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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제4차 토론회는 6월 24일(화) 오후 

2시에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본 단체 회

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은 없지만 고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특정 대학 출

신이 채용과 승진을 독식하는 문제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과잉경쟁’, ‘과잉학력 혹은 과잉능력’, ‘대학교육 왜

곡’등과 같은 문제들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김혜령 연구원은 ‘공무원 공개 채용 전형절차 및 고위직 공

무원의 특정대학 점유 실태’에 대하여,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력, 대학교육과 공무원 채용, 승진’을 주제로, △홍세미 법률신문사 기자는 ‘2013년

판 법조인 대관 분석을 통한 법조인 특정 대학 편중 현상 및 변화’에 대해서, △조성제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장은 ‘최근 공무원 공개 채용의 방식과 채용결과’에 대해 발표하

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6.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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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벌 차별, 얼마나 개선되고 있나?(김혜령)

<표 1> 국가공무원 임용

(단위: 명)

구분

임용

계
일반

직

기능

직1)

특정직2)
별정

직3)

계약

직소계 외무 교육
경찰·

소방
검사

신규임용 22,299 4,767 1,136 14,503 183 11,724 2,463 133 198 1,695

공채 15,660 1,947 316 13,370 67 11,318 1,985 - - -

경력채용 6,639 2,793 820 1,133 116 406 478 133 198 1,695

*출처: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2013.

*주: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제 1 발제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벌 차별

얼마나 개선되고 있나?

김혜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1. 공무원 채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총 수는 어떻게 될까? 2012년 12월 31일 당시 안전행정부가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나라 국민 중 990,423명이 공무원으로 재직(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공무원 100만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부록 1>에서 ‘공무원 정원 분류표’ 참고). 그렇다면 한 해에 임용되는 

공무원 총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래 표를 살펴보면 2012년 한 해에는 약 22,300명 정도

의 새로운 인력이 뽑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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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공채 종류 및 전형절차

  이렇듯, 한 해에 뽑는 공무원 총 수는 2만 여명 정도가 되지만 본 발제에서는 안전행정부

에서 실시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 및 9급 국

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타 개별부처(임용고시, 사법고시 

등)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특별전형·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 두 개의 

표는 5급과 7급·9급에 해당하는 분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4)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출처: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1) 사무보조직을 의미. (DAUM사이트 검색 참고)

2) 경력직공무원의 하나.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

가정보원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 (위키백과 참고)

3)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

위원,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비서 기타 법령에

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DAUM사이트 검색 참고)

4) 과거 행정고시. 2011년 이후로 이름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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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4,868 3,291 2,527 2,347 3,110 3,748 4,160

5급

행정 204 210 223 225 229 235 261

기술 61 55 62 62 68 74 80

외무 35 40 35 30 32
36

(후보자 45)
39

지역 39 42 42 40 40 35 50

7급

행정 1,013 457 344 324 401 465 560

기술 129 123 87 97 120 130 148

외무 30 20 15 40 40 35 22

9급
행정 3,189 2,109 1,525 1,379 2,014 2,553 2,793

기술 168 235 194 150 166 185 207

<표 2>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처: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이러한 과정으로 공무원 공채가 진행되고 아래 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안행부 주관 

공채 선발인원이 변화된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2011년 이후로 공무원을 모집하는 인원은 

끊임없이 증가해 온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모집 인원 중에서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7급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 표 

이외에 장애인이 59명 모집 인원에 포함되고, 9급 경우에는 지역이 772명, 장애인 53명, 저

소득 80명이 모집인원에 포함되었다. 2014년 자세한 모집 분야 및 선발 인원, 시험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로는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분야별 상세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에 대한 정보는 <부록 2>에 7급 및 9급 공채의 상세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에 

대한 정보는 <부록 3>, <부록 4>에 있다. (안행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표 3> 안전행정부 주관 ‘국가직 공무원’공채 선발인원 변화 추이(’08~’14)

출처: 안전행정부, ‘2014년 국가공무원 4,160명 공개채용 선발’보도자료,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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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지방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규모의 경우 총 채용규모는 13,701명 정도 였고, 여

기서 일반직은 12,654명(7급은 367명, 8·9급은 11,938명)이고 특정직은 993명, 별정직은 2

명 임기제는 52명이었다(안행부 보도자료, 20145)). (※<부록 5>에 지방공무원 일반직 직류

별 채용계획이 있다.) 

  공무원 경쟁률은 2013년 기준 5급 공무원 공채에는 430명 모집에 1만 3700여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파이낸셜뉴스, 20146)). 2014년에는 국가직 7급 공무원의 경우 

730명 모집에 61,252명이 지원해서 83.9: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국가직 9급 공무원의 경우 

3,000명 모집에 193,840명이 지원해서 64.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로 살펴 보면  

행정직의 일부 모집단위인 행정(교육행정:일반)의 경우 16명을 뽑는데에 8575명이 지원해 

535.9:1, 기술직 중에 시설(건축:일반)의 경우에는 3명을 모집하는데 1821명이 지원해서 607

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머니위크, 20147)).

  공무원의 분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공무원시험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기본

적으로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하고,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

라도 응시할 수 있고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나와있다.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기능직은 18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2009년 부터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해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었다(안행부 국

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시험의 단계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안행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3차시험 → 면접시험

5)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4 지방공무원 13,701명 공개채용 선발’, 2014-02-13.

