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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본연구는국내대기업의신입사원채용에서이슈화되고있는대

졸인턴제에초점을맞추고이의문제점및해결방안을통계청의조

사 통계 및 대기업 관계자와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인

턴 경험자 그룹 토론(Focused Group Interview)을 통하여 살펴보

았다.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월 직장

체험 유형 중 기업 인턴사원 참가자 수는 2009년 5월에 비해 2만

9,000명이증가한 16만 3,000명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살펴본결

과 대학을 졸업한 25∼29세가 12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재학또는휴학중인턴을경험한청년층의첫일자

리 형태를 살펴본 결과, 무기계약이라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약기간

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60.6%로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졸업 또는중퇴이후첫일자리를구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이 52.4%로 가장 많았고, 평균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1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27.3%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기능․기계조작․단순 노무종사자의 비중이 35.2%로 매우 큰 반면,

여성은사무종사자와전문․기술․행정관리자가각각 34.3%, 30.0%

로 성별에 따라 첫 일자리의 직종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인턴경험과현재일자리근로형태의관계를살펴본결

과 직장체험 경험이 있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일할 가능성은 45.6%

로 나타났고, 기업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일할 가능

성은 56.4%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체험보다 기업 인턴 경험이 정규

직에 근접한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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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턴채용 담당자와 인턴경험자의 심층면접을 비교한 결

과 인턴십 경험을 통해 기업과 대학생 모두 서로를 검증해 볼 수

있는매우효과적인제도로인식하고있으나기업은인턴제를통해

정규직후보자의능력, 잠재력, 인성 등을파악하고평가할수있는

기회로우수인재를선확보할수있는유익한제도로평가하고있는

반면인턴경험자의입장에서는정규직연계채용이되지않을경우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큰 채용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대졸 인턴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턴사원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단순 업무나 영업부

지원 등에 그쳐 직무지향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의견

이있었으며, 기업의인사담당자와대학생모두멘토의역량․자질

에따라업무교육의질이좌우된다는의견은일치하는것으로나타

났다.

또한 수행평가제도에 있어 인턴 평가 항목 및 비중에 대한 명확

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 인사담당자와 인턴경험자 모두 명확한

가이드라인에대한필요성을인지하였으며, 본 조사에참여한기업

들의경우고용계약서작성률은높았으나인턴에대한개념이명확

하지 않아 노동법적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제의정규직연계채용에대해인턴경험자들은적정한연계채용률

을 70∼80%로보고있으나기업입장에서는평가기간동안목표한

인원만큼 채용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채용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향후 채용제도로서인턴제정착화를위한

방안으로국내의채용중심의인턴제보다는기업의직무관련경험

을습득하고, 회사와직무의 적합성을확인할 수있는선진국의경

험중심의인턴제 개발을고려할필요가 있으며, 향후확대되고있

는 인턴채용 고용법 마련과 더불어 기업과 학교 간의 협약을 통한

학점인정, 인턴과목프로그램개설등의정부지원과인턴제운영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제도개선과 정책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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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으로 기업의 측면에서 첫째, 인턴사원의 직무만족도를 위해 체

계적인 교육, 다양한 직무경험, 체계적인 멘토제 실시와 Retention

제도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인턴제의 효과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4학년 1학기 대상의 취업형 인턴 외에 다양한 형태의

인턴제도를 발굴해야 한다. 셋째, 멘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멘토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항목 명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인턴사원 채용 및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턴

채용에 대한정보를단일화된경로를 통해제공하여 공정성과정당

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측면에서는 첫째, 선진국과 같은 산학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인턴의 노동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근로조건 및 최

저임금을 명확하게 명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금 혜택이 이루어져

야 하며, 중소기업 인턴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인

턴제 운영에 있어 산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산

업별로차별화된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정부차

원에서인턴의개념및법적위치, 고용형태및근로조건과운영시

스템,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사담당자

의커뮤니케이션을위한장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음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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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국내 대기업 채용관행 변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턴경험’을 꼽

을 수 있다. 대기업을 선두로 대졸 인턴제가 급격히 확산되게 된 계기는

2008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당장 2009년에 ‘청년 인턴

제’를 도입해중소기업과공공기관에서근무하면서취업준비를할수있

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인턴제가 청년 취업 시장의 새로운

고용패턴으로자리잡기시작한신호탄이었다. 대기업도사회적책임차

원에서 어쩔 수 없이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인턴제도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하

면서 신입사원 공채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

은대기업취업을위한필수코스로자리잡으면서대졸공채시험못지않

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과거의 직무경험 성격 대신 6

∼8주의인턴경험후정규직전환또는공채시험에응시할때가산점을

받을수있다는점에서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이라는기존공채의

틀을 벗어나 인턴제도가 취업관문이나 또 하나의 스펙 쌓기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채용방식의 변화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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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STX는정규직채용을전제로한인턴십을도입했고 CJ는인턴

선발 인원을 예년의 2배로 늘렸으며 포스코는 아예 대졸 신입사원 공채

를 중단하고 인턴제로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턴제 경험’이 재학 중

직무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입사원 선발 방식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인데, 즉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

각하는점이단순한시험위주에서실무평가중심으로이동하고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공채 전형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

도 실제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지원자를 100% 걸러낼 수 없지

만인턴과정을거치면지원자의인성과실무능력을제대로파악할수있

다고한다. 회사측면에서대졸인턴제의최고의장점은능력을검증하여

기업에적합한인재를뽑아서(선검증후확보) 조기퇴직률및이직률을낮

추겠다는데에있으므로이는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416개 기업을 상대로올해 인턴 채용계획을조사한결과 58.9%

기업이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지난해 인턴을 채용했다고 밝

힌 기업수보다 20.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인턴제에 참여하는 학생 측면의 입장을 살펴보면, 인턴제를 바라보는

대학 4학년생들의인식이바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포털커리어

조사에서 2007년과 2010년의 기업인턴십프로그램에대한대학 4학년생

들의의식을조사한결과인턴십에지원하는주된이유가 ‘희망분야진출

을 위해서’에서 ‘정규직 취업을 위해’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전에

경험을 쌓는 과정으로 여겨졌던 인턴이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가는 지름

길로인식되고있는것이다. 이로인해정규직으로직행하는인턴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금(金)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상

황이다.

