결과해석에서는 2 수준 분산만을 설명하였다.

< 표 4> 와 같이 아르바이트 참여여부 로짓에 대한 지역수준 분산은 0.10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므로 추정된 아르바이트 참여여부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학생변수와
지역관련 변수들을 이용한 분석이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추정된 각 지역의 평균 아르바이트
로그 오즈 또는 로짓은 -1.48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의 승산(odds 또는 odds of

success)은 ℯ-1.48 = 0.23 이고 확률은 1/(1+exp{1.48}) = 0.19 이다. 즉 실제로 일반적인 지역에서 아르
바이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0.23 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4> 청년패널조사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각 수준별 HGLM 분산 분석
(n = 16 개 지역에 있는 1,550 명의 학생)
회귀계수

표준오차

-1.48***

0.11

고정효과
절편

임의효과
1수준 분산(척도인수)

1.00

지역수준 분산

0.10**

~p≤.10, *p≤.05, **p≤.01, ***p≤.001

2. 지역내 모형(within-region model)
앞의 무조건부모형에서 나타난 아르바이트 참가여부에 대한 다양한 학생관련 변수들의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학생수준 변수만을 투입한 지역내 모형의 분석결과가 < 표 5> 에 제시되었다. 지역내 모
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크게 학생관련 배경변수, 학교계열 및 졸업후 취업여부, 그리고 학업성적분
포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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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청년패널조사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지역내 HGLM 모형 분석결과
(n = 16 개 지역에 있는 1,550 명의 학생)
회귀계수

표준오차

-1.66***

0.11

성별(여학생)

-0.09

0.15

사회경제적 지위

-0.19*

0.08

부모 교육수준

-0.07**

0.03

고정효과
절편

학생변수

실업계 학교여부

1.13***

0.17

졸업후 진로(취업여부)

-0.36~

0.24

성적 상위권

-0.23

0.22

성적 중상위권(준거집단)
성적 중하위권

0.77***

0.19

성적 하위권

1.36**

0.45

임의효과
1수준 분산(척도인수)

1.00

지역수준 분산

0.07*

~p≤.10, *p≤.05, **p≤.01, ***p≤.001

위의 지역내 모형 결과에 따르면 성별 및 성적 상위권 변수를 제외한 모든 학생관련 변수들은 고
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근로소득으로 측정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 교육수준에 대한 추정효과가 각각 -0.19와 -0.07로 낮게 나타났다. 즉 아르바
이트를 할 가능성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ℯ-0.19 = 0.83배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일년 높아질수록 ℯ-0.07 = 0.93배 감소하게 된다. 또한 실업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경우에는

1.13로짓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서 실업계 고
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ℯ1.13 = 3.10배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졸업후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추정효과가 -0.36로짓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성적
중하위권의 준거집단과 비교할 때 성적 상위권 학생은 -0.23 로짓 감소하는 반면에 성적 중하위권 학
생은 0.77 로짓, 성적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1.36 로짓 만큼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
1.36

은 성적 하위권에 있는 학생이 성적 중상위권의 학생보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ℯ

3.90 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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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간 모형(between-region model)
최종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은 지역간 모형으로 각 지역내 모형의 변수들인 학생변수들을 투입한
후에 동시에 지역평균의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지역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게 된
다. < 표 6> 에서 지역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한 최종 지역간 모형의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최종모형과
동시에 추정된 지역내 모형의 결과는 < 표 5> 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제시 및 논의를
생략하였다.

< 표 6> 청년패널조사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지역간 HGLM 모형 분석결과
(n = 16 개 지역에 있는 1,550 명의 학생)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절편

-1.70***

0.11

-0.47~

0.24

0.00

0.00

지역변수
대도시여부
지역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임의효과
1수준 분산(척도인수)