6) 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 근본부터 바꿔라] (1부·①) ‘공무원이 최고’.. 고시촌에 갇힌 32만 청춘들’, 

2014-05-28.

7) 머니위크, ‘‘607대1’에 도전하는 젊은이들’,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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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 공개경

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중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

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내년부터 7급에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9급에는 왜 지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3차시험 → 면접시험

  안행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평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

가공무원법』제 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역별 구분모집제8)

가 시행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의하여 장애인9) 구분 모집제(2009년부터는 전

체인원의 6%)가 시행되고, 『국가공무원법』제2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 및 제20

조의4에 의거하여 전체인원의 1%를 저소득층10) 구분 모집제로 채용한다(안행부 국가공무

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그 외,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검찰직은 20% 적용)정도는 양성평등채용목

표제11),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차원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12) 등을 실시하는

데 합격예정인원의 20%정도에 못 미치면 합격예정인원의 10%이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도

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안행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그리고 특히 이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경우 현재 5급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는

데, 내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도 적용되고, 그 외에도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은 

현재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공정한 절차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서울신문 자정고, 201413)).

8)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함

9) 7급 이하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10)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이상을 저소득층에 응시자격을 제한함

11) 5·7·9급에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수 있도록 선발예

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킴

12) 5급 공개경쟁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

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13) 서울신문 자정고,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내년부터 7급으로 확대’,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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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9급 공무원 인터넷 응시원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2)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면접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방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에 의하

여 2005년부터 면접방식 운영방식 및 합격자 결정기준 무자료(Blind) 면접방식 도입 및 시행

되었고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하는 등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면접위원의 선입

견을 배제하게 하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면접시에 제공하지 않고 면접시험의 평가결과에 

의해서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의 시험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정한 면접

진행을 위해 면접위원 선정 담당부서(시험출제과)와 면접시험 시행부서(채용관리과)를 별

도로 운영하고 있고 명단은 면접당일까지 외부와 격리된 국가고시센터에서 대외비에 준하

여 관리하다가 면접시험장소로 인계되고 면접시행부서 통제하에 면접위원을 무작위 추첨

하여 각 면접조에 배정한다. 면접시험장에서도 응시생과 면접위원이 접촉할 수 없도록 철

저히 통제하여 면접위원과 응시생들과의 사전담합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안행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아래 그림은 응시원서 등록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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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면접시험 평정요소

*출처: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출처: ‘2014년도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안내 

        관련 문서

<질문사항> 

면접요소에서 필기시험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을 통해 실시해보려고 반영을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실제에서 면접 과정에서 ‘우수’ 혹은 ‘미흡’으로 인해 (필기시험 성

적과 관계없이)‘합격’되거나 ‘탈락’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결국 대 부분이 ‘보

통’으로 평가되어서 필기시험이 반영되게 되는 원리로 진행되지는 않는지?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아래 그림과 같고, 평정방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

정하여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평

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

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미흡)로 평정한 면접시험 응시자의 경우는 최종적으

로 불합격 처리가 된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면접시험의 결과, 판정된 등급에 따라 최종 합

격자가 결정되게 되는데, ‘우수14)’의 경우에는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이 되고 

‘미흡15)’의 경우는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이 되고 ‘보통16)’의 경우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안행부 국가공무원 채

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이러한 무자료 면접에 대해 2012년 당시에 공무원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은 온라인 설문

을 통해 수험생들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 ‘면접관이 수험생이 필기성적 등을 알 수 없는 

무자료 면접으로 면접의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조금 그렇다’, 

14)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15)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

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16) ‘우수’와 ‘미흡’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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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74.3%인 것으로 답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항으로 ‘공

무원 공채 면접이 일반 기업 면접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66.7%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수험생은 공무원시험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대해(다른 채용

시장에서의 방식과 비교해보았을때) 비교적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서울신문 자정고, 201217)) 

3) 공무원 공채 외 경력경쟁채용 및 개방형 직위제

  일반직공무원은 2013년 기준 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국가직공무원 71.2%, 지방

직공무원 78.5%)되고 있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만으로 국가직

의 경우는 80.1%, 지방직의 경우는 73.7%가 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안행부, 201418)). 이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직의 경우는 공채로 약 2.5(민간):7.5(공채)의 비율로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채용되고 있는 실태이다. 

  정부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5급 민간채용을 늘려서 5(민간):5(공채)의 비율로 맞추고자 

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특혜채

용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관피아 문제의 원인은 채용 제도가 

아니라 잘못된 공직 문화에 있다”면서 “석·박사 학위 및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는 5급 공채가 사라진다면 공직은 학벌, 학위, 배경 등으로만 경쟁하는 자리가 돼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서울신문 자정고, 201419)). 

  개방형 직위제20)의 경우에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관에서 전문

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이던 1999년

부터 ‘정부조직법’과 개정해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다. 첫해 외부인 채용이 16.9%로 시

작해 2007년에는 56.1%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11년과 12년에는 19.8%까지 떨어지기도 했

다. 

17) 서울신문 자정고, ‘74.3% “무자료 면접으로 공정성 강화됐다”’, 2012-11-01.

18) 안행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공무원의 평균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2014-01-10.

19) 서울신문 자정고,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마찰’… 정부 “특혜 논란 없을 것” 수험생 “민관 유착 심해

질 것”’, 2014-05-26.