인턴 경험 후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정규직 취업과 연결이 되는 방식이

큰흐름이긴하지만, 인턴입사도이제는낙타가바늘구멍통과하기수준

이고 인턴과정을 무사히 마쳐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인턴제도가확대되면서인턴제에참여하는학생입장에서는비정규

직 양산, 모호한 인턴의 개념, 인턴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따를것이다. 따라서대기업의대졸인턴제에대한실태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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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기업과정부차원의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연구는신입사원채용에서이슈화되고있는대졸인턴제에초

점을맞추고대기업에서인턴이란어떠한개념인지, 현재대졸인턴운영

과정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통계청의 조사통계 및 관계자

와의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그룹토론(Focused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양적 분석 방법과 질적 분석 방법을 모두 이용하였

다. 양적 분석으로는통계청의 2004년 5월∼2011년 5월 조사된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청년층)’를 이용하여 직장체험 현황 및 추이, 인턴 경험과

첫 일자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질적 분석 방법으로 사용한 심층면접조사는 2011년 11～12월 동안 인

턴채용 담당자 및 인턴사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

들은인턴채용담당자의경우매출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10개사를

선정하였고, 인턴사원 경험자는 최근 1년 이내 대기업 인턴제 경험자 중

현재해당기업취업자와미취업자를구분하여두그룹으로나누었다. 매

출 상위 30대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및 정부 지원 인턴사원과

달리대기업의경우기업자체의요구에의해운영되고있고대기업이선

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층면접과그룹토론의내용은 <표 1-2>에서 보듯이면접군(interview

group)별로 구분하여 인턴채용 담당자의 경우 인턴제 개요, 2011년 인턴

제 채용 현황, 선발과정, 운영과정, 교육과정, 업무수행과정, 평가과정, 고

용형태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인턴제 운영 및 제도 평가, 향후 대졸 채

용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턴경험자의 경우 인턴제

참여 계기, 선발과정, 교육과정, 업무수행과정, 인턴제 평가 등의 항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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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표 1-1> 조사개요

인턴채용 담당자 인턴사원 경험자

1. 조사방법 정성조사(Qualitative Research)

2. 자료수집방법 IDI(In-Depth-Interview) FGD(Focus Group Discussion)

3. 표본추출방법 적격대상자 리쿠르팅

4. 표본규모 10 Samples 2 Groups

5. 조사대상 매출액 상위 30대 그룹사
취업자 1그룹(8명)

미취업자 1그룹(7명)

6. 조사기간 2011. 11. 8 ∼ 2011. 12. 7 2011. 11. 18 15:00. 19:30

7. 면접자
김향아(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연정(트렌드위버 책임연구원)

<표 1-2> 주요 조사 내용

인턴채용 담당자 인턴경험자

인턴제 개요
인턴제 참여 계기

2011년 인턴제 채용 현황

인턴제 선발 과정
인턴제 선발 과정

인턴제 운영 과정

인턴제 교육 과정
인턴제 교육 과정

인턴제 업무수행 과정

인턴제 수행 평가제도
인턴제 업무수행 과정

인턴제 고용형태 및 임금

인턴제 운영 및 제도 평가
인턴제 평가

향후 대졸 채용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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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국내문헌

1. 인턴십의 개념

인턴십은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얻은 경험학습을 뜻하는 의미로 인턴

십, 서비스 학습, 협력교육, 현장실습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Tovey, 2001). 직업 교육을목적으로하는인턴십과같은현장경험을하

는미국에서는 cooperative education, apprenticeship, field study, practical

experiences, community service 등으로정의하고있으며, 영국에서는sandwich

system으로, 독일은 Dual 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최귀덕,

1998).

국내 연구에서는 인턴십을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산업체 현장에서

배양할수있는체험을연결시켜심화학습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교

육제도(김상길 외, 2000) 또는 어떤 학습목표를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여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지도자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지도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무근 외,

2000; 임창욱 외, 2008). 또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일정기간 실

제의업무를체험하는경우를일컫는것이며, 기업입장에서는학생을일

정기간 받아들여 직장에서 일을 체험․실습시키는 제도이다. 인턴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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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현장경험을 제공하는 직업 준비 프로그램으로 보통 공식 교육

이나훈련프로그램의말기에도입된다. 대부분경영직이나사무직, 또는

기술직 업무를 익히고, 관련된 업무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개설하는 훈

련과정이다(장원섭 외, 1999).

일을 직접경험함으로써학습하는방법으로인턴십과혼용되어사용되

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먼저, 직업 탐색(job shadowing)은 특정 직업

에 종사하는사람을 ‘그림자’처럼따라다니며실제로어떤일을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영역의 직업

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여여러가지기업이나회사등의현장을방문하

고, 현장 방문하는 동안 학생들은 기업의 모든 부서나 일에 근접하여 일

의현장에서직접관찰또는체험을통해나름대로의직업관을형성한다.

현직훈련(OJT :On-the-Job Training)은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하면서

배우는 형태의 훈련방법으로 실제 작업 수행 시에 사용되는 많은 기능을

실제현장에서파악하는것이필수적인생산직중심의직무에서사용된다.

도제제도(apprenticeship)는 능숙하며전문적인기술을지닌장인, 기술

자들의지도아래직접일하면서배우는프로그램이다. 이것은학교수업

과 OJT를통합하는형태로학교의졸업장과자격증을둘다취득하기위

한 제도이다. 따라서 도제들은 훈련을 받는 동안의 노동에 대해 일부는

임금의 형태로 일부는 교육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

산학협동교육(Co-op : cooperative education)은 학생이직업진로와관

련된 OJT와일의경험을 교실 교육과결합시킨방법으로 대학의경우에

는학기제를변형하여 Co-op를실시하기도한다. 산학협동교육은학교의

지식과산업체현장에서의생산적인현장실습을통합해주는프로그램이

지만교용주의이익에의해학생들이실제로산업현장에기여하는부분

을제한받고단순한잡무만을취급하는경우는진로목표를분명히해주

고동기를부여한다는산학협동교육의장점을살리지못할수도있다. 최

근 Co-op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십(mentorships)이란 나이가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공식적인

교수와 감독 역할의 의무를 넘어서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학생을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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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조직의 문화나 문서에 없는 규율 등이 존재하며 매우 친밀한

인간관계와 흥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자원봉사(community-based volunteering)는 학생들을 지역

사회 봉사활동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지

만 학교의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통해 일의 현장과 공동체, 학교 간 장벽

을 허물고 참여자 자신의 의식수준 고양 및 발달을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학교 연계 여름 취업(school-linked summer employment)은 여름방학

동안 전일제 근무를 통해 학생들이 전일 근무 등 작업 현장을 경험하고

자신의진로를탐색하는데구체적인계기를마련해줄수있는프로그램

으로 중등 이후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산업체들의 동반적인 관계 형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학교기업(SBEs : School-Based Enterprises)은 학생들이 판매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아동보호센터, 중고차 거래소, 슈퍼마

켓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기업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졸업 후에

하게 될 활동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학교에 현실감을 제공하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 수입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직업 시뮬레이션(job simulation)은 구체적인 직업현장환경과유사하

게 만들어 놓고 실제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적인 지식과 현장의

기술을연결시킬수있으며전직업분야를통해적용될수있는일중심

학습 전략이다(김환식, 2005).

