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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졸 취업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모수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 온 기존의 연구와는 달

리,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취

업여부에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들의 유사성 분석을 위해 다중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들의 고차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연관성분석을 이용한 연관성 규칙을 계산하여 개인특성 변수들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고, 연관성규칙의 결과를 사회연결망분석의 연결망 구조로 시각화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

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평균평점, 계열, 강의평가

점수, 성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평점과 강의평가점수가 보통이상으로 높고 자연계열인 경우

취업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연령이 낮은 졸업생이 취업가능성이 높

게 나타났다. 셋째, 평균평점이 낮고 예체능 계열이며 연령이 높은 대졸자들이 취업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체능 계열의 단일전공을 한 여학생들의 경우도 취업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요용어: 다중대응분석, 데이터시각화, 사회연결망분석, 연관성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1. 서론

요즘 대졸자들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졸자들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하

향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많은 연구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 (Kim 등, 2012; Lee, 2008).

이런 현실 속에서 대졸자 취업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성, 연령, 학력,

인턴경험, 직업훈련 경험 등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Park (2011)은 위계적 선

형모형을활용하여대졸자의취업에미치는개인배경, 개인의취업준비, 대학특성, 대학의취업지원변인

의영향력을분석한바있다. 그의결과에따르면성별, 가계소득, 출신고등의개인배경과서열유형, 취

업률 등의 대학특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 등 (2009)은 부산지역 대학의 누리사

업단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취업실태에 대한 결정요인을 생존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는데, 본인학력, 가구소득, 평균평점, 자격증 등이 미취업 기간 결정에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

타났다. Chai (2007)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의 결과를 보면, 학교소재지에서 경기·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

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 관련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Lee와 Kim (2003)은 대졸

청년층의첫일자리에초점을맞추어노동시장성과를결정하는요인을학벌이라는범주와자격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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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교육훈련, 일 경험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들을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다. Cho (2011)은

대졸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의 결과에 따르면, 입학관련 변수들 중에서는

외국어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예체능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 졸업 당시 연령이 작을수록, 졸업시기는

8월 졸업생들에 비해서 2월 졸업생들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Hwang과 Baek

(2008)은대졸자의노동시장성과결정요인분석을연구한바있다.

한편 통계그래프 (statistical graphs) 및 데이터 시각화 (data visualization) 기법은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이고 쉬운 이해를 제공하며, 데이터에 대한 초기 탐색단계에서부터 고급분석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여 취업여부에 관련성이 높은 독립변수들의 범주 수준을 분석

하기 위해 다중대응분석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과 의사결정나무분석 (decision tree anal-

ysis)을 활용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항목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찾는 기법인 연관성분석

(associ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연관성규

칙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의 연결망 구조로 시각화를

하였다. 연관성분석에대한연구로는 Liu 등 (1999)과 Cho와 Park (2011a, 2011b) 등이있다.

본 논문에서는 K-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여부에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데이터 시각

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 2절에서는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과 기술통계 결과를

소개하며, 제 3절에서는 다중대응분석과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여 취업자의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독립변수들의 범주 수준들을 탐색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하였다. 그리고 제 4절에서는 취업자 및 미취업

자의특성을연관성분석의결과인연관성규칙을이용하고, 그결과를사회연결망으로시각화하여분석

하였다.

2. 분석자료 및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K-대학교의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졸업생들 중에서 2000년 이전에

입학한 졸업생들과 타 대학으로부터 편입학한 졸업생, 그리고 졸업 후 타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진학

한 졸업생을 제외한 2,204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취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취업여부

(employment), 입학시기 (recruiting time), 계열 (department category), 평균평점 (gpa), 강의평가점

수 (course score), 복수전공 여부 (major), 연령 (age level), 성별 (sex)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평균평점은 졸업생들이 4년간 취득한 모든 교과목들에 대한 총 평균평점을 의미하며, 강의평가

점수는매학기수강하는교과목마다실시되는강의평가점수에대한총평균점수를의미한다.

이들변수들에대한간단한기술통계를보면다음과같다.

모집시기 (recruiting time)는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 (1,409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

시모집 (740명), 기타 (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 (department category) 별로는 인문계열

(1,178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연계열 (628명), 예체능계열 (3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복수전공여부 (major)는 단일전공 (1,852명)이 복수전공 (352명) 보다 많았으며, 성별 (sex)은 여학

생 (1,315명)이 남학생 (889명) 보다 많았다. 또한 강의평가점수의 평균은 3.99로 나타났으며, 평균평

점은 3.49, 연령의평균은 24.6세로나타났다.