20)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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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런 개방형 직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민간인들에게는 실직적인 기회가 많지 

않고,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로 세운다는 논

란에 시달리기도 한다 (조선일보, 201421)). 그 외에도 별다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나 교육 

없이 투입되어 폐쇄적인 문화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재 ‘2+3년’(2년 

기본계약, 최대 5년)으로 되어 있는 짧은 계약기간 등도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서울신문 자정고, 201422)).

2. 고위직 공무원 대학별 점유 실태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5·7·9급 모두 무자료(Blind)면접으로 실시하며 출신학

교, 필기시험 성적, 경력 등은 면접관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법률저널, 201123))고 ‘안

행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에도 동일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표를 

살펴보자.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의 대학 점유 실태

 

  5년간 행정고시(2011년에는 이름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됨)의 합격자 수

를 살펴볼 때, 2013년에는 ‘SKY'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7.65%로 나타났고, 5년 

평균적으로 68.37%로 나타났다. ‘서울대’만의 비율이 전체에서 34.07%를 차지하는 등으

로 특정 대학이 차지하는 실태를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이후로 무자료(Blind)면접이 도입

되었고, 안내서에 따르면 면접 부분에서 우수한 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영향을 받

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결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 5급 합격자의 

경우 10위 내로 지방대학이 포함되는 경우는 부산대를 제외해서는 다른 학교는 없었던 것

을 살펴볼 수 있다. (VERITAS  , 201424)) 

21) 조선일보, [공무원 改造가 먼저다]‘“개방형 직위, 민간인 지원자 들러리 세우는 경우 많아”’, 

2014-05-15.

22) 서울신문 자정고, “폐쇄적 조직문화에 닫히는 개방형 직위제”, 2014-03-12.

23) 법률저널, ‘공무원 면접 제대로 알기와 합격 안전선과 Yellow Line(1회)’, 2011-08-08.

24) VERITAS  , ‘대학별 행시합격자 어디가 많을까... 10명중 7명 'SKY',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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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학교명 합계 2013 2012 2011 2010 2009

1 서울
446

(34.07%)

100

(36.76%)

81

(30.34%)

86

(33.08%)

92

(34.59%)

87

(35.66%)

2 고려
234

(17.88%)

44

(16.18%)

49

(18.35%)

57

(21.92%)

49

(18.42%)

35

(14.34%)

3 연세
215

(16.42%)

40

(14.71%)

48

(17.98%)

41

(15.77%)

48

(18.05%)

38

(15.57%)

4 성균관
70

(5.35%)

9

(3.31%)

16

(5.99%)

14

(5.38%)

16

(6.02%)

15

(6.15%)

5 이화여대
44

(3.36%)

6

(2.21%)

9

(3.37%)

5

(1.92%)

10

(3.76%)

14

(5.74%)

6 한양
38

(2.90%)

14

(5.15%)

7

(2.62%)

7

(2.69%)

3

(1.13%)

7

(2.87%)

7 서강
26

(1.99%)

6

(2.21%)

3

(1.12%)

5

(1.92%)

7

(2.63%)

5

(2.05%)

7 서울시립
26

(1.99%)

5

(1.84%)

7

(2.62%)

3

(1.15%)

6

(2.26%)

5

(2.05%)

9 경희
21

(1.60%)

8

(2.94%)

3

(1.12%)

1

(0.38%)

5

(1.88%)

4

(1.64%)

10 부산
18

(1.38%)

6

(2.21%)

3

(1.12%)

1

(0.38%)

4

(1.50%)

4

(1.64%)

10 중앙
18

(1.38%)

5

(1.84%)

3

(1.12%)

6

(2.31%)

3

(1.13%)

1

(0.41%)

⦙ ⦙ ⦙ ⦙ ⦙ ⦙ ⦙ ⦙
총 합격자 수

1309

(100.00%)

272

(100.00%)

267

(100.00%)

260

(100.00%)

266

(100.00%)

244

(100.00%)

*주 1. 비율계산=(해당연도 학교별 합계/해당연도 총 합격자 수)

 주 2. VERITAS  , ‘대학별 행시합격자 어디가 많을까... 10명중 7명 'SKY', 2014-01-15. 자료 재구성

      (각 대학들이 발표한 행정고시 합격자 수를 ‘VERITAS ’에서 취합)

<질문사항> 

①그러나 이는 학교별 응시자 총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별로 얼마의 

비율의 인원(지방대의 경우에 애초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가 다반수일 수도 있다.)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했는지는 좀 더 세분히 알

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나타낸 자료가 있는지?(원서지원시에는 학력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입사 후에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 9급의 

경우는 어떠한지? 

<표 4> 최근 5년간 대학별 행정고시(기술직 제외) 합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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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 일반직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된 연수

*출처: 파이낸셜뉴스, ‘9급 공무원 5급까지 25년 걸려...하위직 미래 암담’, 2014-01-19.

②5급시험에서도 지방대학 할당제가 적용된다고 나와있기는 했지만, 5급 공개경쟁채용

결과에서 지방대학이 10위권 안에도 들지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이

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완전한 결과적 평등은 어렵겠지만, 특정 대학의 점유현상을 

위해 결과적 평등에 대한 논의가 따로 있지 않은지?

<질문사항> 

승진부분은 어떤 요소로 평가되고 있고(학교의 요소는 평가방법으로 따로 들어가지 않

은지?), 획기적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지?