2. 인턴십에 관한 선행연구

198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턴십에 대한 연구의 뒷받침이 부

족한실정이다. 먼저국내의연구를살펴보면인턴의목적및기대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선검

증-후채용’에 따른 우수인재의 조기 확보를 들 수 있고 기업홍보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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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기존 공채와는 차별되는 또 하나의

신규 선발제도의 출현 그 자체가 기업의 홍보효과로 직결되었다. 대우,

럭키금성, 이랜드, 두산등 1990년대 인턴 채용과인턴채용박람회를동시

에 활용한 그룹의 경우 대학사회로부터 기업선호도 효과에서 매우 좋은

점수를 받았다(이종구, 2008). 또한 인턴제도는 채용활동, 취직활동 이전

에 학생이 취업체험을 통해 기업과 접촉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회사 관

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하게 해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것에 의

의가있다. 학생들은인턴십을통해자신의경력개발을위한실무능력배

양과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단순히 파트타임 업무나 이력서의 빈

칸을 채우기 위한 과외활동 정도로만 의식하고 있고, 기업 역시 인턴십

프로그램을잠재적인인적자원개발을위한투자나인력양성에서의사회

적 책임과 역할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보다는 비용의 부담으로 여기는 경

우도 있다. 대학 역시 인턴십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핵심적

활동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2∼4주의 형식적인 현장실습제도로서

만인식하고있어효율성의확보가쉽지않은상황에있다(김환식, 2005).

김성수 외(1997)의 연구에서는 1996년 10월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그

룹에 속해 있는 5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총 41개 그룹 218개 업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21세기 대졸 신규인력의 채용관리 변화

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세기우수인력확보전략으로선발전형방법(필기, 면접개선)이 33.0%,

인턴사원제나 채용내정제가 30.0%로 나타났다.

21세기 채용방식의 계획을 보면 55.1%인 120개 기업체가 정규채용제

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의 19.7%인 43개 기

업체가 인턴사원제를실시하겠다고 응답하고있다. 1994년 한국경영자총

회가 조사한 채용방식에서 조사 대상 164개 기업체 중 5개인 3.0%만이

인턴사원제, 1개 기업인 0.6%만이 채용내정제를실시한것으로나타나고

있는데, 21세기의 채용방식 조사에서는 인턴사원제와 채용내정제의 실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사원제나 채용내정제의 채택 이유로는 ‘우수인력 조기 확보 및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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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49.1%)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직적응력과업무수행능력향

상’(24.8)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산학협동 강화’(9.1%), ‘채용 선발 시 객

관적 자료 획득’(6.9%) 등으로 나타났다.

인턴사원제나 채용내정제를 채택한 경우에 나타날 문제점으로 ‘중도

포기자에대응할 인력확보의어려움(선발 후 이탈)’(25.0%)이 가장 많았

으며, ‘비용과다(인적, 물적, 시간 낭비 등의 효력 문제)’(17.5%), ‘기업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관리상의 어려움’, ‘사후 관리 필요(졸업시기까지 학

교, 직장 중복)’(15.0%) 순으로 나타났다.

21세기우리나라재벌그룹소속기업체가운데인턴사원이나채용내정

제를채택할것으로되어있는 2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조사한인턴사원

및채용내정자채용률은 30～50% 미만이 9개 기업체 42.9%로 가장많았

고, 90% 이상 채용하겠다는 기업체도 8개로 38.1%에 이르고 있다. 그러

나 21세기우리나라재벌그룹들은두개의패턴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

사되었는데인턴사원의채용률 ‘30～50%’형과 ‘90% 이상형’ 등인데, 이는

인턴사원을채용해견습을시켜보다가능력이모자라는인턴사원은 ‘50～

70%’를 쓰지 않겠다는 유형과 우수한 인턴사원은 전원 채용하겠다는 유

형이다. 이와 같이 인턴사원 또는 채용내정자의 채용률이 전반적으로 높

지않게예측되고있는것은인턴사원또는채용내정자선발상문제가해

소되지않았거나인턴사원이나채용내정자에대한인식이아직정착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 배치시고려사항으로는 ‘본인의희망’(34.4%)이 가장높았고, ‘학

교 성적 및 전공’(29.4%), ‘적성검사 결과’(19.6%)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

시험 성적이나 입직교육 성적은 크게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화․원성삼(1998)의 연구에서는부산․경남지역에소재하는 180개

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하여국내기업의채용관리

관행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결원의 충원 또는 증원의 필요성에 의해 기업에 적합한 사람을

모집할 때 외부모집과 사내공개모집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

지 외부모집 방법 중에서 대졸인력의 경우 학교 및 교수 추천(38.0%)과

모집광고(3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졸의 경우에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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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35.5%)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학교 및 교사 추천(23.1%)으로 나타

났다. 그 외 학교별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참여, 장학금 지원, 산학협동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공모제도에 있어서는 31개 업체(25.6%)가 사내공모제를 도입하고

있고, 90체 업체(74.4%)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로 사내공모제 사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기업(39.9%)이 중소기

업(18.5%)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활용에대한평가의여부에대한질문에는 ‘하지 않는다’(46.3%)거

나 ‘특별한경우에만한다’(38.0%)는 기업이대다수이고 ‘정기적으로평가

를 한다’(15.7%)는 기업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의 규모별로 중소

기업(6.2%)보다는대기업(26.8%)에서많고, ‘정기평가를실시하지않는다’

는 기업은 대기업(35.7%)보다 중소기업(55.4%)에서더많은 것으로나타

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

문에 경영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적

인모집활동평가도그렇다고할수있다. 모집활동평가까지이루어지기

위해서는체계적인인사관리부서의역할이수반되어야하지만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인사담당이한두명에그치는수가많아제대로된모집

활동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채용의시기에있어서대졸과고졸모두에서정기채용보다는수시채용

이더높게나타났으나대졸인력의경우기업규모별로유의미한차이를

보였다. 수시채용 방법은 중소기업(58.5%)이 대기업(33.9%)보다 훨씬 많

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졸보다는대졸인력에대해서, 그리고대

졸인력의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정기채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채용시기를 대학생들의 졸업 시즌에 맞추는 동시에 수시로 소수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일시에 많은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우위를점하여보다우수한인재를많이확보하고자하는전략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용의형태에있어대졸인력의경우 ‘공개채용’(44.6%)이 가장 선호되

고, ‘공개․특별채용 겸용’(30.6%), ‘특별채용’(9.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인력의 경우에도 ‘공개채용’(28.9%)이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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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낮은것으로나타났다. 우수한대졸자들을많이확보하기위하여기

업들이 수시채용보다는 정기채용 방법을 선호한다면 정기채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공개채용이라고 본다. 즉 많은 수의 인력을 정기

적으로 공개채용함으로써, 고졸인력보다는광역화되어 있는 대졸 노동시

장에서 채용에 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확

보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기업(특

히대기업)들은대졸자인력에대해서는정기, 공채채용형태를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신채용방법으로 121개 기업중산학장학제를실시하고있는기

업은 5.8%, 인턴사원제는 7.4%, 기업설명회 채용제가 7.4%, 채용내정제

가 5.0%로 신채용방법이 아직 소수의기업에서만실시되고 있었으며, 그

중 인턴사원제를실시하고있지않은기업이실시하고있는기업에비해

약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채용기법을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향후 도입 의사를 질문한 결과, ‘도입예정’이라는 기업은

3% 미만으로 극히 소수이고, 다만 ‘도입검토 중’이라는 기업이 산학장학

제의경우 16.8%, 인턴사원제는 28.5%, 기업설명회체용제가 21.4%, 채용

내정제가 13.1%에 이를 뿐이며, 도입 의사가 없다는 기업이 40～50%에

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신채용방법의도입의사가없는경우그사유로

서는 ‘우리 기업체 실정에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59개의 업체(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새로운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이 10개 업체(13.2%),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5개 업체