한편 취업여부와 입학시기, 계열, 복수전공 여부, 성별 등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

석한결과다음 Table 2.1과같다.

Table 2.1에 따르면 입학시기와 계열은 각각 취업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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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rosstable analysis for student characteristics (row %, column %)

variables category
employment

total Chi-Square
no yes

recruiting time

early 45.9 (31.1) 54.1 (36.1) 740

8.622 ∗∗∗regular 51.2 (65.8) 48.8 (62.0) 1,409
ect 61.8 (3.1) 38.2 (1.9) 55

department category

humanity 49.9 (53.7) 50.1 (53.2) 1,178

22.934 ∗∗∗natural 43.5 (24.9) 56.5 (32.0) 628
art 58.8 (21.4) 41.2 (14.8) 398

major
single 50.1 (84.7) 49.9 (83.4) 1,852

0.426
double 47.7 (15.3) 52.3 (16.6) 352

sex
female 48.6 (58.4) 51.4 (61.0) 1,315

0.214
male 51.3 (41.6) 48.7 (39.0) 889

* : p <0.05, ** : p <0.01, *** :p <0.001

다음으로 취업여부에 따라 강의평가점수, 평균평점, 연령이 차이가 나는지를 t-검정한 결과 아래 Ta-

ble 2.2와같다.

Table 2.2 Results of t-test

variables

employment

t-valueno yes
N mean s.d. N mean s.d.

course score1 1,090 3.98 0.50 1,108 3.99 0.50 0.864

gpa2 1,095 3.42 0.50 1,109 3.55 0.44 6.450 ∗∗∗

age 1,095 24.75 2.48 1,109 24.47 2.33 -2.697 ∗∗∗

* : p <0.05, ** : p <0.01, *** : p <0.001

course score1 means course evaluation score, gpa2 means grade point average

Table 2.2의결과를살펴보면강의평가점수를제외한평균평점과연령은취업여부에따라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가남을알수있다.

다음으로 학과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특성변수들을 학과별로 통합하여 학과

별로남학생비율, 취업비율, 복수전공비율, 강의평가평균점수, 평균평점, 평균연령등을계산하였다.

먼저 각 학과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R의 “aplpack” 패키지에서 star() 함수를 사용하여 별 그림

(star plot)을그린결과아래 Figure 2.1과같다. 여기서 r male은남학생의비율이고 r emp은취업비

율이며, r double은 복수전공 비율이다. 그리고 m score는 강의평가 평균점수를 의미하고 m gpa는 평

균평점이고 m age는 평균연령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학과별 원 그림에서 학과특성을 나타내는 개별 변

수들은 부채꼴의 색깔들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고, 변수 값들의 크기는 부채꼴의 크기로 표현되어 있다.

Figure 2.1 Star plot for departm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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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의 결과를 보면 타 학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들은 대체로 6, 17, 26,

33, 36, 47, 49 등의 학과들이며, 8번과 47번 학과의 경우는 복수전공 비율이 높고, 1, 24, 42, 49번 학

과들은 남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 2, 12, 24, 48번 학과들은 강의평가 점수가 높고,

8, 36, 37번학과들은평균평점이높고, 32번학과는연령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 학과 특성변수들의 상관계수 행렬을 구하기 위해 R의 pair() 함수를 사용한 결과 아래 Figure

2.2와같다.

Figure 2.2의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비율과 연령이 0.54의 상관계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남학생비율과 평균 강의평가점수가 0.48, 평균 강의평가 점수와 평균 연령이 0.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2.2 Correlation matrix

3. 다중대응분석과 의사결정나무분석

이절에서는취업여부와상호관련성이높은개인특성변수들을알아보고, 어떤특성을가진졸업생들

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대응분석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과

의사결정나무 분석 (decision tree analysis)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개인 특성변수들 중에서 평균평점, 강의평가점수, 연령 등 연속형 자료는 동일한 비율을 갖도록

3개의수준 (low, middle, high)을갖는범주형변수 C gpa (평균평점), C score (강의평가점수), C age

(연령)로만들었다. 다중대응분석에대한연구결과로는 Yhang 등 (2007)과 Lee (2008) 등이있다.