  5급 공무원의 경우에 학벌이 차지하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는 승진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파이낸셜뉴스’에서 분석한 각 해당급

수에서 상대적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살펴보

면,  9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 평균 25.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5급 승진과 동시에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인한 것

이다. 승진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파이낸셜뉴스, 201425)) 

2)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대학 점유 실태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2011년 당시 조사한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

25) 파이낸셜뉴스, ‘9급 공무원 5급까지 25년 걸려...하위직 미래 암담’,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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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위공무원 출신대학

*출처: 중앙일보, ‘고위공무원 절반이 SKY…MB “학력 철폐”무색’, 2011-09-07.

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고위 공무원단26) 출신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16

개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47개 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1~3급 공무원 1319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2.3%라고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가운데 51.9%가 

'SKY'출신대학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이는 앞서 5급 공개경쟁시험의 학교별 결과에

서 살펴본 바에서도 마찬가지의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008년에는 41.6%였

고, 2009년에는 42.9%, 그리고 2010년에는 46.7%를 차지했다(중앙일보, 201127)). 5급부터 특

정 대학이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의 경우에 서울대 29.6%(434명), 

연세대 9.5%(140명), 그리고 고려대 8.7% 등 'SKY'대학의 경우 47.8%에 달했다. ‘서울대’

라는 하나의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로만도 약 30%에 달한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1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앞서 그림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7급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시간이 평균 28.2년, 9급의 경우에는 32.2년의 경우가 소요되는 등 7급과 9급 공무

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이 되기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NTN, 

201328)). 

26) 정부 부처의 국장급인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부터 시행됐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을 풀(pool)제로 운영하면서 부처 간 인사교류를 쉽게 한 

제도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면 직무능력을 함께 평가받게 되고, 그 결과가 승진·성과급 책정 등에 

활용된다. 

27) 중앙일보, ‘고위공무원 절만이 SKY…MB “학력 철폐”무색’, 2011-09-07.

28) 일간 NTN, ‘고위공무원단 수도권 출신 독식 심화’,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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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삼성그룹의 임원비율

대학 인원(명) 비율(%)

서울대 149 9.6

고려대 100 6.4

KAIST 100 6.4

성균관대 97 6.2

한양대 87 5.7

연세대 84 5.4

경북대 83 5.3

⦙ ⦙ ⦙
합계 1,558 100

<출처: 일요신문(2010.04.18), “경제를 움직이는 학벌 4대그룹 임원 최종학력 분석-SKY(서울대-고      

대-연대) 대세속 성균관·한양·부산대 ‘특수관계’” 재구성>

  이는 대기업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2010년에 조사했었던 대기업의 임원단에서 특정요

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때, 삼성그룹의 경우 임원단 비율을 살펴보면, ‘SKY’대학

이 차지하는 비율은 16.0%정도라고 살펴볼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울 수 있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에서 폐쇄적인 부분

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로스쿨/사법시험의 검사 임용 시 대학 점유 실태

  기존에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이들 중에서 법조인을 선발해 왔지만, 2009

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기존 제도를 대체하면서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에도 변

화가 있어왔다. 법무부는 2012년 로스쿨 1기 출신 중에서 법조인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2020년 전후까지 사법연수원 출신과 함께 두 가지 트랙으로 법조인 선발 및 운영중이다(법

률저널, 201429)). 또한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 이런식으로 점차 줄여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201230)). 

검사 임용 부분만을 두고 살펴보면, 로스쿨 출신이 검사로 임용된 첫 해(2012년)부터 로스

쿨 출신 및 사법시험 출신 검사임용 비율은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29) 법률저널, ‘신임 검사, ‘80%’ in서울로스쿨 출신’, 2014-04-18. 

30) 중앙일보, ‘[브리핑] 2014~2017년 사법시험 선발인원 확정’,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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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검사 임용 수

(단위: 명)

로스쿨 출신 사법시험 출신

검사

임용수

1기(2012년) 2기(2013년) 3기(2014년) 41기(2012년) 42기(2013년) 43기(2014년)

42 37 35 61 45 40

*출처: 법률저널, ‘신임 검사, ‘80%’ in서울로스쿨 출신’, 2014-04-18. 내용 재구성

<표 8> 학교별 로스쿨별(1기~3기) 검사 배출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년(1기) 2013년(2기) 2014년(3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8 19.0% 10 23.8% 11 26.2%

연세대 7 16.7% 3 7.1% 6 14.3%

고려대 3 7.1% 3 7.1% 4 9.5%

성균관대 2 4.8% 5 11.9% 3 7.1%

한양대 4 9.5% 3 7.1% 3 7.1%

충남대 5 11.9% 1 2.4% 0 0.0%

부산대 2 4.8% 1 2.4% 2 4.8%

중앙대 1 2.4% 2 4.8% 2 4.8%

경희대 3 7.1% 1 2.4% 0 0.0%

경북대 1 2.4% 1 2.4% 1 2.4%

이화여대 2 4.8% 0 0.0% 1 2.4%

강원대 1 2.4% 0 0.0% 1 2.4%

서울시립대 1 2.4% 1 2.4% 0 0.0%

인하대 0 0.0% 2 4.8% 0 0.0%

전북대 1 2.4% 1 2.4% 0 0.0%

서강대 0 0.0% 1 2.4% 0 0.0%

  ‘SKY’출신 로스쿨 검사 임용자를 살펴보면 1기 로스쿨인 2012년에는 42.9%, 2013년에

는 43.2%, 그리고 2014년 3기 로스쿨 합격자는 6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

다. 그 이외에도 기사 제목과 같이 검사 임용자 중 서울권 로스쿨 출신자가 2014년의 경우 

85.7%가 서울권 로스쿨 출신자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법률저널, 2014). 교육부는 「지

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로스

쿨에서 ‘20%’지역할당제를 시행한다고 하나 해당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

외한 14개 광역시·도가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사 임용자의 85%가 넘는 

비율이 서울권 로스쿨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인 차별을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법률저널, 201431)).