(6.6%)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채용방법을 도입할 의사가 없는 기업이

90% 정도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정보의부족보다는 새로운 제도가 기업

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제도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채용방식으로 산학장학제나 인턴사원제의 활용도가 전반으로 낮으

며, 그 이유로서는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당해 기업의 설정에 신채용방식

이부적합하기때문인것으로밝히고있다. 기업일선에서는회의적인시

각을갖고있는반면에언론에서는상당히의미있는채용관행의변화로

서 보도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조화를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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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신채용방식의타당성에대한학계의적극적인연구가필요하다

고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채용관행에 대한 철저한 분

석을통해새로운경영환경과개별기업의사정에적합한채용방법을개

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애경(2010)의 연구에서는 인턴십을 경험한 8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의 현황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 1회 3～6개월 동안 인턴십에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1～2개월 단기

인턴십을회피하고비교적안정적인인력을확보할수있는장기인턴십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의 주요내용으로는회사의성격과근무부서에따라매우다양

한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업무의종류로는전화업무및고객

관리, 일정관리, 지점영업관리, 회사 홈페이지/기업 블로그 관리, 보고서

및 PT 자료작성, 번역, 데이터검증및입력, 홍보및마케팅업무보조,

국제회의 기획 및행사 운영 보조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턴십을하게된동기는 ‘현장 경험을쌓기위하여’와 ‘관심커리어분

야를 탐색하기 위하여’가 각각 52%, 33.3%로 가장 많았으며, ‘학비와 용

돈을마련하기위하여’ 또는 ‘공채 인턴십에합격이되어’, ‘지인/친척이나

선배가 해보라고 해서’라는 응답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회사의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큰 차이

를보였다. 전체응답자중 69%는대학에서의오리엔테이션을받은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60.9%는 회사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더라도

공채인턴십의경우에만비교적체계적인오리엔테이션이실시되고있고

그외의기업들은실시하지않거나실시하더라도회사에관한간략한설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매뉴얼의유무에대한질문에서도 51.2%가인턴십매뉴얼이없

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 수행 시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로는 원활한 인간/업무관계

유지하기, 엑셀 사용, 문서작성,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 등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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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를 보였으며, 홍보, 마케팅, 회계와 같은 지식은 해당 분야에서 근

무한 인턴이 아닌 경우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기업인턴십제도 확립에 있어 구체적인 인턴업무

(29.7%)와 업무 관련 멘토 혹은 상사(24.0%)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

며, 인턴십 종료시평가회혹은평가제도(17.0%), 인턴십매뉴얼(16.2)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인턴십효과및평가에대한연구결과에서는 ‘직업세계에대한일반적

인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커리어 관

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와 ‘보다 구체적

인 커리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는 응답이 각 각 14.4%, 10.7%로

나타났다. 인턴십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유익하였다’(52.4%), ‘약

간 유익하였다’(36.9%)로 대부분의 학생이 인턴십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방형 질문에 있어 ‘인턴이 해

야 할 업무가 체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시 없이 내려지

는 업무의 추상성’, ‘인턴매뉴얼의 부재로 인해기업이나 기업문화, 수행

업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 ‘지시사항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부

재’하다는 응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보다의미있는인턴십을경험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

제안하고있다. 첫째, 자신의흥미분야에관하여저학년부터관심을가지

고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인턴십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턴십

기회를대학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취업사이트, 직업박람회, 등 다양한

경로를통하여확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둘째, 대학차원에서학생들

이인턴십을나가기전기초지식과소양을함양하여나갈수있도록인턴

십 교과목을 통하여 준비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기업 측면

에서는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고 인턴들을 훈련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사회적책임이며, 능력있는인재를확보하는가장효과적인방안

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교육이나 현장훈련을 제공하

고인턴십매뉴얼개발및체계적인오리엔테이션을제공해야한다. 넷째,

인턴십 기간 동안 실무적인 도움과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사원이나

멘토를 지정해 주고 인턴십 종료 후에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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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발표회나 세니마를 통하여 정식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실시하여 인턴십 수료증이나 인증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안으로 대학 커리어센터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

는인턴십오리엔테이션교재, 인턴십매뉴얼, 인턴십 평가절차와평가서

에관련된지침등을포함하는인턴십시행지침서등을개발하여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임창욱․최은영(2008)은 인턴십 프로그램에참여한국내의 141개 산업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 중 5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산업체

만족도 조사를 위한 분석을 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51%)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29%), ‘보통’(20%) 순으로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

족도를 연구한 최애경(2010)의 연구 결과와 같이 대체로 인턴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입장에서 대학생의 인턴십 프로그램 체험의 중요성 인식 정도

를조사한결과 ‘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산업체가 32개(63%)로 가장많

았으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산업체는 15개(29%) 산업체로 대부분 학생

들의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산업체 입장에서도 서류전형

과면접전형을통한선발보다는인턴십을통해일정기간정도관찰후채

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체험 학생의 기본능력 평가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척도로 ‘기

초지식 및 전문기술’과 ‘디자인 기술’(3.78)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높았고,

‘IT기술 기본능력’(3.68), ‘마케팅/기획 능력’(3.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애경(2010)의 인턴십 수행 시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인턴십 수

행시에요구되는지식이나기술로원활한인간/업무관계유지하기, 엑셀

사용, 문서작성,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 등의 순서로 중요도를 보였

으며, 홍보, 마케팅, 회계와같은지식은해당분야에서근무한인턴이아

닌 경우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 학생의 기본자질 및 태도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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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기본능력에 대한 만족도보다 평균적으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

며, ‘업무학습의지’(4.49)가 가장높았고 ‘규정및규율준수’(4.43), ‘회사요

구 수용 의지’(4.19), ‘커뮤니케이션 능력’(4.0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대학의프로그램운영및관리역할에대한만족도를분석

한 결과 ‘기업의견 반영 노력’(4.05)이 가장 높았으며, ‘평가 항목 및 방법

의적절성’(3.96), ‘프로그램사전안내및홍보’(3.88), ‘기업정보제공’(3.7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기본능력과 기본자질 및 태도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첫째, 인턴십프로그램의수행효과에대한중

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업종 및 규

모를 다각화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전공 및 관련 기본능력,

기본자질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고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수행효과에

대해서 회사업무 진행, 우수인력 양성 확보, 산학연계 기회의 확대, 우수

인력 간 네트워크 형성 등 네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았으

며, 향후대학의산업체와의사전커뮤니케이션교환및홍보활동의강화

그리고산업체의견수렴및건의사항의적극적인반영등의노력이필요

하다고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진행후정규직채용이 45%가이루어졌다

는것으로보아취업이어려운현실을감안하면프로그램의효과의일부

분으로 판명되며, 향후에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업체나 학생

들의 수를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1980년대 인턴사원제에 대한 국내 사회의 시각은 기존 시대와는 차별

된 새로운 신입사원 선발제도가 출범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두

고 있다. 1980년대 기업들은 인턴사원제를 우수인력 조기 확보 차원에서

도입했으며 선검증-후채용이라는 측면에서 선발인력에 대한 고과평가는

물론기업홍보, 이전직방지등다양한효과를염두에둔채용방식이었다.