1.00

지역수준 분산

0.05~

~p≤.10, *p≤.05, **p≤.01, ***p≤.001

지역간 모형에서는 최종 16 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간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차이를 분석
하므로 제한된 지역 사례수로 인해 2 개의 지역변수만을 투입하였다. 지역변수들 중에서 대도시지역
여부를 제외한 지역평균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서울특별시와 6 대 광역시처럼 도시규모가 클수록 아르바이트 가능성은 -0.47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규모가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은 각 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비교해 볼 때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0.63 배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중소도시나 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아르바이
트를 많이 하게 된다는 보고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비록 통계적으로 주변적으로(marginally) 유의하지
만 서울시 및 6 대 광역시와 각도와의 다른 아르바이트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청년패널조사만이 지닌 특징인지 아니면 지역간 구분을 좀더 구․
군․중소도시로 세분화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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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한 청년패널조사 자료는 지역구분의 세분화가 가능할 정도로 각 구․군․중소도시 지역내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전의 지역내 모형에 지역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최종모형에서의 지역수준 분산은 최초의
무조건부모형 결과인 0.10 과 비교하였을 때 0.05 로 감소하였다. 즉 약 50% 의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
성이 학생변수 및 지역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평
균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에 대한 차이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것은 각 지역의 구조적
인 특성이나 지역특성관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가를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수준
및 지역수준 변수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고용정보원이 수집한 2002 년도 2
차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
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에 아무런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역수
준의 분산은 0.10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에서는 1 수준 분산이 각 1 수준 단
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2 수준 분산만의 결과를 놓고 볼때, 0.10 의 지역수준 분산은 학생들이 아르바
이트 할 가능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지역
별 요인 또는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아르바이트 참여와 학생수준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학생변수들이 아르바이
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및 성적 상위권 변수만을 제외한
학생 배경관련 변수, 학교계열 및 졸업후 취업여부, 그리고 학업성적수준 변수가 학생들이 아르바이
트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
의 학생일수록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인 경우에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졸업후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오
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사가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각 성적별 집단간의 비교에서도 보면 성적 중상위권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경우에 성적 중하
위권과 하위권에 속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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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위의 각 학생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지역변수 중에서 대도시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인 경우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할 가능성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하기로는 학생들이 대도시지역에 있으면서 지역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조사 자료에서는 이런 예상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좀더 세분화된 지역구분

(구․군․중소도시)을 이용한 분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조사 자료는
지역내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광역시․도 단위가 아닌 세분화된 지역구분을 이용한 분석
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가능성은 대부분 각 학생변수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실업계열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르
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특히 일반계, 실업계, 산업체 고등학교간의 남학생과 여학생간
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을 비교하였을 경우에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이 42.4% 이고 실업계 여자고등학생
이 41.8% 로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혜정, 2000). 따라서 거의 반수 정도의 실업
계 고등학생들이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실업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
한 정책적인 고려가 절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학 중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미칠 부정적인 측
면만 보기보다는 아르바이트가 좀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직업선택 및 이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단순히 고등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억제하기보다는 현실
적으로 인정하고 적정한 선에서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지역의 학생들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관련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학교안과 밖의 기관에 다양한 아르바이
트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은 YMCA 일하는 청소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자활지원관, 노동부의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렇게 아르바이
트를 찾고 있는 학생들과 일자리를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형하․이용교, 2002). 앞으로 청소년육성위위회(2003.12.10)에서 발표한 참여
정부 청소년육성책에 포함된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아르바이트
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규제 위주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
및 제도를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서 아르바이트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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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경수, 2001; 장원섭, 2000). 이미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서 노동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
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육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또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및 새
로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학교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학교를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와 같이 직업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방향
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학생들이 일을 통해 배우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
미지로 생각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의 소중함도 깨우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각자가 스
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형하․이용교, 2002). 다음의 고등학생의 인용글
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흔히들 하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서의 아르바이트는 하기 싫었고 나의 학업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알아보던 중 모니터라는 아르바이트를 찾았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모니터에 지원하여 고
등학생 1 명 뽑는 모니터 요원에 당당히 합격하여 놀면서 배우고 4 개월 동안 제2 기로 활
동했었다. 모니터란, 평가를 하는 것인데 한달에 4 번만 가면 되고 일주일에 한번 보고서
를 제출, 미팅도 한 달에 한번만 하면 10 만원이라는 돈이 달달이 통장 속에 들어왔다.
단지 아르바이트라는 의미를 떠나 한 기업체의 사장님, 부장님들을 보면서 어린 나에
게 평가를 받으며, 죄송하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힘들게 일하겠구나 하고 죄
송함도 느꼈고, 하나의 작은 놀이공원을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
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정말 뿌듯했다. 나는 요즘도 인터넷상에서의 모니터 활동을 한
다. 여기서 얻은 문화상품권으로 우리 가족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학교를 오가는 차비
를 벌어서 쓴다. 그렇다고 힘들다거나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더 맣은 정보와 지식을 얻
을 뿐이다…( 장원섭, 2000: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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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Time Work Experience During High School:
An HGLM Analysis of Youth Panel

Yang, Jung-Ho(Sungkyunkwan University)
Using the Youth Panel(YP) data of 1,550 high school students in 16 regions in Korea, this study
explore the links between student and regional factors and part-time working while in high school.
To accomodate the nested structure of the data and research questions, we used th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ing(HGLM) methods to estimate regional effects on student park-time work
experience.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re was significant variance among regions in park-time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Regions and students both were associated with the part-time
working of high school students. At the student level, background variables, vocational schools, and
achievement levels had the strong effects on participating part-time work during high school.
However, only metropolitan area at the region level ha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students’ part-time employment. Suggestions for a future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of part-time
work experience during high school are also discussed.
* K ey words: part-tim e work experienc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 odel, Youth Panel,

regional dif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