31) 법률저널, ‘지방로스쿨, ’20%‘ 지역할당제 시행’,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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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1 2.4% 0 0.0% 0 0.0%

영남대 0 0.0% 1 2.4% 0 0.0%

전남대 0 0.0% 0 0.0% 1 2.4%

한국외대 0 0.0% 1 2.4% 0 0.0%

합계 42 100.0% 37 100.0% 35 100.0%

*출처: 법률저널, ‘신임 검사, ‘80%’ in서울로스쿨 출신’, 2014-04-18. 내용 재구성

  

  시간이 오래전이긴 하지만 2000년 당시에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과 비교해 보자. 도

쿄대가 1위이긴 하지만 그 점유율은 19.9%정도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이어서 14.1%의 

비율로 와세다대가, 11.7%정도로 게이오대가 이어서, 교토대(10.9%), 그리고 중앙대(10.3%)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2013년 기준으로 서울대의 경우 38.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본과 13년의 시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경우 특정학교가 독식하고 있는 구조가 일본에 비해서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강준만, 200932))

3. 공무원 시험 이대로도 괜찮은가? 

1) 왜 공무원을 준비하는가?

(1) “앞이 보이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시험33) 준비를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왜 공공부문에 입직하려고 하는지를 물었

다. 이를 보면 ‘직업의 안정성’부분이 전체 69.2%정도 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좋은 근무환경’과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 201134))

32) 강준만, ‘입시전쟁잔혹사’, 인물과사상사, 2009, 300p.

33) 아래 표에서 의미하는 ‘공무원시험’은 초반에 언급한 개념과 약간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의 ‘공무원시

험’은 사법고시, 공무원 공채시험(행시, 외시, 기술고시 및 7·9급 공채시험), 임용고시, 그리고 공기업 시

험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입직하기 위한 시험 전반을 의미한다. 

34) 김태일,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가 취업, 보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용정보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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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무원시험 준비 동기

(단위: 명, %)

준비 동기 여자 남자 전체

직업의 안정성 1,711(68.9) 1,746(69.5) 3,457(69.2)

유리한 보수 23(0.9) 35(1.4) 58(1.2)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 122(4.9) 97(3.9) 219(4.4)

좋은 근무환경 146(5.9) 154(6.1) 300(6.0)

국가에 봉사 24(1.0) 61(2.4) 85(1.7)

민간기업에 취업할 기회 부족 28(1.1) 26(1.0) 54(1.1)

주위의 권유 186(7.5) 133(5.3) 319(6.4)

공직의 자부심 110(4.4) 147(5.9) 257(5.1)

기 타 134(5.4) 113(4.5) 247(4.9)

전체 2,484(100.0) 2,512(100.0) 4,996(100.0)

*참고: 김태일,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가 취업, 보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용정보원, 

       2011. 

  한 질적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위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고용안정성’ 즉,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다. “대규모로 고용창출이 가능했던 시대를 지

나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것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위험을 피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성취를 이뤄내는 직업보다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직을 찾게 되었고, 참여자 중 한명은 실직의 위험이 있는 상

태에서 불안하게 일하는 것은 싫다”고 이야기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201035))

  많은 대학 친구들이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가족 사업을 돕고 있다는 한 참여자의 경

우 이런 취업은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공무

원이라는 직업은 성취감이 적더라도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측함에 따라 삶을 설계해가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성취 신분’: 출신 학교, 전공 등이 고려되지 않는 시험점수 만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

  또한 공무원은 ‘성취 신분’이라는 것이다. 즉 시험 점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

는 것이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출신 학교, 전공, 나이, 학점 등의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떤 자격요건도 요구되지 않고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

며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2010)

35) 정연순,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생의 진로 선택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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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무원 시험은 불리한 합격 조건이 문제가 되지않는 공정한 경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취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서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학점 관리등을 염두에 

두고 취업 준비에 몰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대학시절 취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보냈거나, 지방대 출신인 경우에 기업체 채용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데에 어

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진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2010)

(3) ‘취업 적령기’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직업

  또한, 안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계속 몰리는 부분도 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이 ‘취업 적령기’에 대한 부분인데, 청년

들의 취업 적령기는 상대적이어서 졸업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간과할 수 없는 부

분이다. 아래 인용 부분은 질적연구에 참여한 한 참여자의 발언인데, 민간기업에 취업연령

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다. (한국고용정보원, 2010)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동

안 취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더는 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졸

업한 지 1년 넘어가면서 기업체 들어가는 거 포기했어요. 솔직히 지금이라도 기업

에 채용되기만 한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접고 취직할 생각 있어요” (참여자 436))

(한국고용정보원, 2010)

  이렇듯 공무원은 여기저기에서 열풍이다. 공직이 되려는 이유는 ‘월급은 적지만 채용 

시 학벌을 배제하고 잘릴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선호가 높다.“유명한 대학을 나와서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힘든 경제난 속에서 안정된 직장을 원하

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시족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겠

지만 취업난 속에서 학력이나 학벌 차별, 스펙 없이도 비교적 공정하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시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충대신

문방송사, 201437))

  공무원시험 자체가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지되는 것과 더불어 

36) 27세 남자. 행정학과 전공이고, 외국어학연수 경력이 있다. 현재 세무직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준비생

이다. 