하지만프로그램의내용은어느그룹할것없이대부분이기업의그룹소

개와 소양교육, 공장견학, 업무과다부서 지원 등의 정도에 그치는 매우

단순한 업무로 일관했다.

IMF형 인턴사원제를 기존 인턴사원제와 비교해 볼 때 운영과정에 있

어 몇 가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드러진 차이는 과거 인턴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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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대기업이 주도한 반면 IMF형 인턴사원제는 정부와 대학이 주축이

되었다. IMF형 인턴사원제가 기존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채용 문제이

다. 기존 인턴사원제는 수료 후 본인이 원할 경우 대부분 채용하는 추세

였지만정부주도형인턴사원제는실습사원이되기도힘들고실습후에도

채용률이매우낮다. 이는결국채용은기업이본질적으로결정하는문제

이지정부가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정부의 눈치

보기와경쟁업체도입때문에혹은적은비용으로인턴운영이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인턴기간에 있어서도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 1980년대 인턴사원제의

경우그 기간이 2～3개월 정도였던 데반해 IMF형 인턴사원제는 구직자

들의일자리창출을위해임의적으로투입한제도인만큼 6개월에서 1년

이 소요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인턴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인턴수

료 후 채용이 안 될 경우 구직자에게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정책이었

다. 이와 같이 IMF형 인턴사원제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출범했고, 특

히 정부주도형 인턴사원제로 시작하여 대학주도형 인턴사원제로 변경된

후 채 1년이 못되어다시주도권이 기업으로넘어왔다는 것은 인턴사원

제의주체가채용을직접발생시키는기업에있어야한다는것을새삼일

깨워준 좋은 선례가 아닐 수 없다.

2000년대 인턴사원제는 1980～90년대 인턴사원제와는 완전히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공채의 분산 채널로 신규 인력

확보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업이 원하는 직무중심형 인재를 선검증-후

채용하겠다는것이이제도의핵심이라고볼수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

의 인턴사가 1980년대의 경우 우수인재 조기 확보와 기업홍보 측면에서

운영되었고 1990년대는정부가 IMF 체제하에서출범시킨실업극복을위

한고용정책의일환이었다는측면과비교해볼때그전개양상과특징이

사뭇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의 인턴사는 도입기와 조정기, 전환기로 각각 구

분할수있다. 시대구분의정점에는 IMF 체제라는특수한상황이분수령

역할을했다. 도입기에해당되는 1984년부터 1998년 6월까지는한국기업

사에 인턴이 도입되는 시험기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기업과 대학,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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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상호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방편으로, 대학은 이론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실습의 프로그램으

로, 구직자는 입사기회를 잡기 위한 기업현장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각각

인턴사원제를활용했다. 하지만이런분위기는 IMF형인턴사원제로인해

급격히 깨지는 조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주도형 인턴사원제 아래 기

업이 배제당하면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기

업이 이 제도를 기피하는 변형된 체제로 운영됐다. 인턴사원제도의 운영

주체가 다시기업으로 넘어오게된 시점은 IMF 체제가 마무리된 2002년

부터였다. 이때부터 인턴사원제도는 전환기 체제로 접어들면서 제도운영

측면에서한층더발전적인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 직무위주의제도운

영과분산채용창구역할, 경력관리를통한취업의수월성제고등이기존

시대와는완전히차별되는전환기적특성으로볼수있을것이다(이종구,

2008).

제2절 해외문헌

외국에서의 인턴십 관련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

히진행되고있다. 1906년 미국의신시내티(Cincinnati) 대학에서처음인

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 꾸준히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지난 20년간기업들은신규채용방법으로인턴십을활용하고있으

며, 2008년 Experiential Education Survey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

주들은새로운직원을채용하는방법으로인턴십프로그램을점점더신

뢰하고 있다. 2001년에는 기업 고용주의 57%가 인턴들에게 일을 제공했

던반면 2008년도에는대략 70%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Hurst & Good,

2010).

이러한 인턴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

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턴십을 수행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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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첫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Coco, 2000; Hurst & Good, 2010) 둘째, 직업 관련 전문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기술이향상되어(Weible, 2010) 인턴십을수료하지않은학생들보다노동

시장에서의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명확

한목표를정하고, 졸업후직장생활에더빨리적응할수있는좋은발판

을 마련할 수있으며(Divine et al., 2007) 넷째,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그

리고 흥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Hurst &

Good, 2010). 이로 인해 졸업 후에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제공되고, 인턴을경험하지않은학생들보다더높은연봉을받거나빠른

승진과 함께 직업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있다(Weible, 2010).

대학이얻을수있는기대효과는첫째, 학생들의소질과소양에적합한

직업에취업할수있는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교육할수있으며, 학생

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있다. 둘째, 인턴십을통해이론교육의미비한점을보완하고, 별도의

투자없이학교교육에서부족한인적․물적및정보자원을보충할수있

다. 셋째, 현장의의견을수렴해교과과정을개선할수있다. 넷째, 대학과

산업계와의연계망을강화시켜학생들의취업의기회를증가시키고학교

홍보를 할 수 있다(Thiel & Hartley, 1997; Divine et al., 2007).

또한 Weible(2010)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학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발전과 채용, 명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미국의 경영대학 619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첫째, 응답의 95%가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

었으며,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의 87.6%가 지역사회와 더 좋은관계를 맺

게되었고, 둘째, 전체응답자의 71.2%는 인턴십으로인해학생들의취업

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셋째, 전체 응답자의 81.6%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있는대학이그렇지않은대학보다학생들의등록이더많아진

다고하였으며, 넷째, 인턴십으로인해 81.9%는 학교홍보에긍정적인영

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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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첫째, 직원 채용 이전

에 학생들을 잠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둘째,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학생들로부터 창조적

이고참신한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지역대학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기회와함께지역사회에사회적인책임을수행할수있었으며, 넷째,

인턴십을 통하여 인턴 기관의 요구가 대학의 교과과정에 그대로 반영되

어 대학이 인턴 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Thiel & Hartley, 1997).

하지만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항상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

은 아니다. Krohn(1986)은 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항상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들은 종종 인턴들을 하찮을 일을 하는 값싼 노

동력으로여기기도한다. 또한대학들은인턴십을어떠한비용을들지않

고도수익을낼수있는도구로여기기도하며 English and Lewison(1979)

은 인턴십프로그램담당교수들이그들의역할에비해적절하지않은보

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Thiel과 Hartley(1997)는 기업, 대학, 학생의 세 주체가 인턴십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

기대효과가 미비하며 학생들의 인턴십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Hall, Stiles, Kuzma & Elliott(1995)는 경영대학을대상으로 학생과기

업이 가지고 있는 인턴십에 대한 의견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공

적인 인턴십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인턴이 끝난 이후에도

직업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는의견에아주강하게동의하였지만기업

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높은연봉을받아야하고, 인턴을수행하면서급여를제공받거나학점

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기업의 평균이 학생보다 낮았다.