먼저특성변수들과취업여부의상호관련성을알아보기위해각특성변수들의범주수준별로다중대응

분석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대응분석은 개체 (케이스)와 범주에 계량

적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범주형 데이터를 수량화하는 분석기법으로서, 내적 일관성의 원리로부터 범주

의 수량화를 실시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각 변수들의 범주수준별로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좌표평면상에

산점도로 표시되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수록 서로 유사성의 정도가 높으며, 먼 거리에 위치할수록 서

로 유사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R의 “ca” 패키지에서 mjca() 함수를 사용하여 다중대응분석을 실

시한결과아래 Figure 3.1과같다.

Figure 3.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자 (employ yes)의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졸업생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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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category humanity)에서 평균평점이 높고 (C gpa high), 복수전공 (ma-

jor double)을하고, 강의평가점수가높은 (C score high) 특성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미취업자 (employ no)의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졸업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일전공 (major

single), 낮은 강의평가점수 (C socre low), 예체능계열 (category art), 그리고 낮은 평균평점 (C gpa

low) 등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졸업생들에 대한 특성별 분류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4개의군집으로분류됨을알수있다.

Figure 3.1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left) and cluster analysis (right)

다음으로 대졸자의 특성변수들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적인 방법인 의사

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서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특성변수들에 대한 고차

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지니지수 (Gini index)를 분리기준으

로사용하였으며, 이지분리를수행하는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알고리즘을사용하

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Cho (2010, 2012), Cho와 Park (2012), Jung과 Min

(2013) 등이 있다. 정지규칙으로는 최대나무깊이 (maximum tree depth)는 3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소

케이스 수 (minimum number of cases)에서 부모마디 (parent node)는 300, 자식마디 (child node)는

100으로 설정하였으며, 적절한 가지치기 (pruning)를 병행하였다. R의 “party” 패키지에서 ctree() 함

수를사용하여의사결정나무분석을실시한결과아래 Figure 3.2와같다.

Figure 3.2의 결과로부터 취업여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는 평균평점 (C gpa)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계열 (category), 입학시기 (recruit), 강의평가점수 (C score)의 순으로 나타났

다.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졸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평점이 중간 이상이면서 자연계열인 경

우가 62.3%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평점이 중간이상이면서 인문 또는 예체능계열이면서 입학시기가 수

시모집이고강의평가점수가낮은대졸자들이 66.9%로취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취업률이상대적으로낮은대졸자의특성을살펴보면, 평균평점이낮은집단으로 40.4%의취업

률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평점이 중간이상인 경우는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로서 정시 또는 기타

전형으로입학한대졸자들이 48.6%의취업률로낮게나타났다.

참고로위의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에대한오분류비율은 42.8%로다소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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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ecision tree analysis

4. 연관성 분석을 이용한 취업자 특성분석

이 절에서는 연관성분석 (association rule)을 이용하여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

관성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회연결망모형으로 시각화를 하고자 한다. 연관성분석 결과는 지지

도 (support), 신뢰도 (confidence), 향상도 (lift) 등 3가지로 측정된다. 여기서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

특정품목 (A)을 구매한 비율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특정품목 A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품목 B를 구매

한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상도는 특정품목 A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품목 B가 임의로 구매된 경

우에 비해 연관규칙에 의해 B가 구매되는 경우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예측력이 있

다고평가한다.

R의 “arules”와 “arulesViz” 패키지의 apriori() 함수와 plot()함수를 사용하여 연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Table 4.1과 같다. 여기서 취업자 (employ=yes)와 관련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연관성 규

칙중, 지지도 0.05 이상, 신뢰도 0.60 이상되면서신뢰도기준상위 10개를순서대로정리한결과이다.

Table 4.1 Association rules (employ=yes)

conditions support confidence lift

category=natural & gpa=high 0.057 0.667 1.325

major=single & category=natural & gpa=high 0.051 0.653 1.298

recruit=early & major=single & gpa=high 0.057 0.636 1.265

recruit=early & sex=female & gpa=high 0.060 0.632 1.255

recruit=early & gpa=high 0.069 0.627 1.245

recruit=early & score=low & age=low 0.052 0.618 1.229

major=single & gpa=high & age=low 0.084 0.615 1.221

recruit=regular & gpa=high & score=middle 0.052 0.606 1.205

gpa=high & score=middle 0.077 0.606 1.204

category=natural & score=middle 0.054 0.603 1.198

취업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Table 4.1의 결과를 보면, 자연계열이면서 평균평점은 높은 경우는 지지도

가 0.057, 신뢰도가 0.667, 향상도가 1.325로 나타났다. 즉 이들 간의 연관성의 정도가 취업자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시모집으로 입학하고 연령이 낮거나 평균평점이 높은 경우가 대체로 향상도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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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서상호연관성의정도가높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 Table 4.2는 미취업자 (employ=no)와 연관성이 높은 규칙 중, 지지도 0.05 이상, 신뢰도

0.60 이상되면서신뢰도기준상위 10개를순서대로정리한결과이다.