37) 충대신문방송사, ‘공무원 정원 100만 명 시대, 급증하는 공시족’,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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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 자체에 불공정함으로 인해 공정한 절차의 시험 및 면접에 대한 신뢰로 더욱더 몰

리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요소와 상관없이 현재 노력을 기울이면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2) 공무원 공채제도의 한계 및 보완해야 할 점

  현행 공무원 공채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항이지만 지금 상황에도 여전히 적용됨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요구되는 부분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됨

에 따라 인적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낭비되는 문제이다(오호영, 200638)). 특히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고학력화 추세에서 이 시험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게 운영되는 공무원 공채시험은 결과적인 대학교육의 비정상화와 왜곡을 불러일으

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오호영, 2006). 또한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들이 지나치

게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면서 인적자원의 배분구조가 왜곡, 공무원시험 준비의 장기화로 인

한 소위 ‘고시낭인’의 증가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저해되는 점

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오성호, 200739)).”

  둘째는, 문제해결능력 측정의 한계이다. 법전이나 교과서의 정형화된 지식을 암기위주로 

평가하는 시험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며 따라서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의 시험과목과 출제방식의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오

호영, 200540)). 

  셋째는, 기존 공무원 공채를 통해 한 차례 전형으로 다수를 뽑는 방식을 줄이고 민간 전

문가를 선발하는 수시 채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채용시장에서도 언

급되었던 수시 채용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현행 공무원 채용 제도는 거의 모든 직급에서 

외부 충원이 가능한 구조이다. 민간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제(과장급 이상 

직위 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옛 계약직 공무원)와 5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38) 오호영, ‘공무원 채용시험과 대학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39) 오성호 외, ‘공무원채용제도의 개편 방향:공직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2007.

40) 오호영, ‘공무원 채용제도 혁신방안’,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제 8차 정례토론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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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급 경력경쟁체용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기존 공무원 선발제도와 같이 이런 수시채

용에서도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실시하게 되면 공무원 채용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다(서울신문 자정고, 201441)).  

4. 요약 및 한계·보완점

  1) 요약

  (1) 공무원 전형절차 전반

   

  ○ 본 발제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공무원 공채는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5·7·9급의 공개

경쟁채용제도를 언급한다. 공무원 시험의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하고,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서 당락이 결정된다. 2009년 이후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해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었다. 

  ○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2014년에는 4,160명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13,701명을 모집한다. 공무원 경쟁률은 2013년 5급의 경우는 32: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014년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9:1, 9급의 경우에는 64.6:1의 경쟁률을 기

록했다. 

  ○ 공평성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별 구분모집제, 장애인 

구분 모집제(전체 인원의 6%), 저소득층 구분 모집제(전체 인원의 1%, 내년에는 2%로 

증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경찰직의 경우 

20%), 마지막으로 지방인재채용목표제(합격예정인원의 20%정도에 못 미치면 합격예

정인원의 10%내에서 추가합격, 현재 5급에서 실시하나 내년부터 7급에도 시행)등이 

있다. 

  

  ○ 면접방식은 2005년부터 무자료(Blind)면접을 실시한다.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하

였고, 면접위원의 선입견을 배제하게 하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면접시 제공하지 않고 

41) 서울신문 자정고, ‘공무원 채용 ‘대수술’…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선발’,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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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의 평가결과에 의해서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2)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및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의 특정대학 점유 

     실태

  

  ○ 최근 5년간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수를 살펴볼 때, ‘서울대’만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에서 34.07%를 차지했고, ‘SKY'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

은 전체의 67.65%로 매우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0위권 내에서 

‘부산대’이외에는 다른 지방대학이 차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1-3급의 고위공무원의 비율도 ‘서울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2.3%이고, ‘SKY'대

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51.9%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특정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해 학벌요소로 인해 승진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012년부터 1기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의 출신대학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서울대’는 26.2%를 점유하고 있고, ‘SKY’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로

스쿨 출신 검사임용자의 경우 60.0%에 해당된다. 

  ○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6.0% 정도라고 살펴볼 

수 있고, 이에 비해 고위직 공무원에서 승진상의 폐쇄적인 요소 또한 살펴볼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승진의 문제에서 살펴보자면, 9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 평균 25.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5급 승진과 동시에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3) 공무원을 향한 현재의 인식, 공무원 공채의 제한 및 보완할 점 

  

  ○ ‘공공부문’에 입직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의 69.2%정

도가 ‘직업의 안정성’을 이유로 공무원 시험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 또한 공무원이 ‘성취신분’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즉, 시험 점수 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다. 일반기업체에서 학력이나 학벌 차별, 스펙 없이도 비교적 공정하

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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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취업연령’이 지났을 경우에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

다고 생각해서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 공무원 공채의 한계 및 보완점은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시험에 매달림에 따라 인적자

원 배분이 왜곡되는 문제,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게 운영되는 문제,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과목과 출제방식의 요구 문제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는 수시 채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2) 향후과제

  ○ 공평성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 채용목표제가 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대학의 대학에서 채용되고, 말뿐인 지역할당제

에 좀 더 실체화되어야 할 필요 있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경우 현행 5급에만 머물

러 있는데, 이런 할당제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인원 자체가 5급의 경우가 적기 때문

에 좀더 적극적인 방향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단지 과정의 평등 뿐만 아니

라 결과적 평등의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와야 

할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 물론 다양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이나 개방형 직위제라는 방식도 존재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직에 입문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자기 사람 챙기기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성

을 느낀다. 