인턴십의 주체인 기업과 학생,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업과 학생은

서로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기업은 인

턴을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에 있어 학생은 기업보다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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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동의하는점수가높게나타났으며, 인턴십시작전에형식적인훈련

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고답하였다. 둘째, 학생의 역할에 있어기업

은학생이정직원만큼복장과행동을갖추고, 학생스스로인턴십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더 강하게 동의하였다. 셋째, 인턴십의 기회를 찾

는 것은 대학 인턴 담당 교수의 역할이며, 인턴 담당 교수의 슈퍼비전이

용이하도록 인턴십은 같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학생에 비해 기업이 동의하는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Raymond, McNabb & Matthaei(1993)는 196명의 대학교 4학년학생과

87명의 기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턴십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

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업과 학생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에 필요한 기술로 기업과 학생 모두 문서작성능력, 의사소통기

술, 대인관계기술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첫 번째 중요한 기술

로 고용주의 39.4%는 문서작성능력, 21.2%는 대인관계기술을 선택하였

고, 학생의 41.1%는 의사소통기술, 19.6%는 문서작성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중요한 기술로 고용주는 의사소통기술이 37.5%, 스스

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신뢰가 각각 15.6%를 차지하였지만 학생의

21.1%는 대인관계기술을, 20.5%는 의사소통을선택하였다. 세 번째 중요

한기술로기업과학생모두신뢰를선택하였다. 학생에게기술을가르치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기업과 학생 모두 인턴십을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회사의 팀 프로젝트나 초청강연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써기업과학생은인턴십에있어문서작성능력, 의사소통기술, 신

뢰를가장필요한기술및능력으로생각하고있지만중요도가서로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턴십 프로그램이 기업과 학생, 대학에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

는것은분명하지만인턴십을수행하는데여러가지도전들에직면할수

있다.

Divine et al.(2007)은 대학이인턴십프로그램을수행하고관리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도전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유능한 인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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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리자를고용하는데어려움이있다. 효과적인인턴십을위해서인턴

담당 관리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멘토링이나 슈퍼비전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업들과의 좋은

관계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인턴담당관리자가갖추어야하

는 자격들 때문에더욱 인턴 담당 관리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지도 모른

다. 둘째,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충분한인턴십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

어렵다. 특히대학이인턴십을제공하는기업들과멀리떨어져있는고립

된지역이라면더더욱그렇다. 그렇기때문에대학은학생들이스스로인

턴십 기회를 찾거나 학교 졸업생들이나 인턴십을 실시하였던 기업들과

꾸준한관계를맺거나, 직접인턴십을실시하는기업에연락을하는방법

으로인턴십기회를마련하고있다. 셋째, 인턴십을대학의필수과정으로

정한 경우 대학의 입학률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인턴십을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턴십을 하지 않고는 졸업을 하

지못한다는불안감, 인턴십을수행하는기관이집과지리적으로멀리떨

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턴십은 기업이 저비용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방법이고 학생들이 원치

않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인턴십에 대한 부

정적인 시각을 가질지도 모른다. 넷째, 지리적으로 기업이 대학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기업의 충분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인턴

담당자는 인턴들을 적어도 한 번씩 방문해야 하지만 관리시간이나 출장

비용으로인해제한이따른다. 이러한제한점이있지만인턴담당자는인

턴들을 부적절한 인턴십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 스스로

인턴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제공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인턴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많은 도전들을 극복

하고성공적으로인턴십을수행하기위해인턴십의세주체인기업, 학생,

기업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Coco(2000)는 성공적인 인턴십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과 그 외 관련

된모든부문에서는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고제시하였

다. 첫째, 인턴을회사의직원으로대하고직원회의에참여시키거나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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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계획 과정과 제안에 참여시켜야 한다. 둘째, 필요에 따라 훈련을 제

공하고, 기업의여러부서로돌아가며배치를해야한다. 셋째, 업무 과제

에 대한충분한설명과함께프로젝트에대한책임감과마감기간을제시

한다. 넷째, 인턴에게 인턴활동 일지를 쓰도록 하고, 그들을 위한 멘토와

슈퍼바이저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Thiel과 Hartley(1997)는 첫째, 학생들은 인턴십을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전공에서는 C보다 낮은 성적은없어야 하고, FAIL하거나

이수하지못한과목이없어야하며, 회사가요구하는최소 60학점을이수

해야하는등의학업적인준비와지원이마련되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학생들은인턴수행기간동안매주인턴활동에대한평가를받아야하고

보고서를 쓰거나 학업적인 과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대학

의 인턴 담당 교수는 인턴들 위한 예비교육을 해야 한다. 인턴 담당자로

부터 학생은 기업과 관련한 일반적 지침들을 제공받고, 인턴을 수행하는

동안그들의과제와계획에대해함께논의하고, 매주보고서와프로젝트

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업과 학생, 대학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보다 성공적인 인턴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Narayanan, Olk & Fukami(2010)는 포르투갈의 한 경영대

학을 대상으로 인턴십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첫째, 인턴십 프로그램을시작하기이전에프로젝트에대한인식과, 프

로젝트를 선택하는 주체, 프로젝트의 초점화 정도는 프로젝트 과정의 피

드백에 있어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인턴 담당 교

수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프로젝트의 초점화 정

도와조언자를선택하는주체가누구인지에따라영향을받는것으로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효과성이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대학의기능적인지식에대한연구가많을수록학생의학

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실행 가

능성은프로젝트에대한인식이무엇이냐에따라가장큰영향을받았고,

프로젝트의과정에서받는피드백과인턴담당교수의역할, 그리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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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턴십 효과성 결정요인

이얻는학습은인턴십에대한학생의만족으로연결되었다. 회사의규모

는 인턴십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Hall, Stiles, Kuzma & Elliott(1995)는 학생과 기업을 대상으로성공적

인인턴십을위한요인들을설문한결과인턴십프로그램에임하는학생

의태도와동기, 책임, 노력이가장중요하다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업

무의 내용과 질, 그리고 업무의 적절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충

분한 의사소통과 기업-학생의 관계, 신뢰, 존경 또한 인턴십을 성공적으

로 이끄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업은 특히 학생의 인턴십 프로그램

에대한기대와목표가인턴십을더성공적으로만든다고하였다. 하지만

학생의 태도와 동기, 책임, 노력이 실패의 한 요인으로작용할수도 있으

며, 의사소통의 부족, 학생과 기업의 신뢰와 존경의 부족, 적절하지 않은

훈련 프로그램과 슈퍼비전, 급여와 보상의 부족 등은 인턴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패요인들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인턴십을 수행하

는것은어느한주체의역할이아닌세주체모두의노력이필요하며, 각

주체의성공적인수행을위한요인들에관한연구가더필요할것으로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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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턴제 현황 및 추이

제1절 인턴제 현황 및 추이

제2장의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 학교, 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인턴제에

대해 살펴보았고 기존 연구는 학교, 학생 차원의 인턴제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인턴제 활용의 주