Table 4.2 Association rules (employ=no)

conditions support confidence lift

gpa=low & score=low 0.078 0.638 1.285

major=single & gpa=low & score=low 0.072 0.637 1.282

recruit=regular & sex=female & category=art 0.054 0.626 1.261

recruit=regular & major=single & category=art 0.074 0.623 1.254

recruit=regular & category=art 0.081 0.616 1.240

gpa=low & age=middle 0.073 0.612 1.232

major=single & gpa=low & age=middle 0.065 0.611 1.230

recruit=regular & gpa=low & age=middle 0.053 0.611 1.229

major=single & gpa=low & age=high 0.053 0.607 1.222

major=single & sex=female & category=art 0.069 0.604 1.216

미취업자 (employ=no)와 관련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내는 Table 4.2의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평점과

강의평가점수가 낮은 경우 지지도는 0.078, 신뢰도는 0.638, 향상도는 1.285로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였

다. 즉 이들 간의 연관성의 정도가 미취업자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예체능계

열, 여학생이면서단일전공을한경우등이대체로미취업자와관련성이높음을알수있다.

Figure 4.1은 Table 4.1과 Table 4.2의 결과를 사회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

여시각화를시킨결과이다. 여기서노드의크기가클수록지지도가높음을의미하고, 노드의색깔이진

할수록향상도가높음을의미한다.

Figure 4.1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association rules (left; employ=yes, right; employ=no)

Figure 4.1의 결과에서 특정 노드에서 화살표가 들어오는 부분이 Table 4.1과 Table 4.2에서 대한

조건 (conditions)에 해당되며 화살표가 나가는 부분은 결과에 해당된다. 즉 Table 4.1의 경우 취업자

(employ=yes)가되며, Table 4.2의경우는미취업자 (employ=no)가된다. 예를들어 Figure 4.1의왼

쪽 그림에서 연령이 낮고 (C age=low)이고 단일전공 (major=single)인 경우, 취업자 (employ=yes)로

될 특성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으며 (노드 크기 큼),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노드 색

깔옅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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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졸자의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학과특성과 졸업생 특성 각각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통계적

기법으로는 학과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계수행렬과 별 그림을 이용 하였으며, 다중대응분석, 의사결

정나무분석 그리고 연관성분석을 통해 취업여부와 관련성이 높은 개인특성변수들을 탐색하였다. 마지

막으로 연관성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연관성 규칙을 사회연결망 그림으로 나타냈다. 각

각의분석방법에서나타난취업자및미취업자들의특성의결과는유사한부분도있지만다소차이가나

는부분도있었다. 여기서는각방법들에서나타난결과를바탕으로개괄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취업여부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로는평균평점, 계열, 강의평가점수, 성별등으로나타났다.

둘째, 평균평점과강의평가점수가보통이상으로높고자연계열인경우취업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

다. 또한수시모집으로입학한연령이낮은졸업생이취업가능성이높게나타났다.

셋째, 평균평점이낮고예체능계열이며연령이높은대졸자들이취업가능성이낮음을알수있다. 또

한예체능계열의단일전공을한여학생들의경우도취업가능성이높지않음을알수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 활용된 분석 방법들 간에 나타난 결과의 차이는 수집 가능한 제한된 자료만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로 유추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기에는 분명한 한

계가있음을밝혀둔다. 또한다양한변수와방법론을활용한심도있는분석은향후과제로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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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ndamental concern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effects of some char-

acteristics on the employment of new college graduated students in viewpoint of data

visualization. We use individual and department characteristic data of K-university

graduated students in 2010. We apply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decision tree

analysis, association rule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for data visualization. The re-

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shows that GPA, department category, age and number of majors, re-

cruiting time affect the employment rate. Second, higher GPA and natural category of

department positively affect the employment rate. Finally, low age, single major and

early recruiting time also positively affect the employment rate.

Keywords: Association rule, data visualization, decision tree analysis, multiple corre-

spond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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