  ○ 본 발제에서는 9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에 평균 25.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9급 공무원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살펴보

고 승진시에 다양한 혜택을 줘서 획기적인 승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것으

로 보여진다.  

  ○ 공무원 응시생의 경우 안정성에 중점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

도 시험 자체가 공정한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장 

전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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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무원 정원 분류표

*출처: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75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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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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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계속>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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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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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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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

직

렬
직류

계 7급 8∙9급
연구

∙

지도계
전일

제

시간

선택제

소

계

전

일

제

시간

선택제
소계

전일

제

시간

선택

제

합 계 12,654 11,970 684 367 365 2 11,938 11,256 682 349

행정직군(소계) 7,789 7,203 586 226 226 0 7,563 6,977 586

행

정

행

정

일반

행정
4,787 4,395 392 223 223 0 4,564 4,172 392

노

동
4 0 4 0 0 0 4 0 4

감

사
3 3 0 3 3 0 0 0 0

기업

행정
3 3 0 0 0 0 3 3 0

세

무

지 방

세
705 685 20 0 0 0 705 685 20

전

산

전

산
125 125 0 0 0 0 125 125 0

교

육

행

정

교육

행정
3 1 2 0 0 0 3 1 2

사

회

복

지

사회

복지
1,870 1,764 106 0 0 0 1,870 1,764 106

사

서

사

서
183 127 56 0 0 0 183 127 56

속

기

속

기
88 84 4 0 0 0 88 84 4

방

호

방

호
18 16 2 0 0 0 18 16 2　

기술직군(소계) 4,516 4,418 98 141 139 2 4,375 4,279 96

<부록 5> 2014년도 지방공무원 일반직 직류별 채용계획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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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공

업

일반

기계
218 216 2 5 5 0 213 211 2

농업

기계
6 6 0 0 0 0 6 6 0

기계

운전
1 1 0 0 0 0 1 1 0

일반

전기
197 197 0 6 6 0 191 191 0

원자

력
4 4 0 0 0 0 4 4 0

일반

화공
63 63 0 2 2 0 61 61 0

자

원
2 2 0 0 0 0 2 2 0

농

업

일반

농업
274 274 0 0 0 0 274 274 0

축

산
78 78 0 3 3 0 75 75 0

녹

지

산림

자원
166 166 0 1 1 0 165 165 0

산림

보호
7 7 0 0 0 0 7 7 0

조

경
42 42 0 4 4 0 38 38 0

수

의

수

의
75 75 0 75 75 0 0 0 0

해

양

수

산

일반

해양
10 10 0 0 0 0 10 10 0

일반

수산
55 55 0 0 0 0 55 55 0

직

군

직

렬
직류

총계 7급 8∙9급
연구

∙

지도계
전일

제

시간

선택제

소

계

전

일

제

시간

선택제
소계

전일

제

시간

선택

제

기

술

해

양

수

산

일반

선박
3 3 0 0 0 0 3 3 0

선박

항해
19 19 0 0 0 0 19 19 0

선박

기관
7 7 0 0 0 0 7 7 0

보 보

건
314 304 10 3 3 0 311 3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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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식

품

위

생

식품

위생
12 12 0 0 0 0 12 12 0

의

료

기

술

의료

기술
83 83 0 0 0 0 83 83 0

약

무

약

무
11 9 2 11 9 2 0 0 0

간

호

간

호
364 336 28 0 0 0 364 336 28

보

건

진

료

보건

진료
138 136 2 0 0 0 138 136 2

환

경

일반

환경
218 218 0 3 3 0 215 215 0

수

질
8 8 0 0 0 0 8 8 0

대

기
4 4 0 0 0 0 4 4 0

폐기

물
3 3 0 0 0 0 3 3 0

시

설

도시

계획
30 30 0 0 0 0 30 30 0

일반

토목
865 853 12 17 17 0 848 836 12

수도

토목
9 9 0 0 0 0 9 9 0

건

축
415 407 8 7 7 0 408 400 8

지

적
183 183 0 1 1 0 182 182 0

측

지
1 1 0 0 0 0 1 1 0

교통

시설
3 3 0 0 0 0 3 3 0

도시

교통
1 1 0 0 0 0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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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디자

인
9 9 0 0 0 0 9 9 0

방

재

안

전

방재

안전
4 4 0 0 0 0 4 4 0

통

신

통신

사
2 2 0 0 0 0 2 2 0

통신

기술
171 167 4 3 3 0 168 164 4

전자

통신

기술

1 1 0 0 0 0 1 1 0

위

생

위

생
2 2 0 0 0 0 2 2 0

시

설

관

리

시설

관리
17 11 6 0 0 0 17 11 6

운

전

운

전
421 397 24 0 0 0 421 39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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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발제

법조인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에 

대한 단상

홍세미 (법률신문사 기자)

  법원에 출입하다보면 '공부 도사'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발에 차

이는 돌처럼 많은 곳이 법원이지요. 서울에 있는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수능시험을 치렀을 때는 같은 학년에서 단 한명만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만큼 제게 서

울대 졸업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서초동에서 일하는 지금

은 제 주변에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검사나 변호사들은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수재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사람들일 

테니까요. 이게 또 참 재미있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자리나 고등 부장판사 같은 요직에 일부러 서울대 법대가 아닌 사

람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차별이나 출신지 차별을 막기 위해 일정한 자릿수를 

마련해 두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지 그 다음 대법관 자리를 가늠할 

때 출신 지역이나 졸업한 학교 등을 따져보는 일이 마치 수학 공식을 계산하는 것처럼 느껴

질 때도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런 조건을 계산하

는 것이 조금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세계의 구성원들이 

특정 학교 출신에 몰려있다는 것과 구성원들이 특정 집단에 몰려있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법조계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요? 