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집계자료

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직장체험 참여 여부 및 추이 등 현황을 살펴보겠

다. 최근청년층노동시장의가장큰이슈는 ‘대졸인턴제’이다. 매출액상

위 30대 그룹의 대기업을중심으로인턴제를통해신입사원을전원채용

하기도 하고 2012년 1월 30일자 신문기사에서는 국내기업 416개사 중

58.9%가올해인턴채용계획이있다고응답하였고이수치는지난해인

턴채용을실시한기업(38.5%)보다 20.4%포인트늘어난수치이다. 이처럼

청년층 노동시장의 인턴채용 확대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인턴제가 어느 정

도도입되어시행하고있는지에대해심도있게다뤄보고자함인데이에

대한전반적인상황을파악하기위해기존데이터분석을실시하였다. 분

석에 이용할 자료는 통계청의 2004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매년 5월

에 발표되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이하 경활부가조사) 데이터

이다. 지금까지청년층실업, 대졸 인턴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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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않아패널 데이터에서는찾아볼수 없지만 7년간 연속성 있는데이

터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매년 5월 청년

층 부가조사를 통해 인턴을 포함한 직장체험에 대해 조사하고있고 2004

년 이후 청년인턴에대해일관되게조사를실시하고있으므로대표성있

는 시계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매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청년인턴 및 직장체험 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은 취업을포함하여직장체험에참여한청년의수와참여율을

직장체험유형별로결과를보여준다. <표 3-1>에서보듯이인턴을포함한

직장체험에참여하지않은사람이56.9%로절반을넘고있다. 직장체험가운

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체험 유형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서

<표 3-1> 청년층 직장체험 현황 및 추이

(단위:천 명, %)

2004.5 2005.5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참가하지 않았음
5,906

(58.1)

5,556

(56.0)

5,771

(58.7)

6,059

(61.4)

6,178

(62.9)

5,995

(61.2)

5,474

(56.3)

5,465

(56.9)

직장체험 하였음
4,255

(41.9)

4,370

(44.0)

4,062

(41.3)

3,797

(38.6)

3,635

(37.1)

3,787

(38.7)

4,242

(43.6)

4,147

(43.1)

직

장

체

험

하

였

음

전일제 취업
1,377

(13.6)

1,325

(13.3)

1,232

(12.5)

1,008

(10.2)

895

(9.1)

784

(8.0)

888

(9.1)

908

(9.4)

시간제

아르바이트

2,226

(21.9)

2,504

(25.2)

2,061

(21.0)

2,024

(20.5)

2,003

(20.4)

2,245

(22.9)

2,637

(27.1)

2,643

(27.5)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558

(5.5)

441

(4.4)

604

(6.1)

617

(6.3)

579

(5.9)

561

(5.7)

338

(3.5)

320

(3.3)

기업 인턴

사원

53

(0.5)

59

(0.6)

121

(1.2)

108

(1.1)

102

(1.0)

134

(1.4)

227

(2.3)

163

(1.7)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41

(0.4)

41

(0.4)

45

(0.5)

41

(0.4)

55

(0.6)

63

(0.6)

59

(0.6)

56

(0.6)

기타 - - - - - -
97

(0.9)

57

(0.6)

분류상의 차이 - -
2

(0.0)

7

(0.1)

8

(0.1)

7

(0.1)

5

(0.0)
-

전 체
10,161

(100.0)

9,926

(100.0)

9,835

(100.0)

9,863

(100.0)

9,821

(100.0)

9,789

(100.0)

9,720

(100.0)

9,612

(100.0)

주: 2010년부터 ‘인턴(기업인턴 등)’으로 조사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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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에 27.5%를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전일제취업, 학교의

현장실습참여, 기업인턴사원, 정부지원직장체험프로그램참여등의순

이다. 다만 2010년에 비해 전일체취업자가 0.3%포인트, 시간제 아르바이

트가 0.4%포인트 증가하여 기업 인턴사원이 0.6%포인트 감소하였으나,

2009년 5월(1.4%)에비해 0.3%포인트높은 1.7%를나타냈다. 이는 2004년

5월부터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인턴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 직장체험 유형

<표 3-1>에서 보았듯이 2007∼09년 청년층의 직장체험은 30%대였으

나 2010년 43.6%, 2011년 43.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전일

제 취업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취업의 증가를 반영하는 한편, 기업의 인

턴사원 증가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2011년 5월 기업 인턴사원의 참가자

수는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 5월 기업 인턴사원 참가자

수가 13만 4,000명에서 2010년 5월 22만 7,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1년 5월 기업 인턴사원 참가자 수 역시 2009년 5월에 비해 대략 2만

9,000명이 증가한 16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체험의 현황 및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2>

및 <표 3-3>과 같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남성의 직장체험 참가자는

2004년 5월의 203만 6,000명에서점차감소하여 2008년 5월에이르면 166

만 7,000명으로줄어든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1년 5월 직장체험 참가

자 수는 191만 7,000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시간

제 아르바이트와 전일제 취업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는 2011년 5월 전년대비다소감소하였으나 2009년 5월의 104만 8,000명

에서 2010년 5월 1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1년 5월 역시 116만

7,000명으로 2009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일제 취업도 2009년

5월 40만 8,000명에서 2010년 5월 48만 8,000명으로증가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52만 2,000명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인턴사원 역시 2011년 5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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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7만 명에서 2010년 5월 9만 5,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비해서 7,000명가량 증가한 7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는 2010년 5월 12만 7,000명에서 2011년 5월 10만 8,000명

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 이에따라 2011년 5월 전일제취업비중이 2009

년도 대비 2.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기업의 인턴

사원 역시 2009년에 비해 그 비중이 각각 2.9%포인트, 0.1%포인트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여성을보면무엇보다도눈에띄는것은직장체험참가자수가

남성의경우보다더많다는것이다. 청년 여성직장체험자수가 200만 명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08년 5월이 유일하나, 이미 보았듯이 청년 남

성의 경우는 2006년 이후 한 번도 200만 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

럼여성직장체험자가많은것은상대적으로취업에취약한청년여성이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장체험에 참가하기 때문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2> 청년층 남성의 직장체험 현황 및 추이

(단위:천 명, %)

2004.5 2005.5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직장체험하지않았음 2,854 2,693 2,853 3,029 3,128 3,068 2,808 2,815

직장체험하였음 2,036 2,092 1,911 1,775 1,667 1,730 1,968 1,917

전일제취업 653 644 656 548 484 408 488 522

시간제아르바이트 1,082 1,224 933 940 933 1,048 1,200 1,167

학교의현장실습참여 251 186 248 219 190 183 127 108

기업인턴사원 33 26 60 54 44 70 95 77

정부지원직장체험

프로그램참여
18 13 14 14 16 21 11 14

기타 46 29

하지않았음 58.4 56.3 59.9 63.1 65.2 63.9 58.8 59.5

하였음 41.6 43.7 40.1 36.9 34.8 36.1 412 40.5

전일제취업 13.3 13.5 13.8 11.4 10.1 8.5 10.2 11.0

시간제아르바이트 22.1 25.6 19.6 19.6 19.5 21.8 25.1 24.7

학교의현장실습참여 5.1 3.9 5.2 4.6 4.0 3.8 2.7 2.3

기업인턴사원 0.7 0.5 1.3 1.1 0.9 1.5 2.0 1.6

정부지원직장체험

프로그램참여
0.4 0.3 0.3 0.3 0.3 0.4 0.2 0.3

기타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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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청년층 여성의 직장체험 현황 및 추이