  법률신문이 2013년판으로 발간한 한국법조인대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통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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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법조 명문 고등학교의 판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통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

안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입니다<표1>. 여러분도 'KS마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가 아니고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을 뜻하는 일종의 '은어'이지요. 법조계 주요직을 꿰찬 사람들 중에서 KS가 얼

마나 많았는지 이런 은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달라지면서 신흥 

법조 명문으로 떠오른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2009년까지는 경기고 출신 법조인 441명, 대원외고 출신 법조인이 322명이었습니다. 그

런데 2013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 그간 경기고 출신 법조인은 460명으로 소폭 상승한 반

면, 대원외고 출신 법조인은 138명이나 늘어서 경기고와 같은 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 이

렇게 됐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요즘에는 중학교 때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다들 외

고나 과학고 진학을 꿈꾸고 있으니까요. 

  여기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입니다<표

2>.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이 어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는지 알려주는 통계인데

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고 출신들의 강세가 최근 판사 임용에서 유난히 더 두드러집니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의 출신 고등학교 1~3위가 모두 외고였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임용된 전체 판사 1959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이 97명이고 한영외고를 졸업한 

판사는 46명, 명덕외고를 졸업한 판사는 42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매년 임

용되는 판사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외고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대원외고가 개교한지 29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도 현직 부장급 판·검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경기고가 강세를 보

이고 있습니다. 10년쯤 뒤에는 그 판도가 달라지겠지요. 

 

  아무리 법조 명문 고등학교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SKY(서울대·고

려대·연세대)'입니다. 경기고를 나오든 대원외고를 나오든 진주대원고를 졸업하든 결국에

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졸업한 법조인이 서초동의 주류가 됩니다<표3>.

  여기까지 살펴본 뒤 드는 의문은 과연 법조계에서 일부러 외고 출신만, 혹은 소위 사람들

이 말하는 명문대 출신만 골라서 뽑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

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요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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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과정에서 비서울대 출신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서울대 출신

이 오히려 강점이 될 만큼 법조계에 특정 학교 출신이 몰려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도 

걱정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서

부터 수재 소리를 듣고 살아온 '별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많이 공감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법조인 선발 과정이 

'사법시험'이라는 통과의례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한 이상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이런 현상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

려 법조계에 특정 계층의 출신을 고착화 시킨다는 점에서 더 많은 비판을 얻고 있기도 합니

다. 로스쿨 출신으로 법원 재판연구원에 임용된 수치<표4>를 보면 여전히 서울대가 28명으

로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로펌이 사건을 수임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사건 담당한 재

판부의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변호사를 찾는 일입니다. 새내기 변호사들의 취업에

도 출신 학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판사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사회 전

반적인 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꼭 출신학교에 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원에서 만난 판사들의 대부분은 학벌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도 부유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신뢰와 공정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꼽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시선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를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열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

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통계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

야 사회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기가 어렵

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모두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보다 나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사회에 대한 논의에 조그만 디딤돌이라

도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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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발제

학력, 대학교육과 공무원 채용, 승진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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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발제

공무원 채용시험

조성제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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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기간 주제 및 세부 내용 발제자(■) 및 논찬자(□)

1차

5.13.(화)

오후 2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의 변천과정

과 실태를 점검한다.

 1)학력·학벌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과제

 2)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의 변천과

정과 현상황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김부태 박사(경북대)

■ 김영철 교수(상명대)

■ 이우영 서기관(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최기원 센터장(한양대 취업지원센터)

2차

5.27.(화)

오후 2시

대기업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

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대기업 채용관행과 변화 실태

 2)대기업 채용, 보수, 승진에서의

  차별 실태

■ 진숙경 부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

■ 00 대기업 인사채용팀장

■ 김혜령 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양종철 박사(SHR대표이사, 

  ‘대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저자)

3차

6.10.(화)

오후 3시

공공기관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

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공공기관 채용관행과 변화 실태

 2)공공기관 채용, 보수, 승진에서

   의 차별 실태

■ 박한준 팀장(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

■ 공기업 완전정복 저자(섭외 중)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엄연숙 과장(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안중은 팀장(한국전력 인력채용팀)

4차

6.24.(화)

오후 2시

공무원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

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공무원 채용제도와 개선 방안 

 2)공무원 채용, 보수, 승진에서의

   차별 실태

 3)최근 공무원 채용제도의 특성

■ 오호영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혜령 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홍세미 기자(법률 신문사)

■ 조성제 과장(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5차

7.8.(화)

오후 2시

전통적 좋은 일자리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의 대안을 탐색한다.

 1)현행 법적·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2)채용시장의 긍정적 변화신호는

  실효성이 있는가?

 3)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래형 변호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 김영상 기자(헤럴드 경제 산업부, ‘학력 차별  

   의 벽을 뛰어넘은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저자)

■ 장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담당자(섭외 중)

■ 정향진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을 위한 5차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