(단위:천 명, %)

2004.5 2005.5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직장체험 하지 않았음 3,052 2,863 2,918 3,030 3,050 2,927 2,665 2,651

직장체험 하였음 2,220 2,278 2,151 2,022 1,967 2,057 2,274 2,230

전일제 취업 725 681 576 460 411 376 400 386

시간제 아르바이트 1,145 1,280 1,128 1,084 1,070 1,197 1,437 1,479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307 255 356 397 389 378 211 212

기업 인턴사원 20 33 61 54 58 64 133 86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23 28 31 26 39 42 48 42

기타 45 28

하지 않았음 57.9 55.7 57.6 60.0 60.8 58.7 54.0 24.3

하였음 42.1 44.3 42.4 40.0 39.2 41.3 46.0 45.7

전일제 취업 13.7 13.2 11.4 9.1 8.2 7.5 8.1 7.9

시간제 아르바이트 21.7 24.9 22.2 21.5 21.3 24.0 29.1 30.2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5.8 5.0 7.0 7.9 7.8 7.6 4.3 4.3

기업 인턴사원 0.4 0.7 1.2 1.1 1.2 1.3 2.7 1.8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0.4 0.5 0.6 0.5 0.8 0.8 1.0 0.9

기타 0.9 0.6

청년층여성의직장체험은 2011년 5월 223만 명으로 2010년 5월의 227

만 4,000명보다다소감소하였으나청년층남성의 2011년 5월 191만 7,000

명에비하여대략 35만 7,000명가량많은것을알수있다. 청년층여성의

직장체험 중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전일제 취업의 형태로 직장체험을 하

는 경우가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기업의 인턴사원역시 2009년 5월

6만 4,000명에서 2010년 5월에는 13만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아졌으

며, 2011년 5월 8만 6,000명으로 2009년 5월 대비 2만 2,000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우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감소하였으며 2009년 5월 37만 8,000명에서 2010년 5월 21만 1,000

명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 5월 역시 21만 2,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

한 변화로 인해 직장체험 가운데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중이 30.2%로 증

가하였으며, 전일제 취업과 기업 인턴 사원 역시 2009년 대비 각각 0.4%

포인트, 0.5%포인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4>부터 <표 3-7>까지는 청년층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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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험현황및추이를정리한것이다. 다음표들에서보듯이 5세로구

분한연령집단에서직장체험을가장활발하게경험한집단은 25∼29세이

다. 25∼29세의 직장체험자 수는 대체로 190만 명 정도에서 등락하고 있

는데, 2010년 5월 212만 7,000명을 기록하여전년도의 194만 8,000명에비

해 크게 증가하였고 2011년 5월 역시 206만 명으로 2009년 5월에 비해

6.8%포인트 증가하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 연령대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의비중이가장높으며, 전일제취업이그다음을차지하고있

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업 인턴사원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의 현

장실습 참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5∼29세에서 기업 인턴 체험은

2011년 5월 12만 6,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09년 5월 9

만 6,000명에서 2010년 5월 16만 7,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 5

월과 비교하여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15∼19세의 직장체험 현황 및 추이

(단위:천 명, %)

2004.5 2005.5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안 했음 2,592 2,543 2,638 2,780 2,887 2,941 2,872 2,922

했음 483 501 459 424 349 334 463 431

전일제 취업 76 71 91 56 46 20 48 55

시간제 아르바이트 363 401 332 346 286 295 379 358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40 27 29 18 16 16 12 11

기업 인턴사원 0 0 4 3 0 0 3 2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3 2 3 1 1 1 1 2

기타 20 3

안 했음 84.3 83.5 85.2 86.8 89.2 89.8 86.1 87.0

했음 15.7 16.5 14.8 13.2 10.8 10.2 13.9 13.0

전일제 취업 2.5 2.3 2.9 1.7 1.4 0.6 1.4 1.7

시간제 아르바이트 11.8 13.2 10.7 10.8 8.8 9.0 11.4 10.7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1.3 0.9 1.0 0.6 0.5 0.5 0.4 0.3

기업 인턴사원 0.0 0.0 0.1 0.1 0.0 0.0 0.1 0.1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0.1 0.1 0.1 0.0 0.0 0.0 0.0 0.1

기타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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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20∼24세의 직장체험 현황 및 추이
(단위:천 명, %)

2004.5 2005.5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안 했음 1,430 1,240 1,215 1,262 1,234 1,146 1,032 1,011

했음 1,863 1,836 1,665 1,469 1,442 1,505 1,606 1,657

전일제 취업 559 472 488 397 323 290 338 372

시간제 아르바이트 1,065 1,153 903 815 873 982 1,069 1,099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206 162 216 208 187 176 92 114

기업 인턴사원 15 23 35 31 33 37 58 35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18 26 23 19 26 20 22 15

기타 27 22

안 했음 43.4 40.3 42.2 46.2 46.1 43.2 39.1 37.9

했음 56.6 59.7 57.8 53.8 53.9 56.8 60.9 62.1

전일제 취업 17.0 15.3 16.9 14.5 12.1 10.9 12.8 13.9

시간제 아르바이트 32.4 37.5 31.3 29.8 32.6 37.0 40.5 41.2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6.3 5.3 7.5 7.6 7.0 6.7 3.5 4.3

기업 인턴사원 0.5 0.8 1.2 1.1 1.2 1.4 2.2 1.3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0.5 0.8 0.8 0.7 1.0 0.7 0.8 0.6

기타 1.0 0.8

<표 3-6> 25∼29세의 직장체험 현황 및 추이
(단위:천 명, %)

2004.5 2005.5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안 했음 1,885 1,772 1,917 2,018 2,057 1,909 1,570 1,532

했음 1,909 2,032 1,939 1,904 1,844 1,948 2,127 2,060

전일제 취업 742 783 653 555 526 473 503 481

시간제 아르바이트 798 951 827 863 844 968 1,189 1,186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311 251 358 391 376 369 234 195

기업 인턴사원 38 36 81 74 70 96 167 126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20 13 19 21 28 42 36 39

기타 44 33

안 했음 49.7 46.6 49.7 51.4 52.7 49.5 42.0 42.7

했음 50.3 53.4 50.3 48.6 47.3 50.5 58.0 57.3

전일제 취업 19.6 20.6 16.9 14.2 13.5 12.3 13.4 13.4

시간제 아르바이트 21.0 25.0 21.4 22.0 21.6 25.1 31.8 33.0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8.2 6.6 9.3 10.0 9.6 9.6 6.2 5.4

기업 인턴사원 1.0 0.9 2.1 0.9 1.8 2.5 4.5 3.5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0.5 0.3 0.5 0.5 0.7 1.1 0.9 1.1

기타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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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30∼34세의 직장체험 현황 및 추이

(단위:천 명, %)

2004.5 2005.5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안 했음 0 0 0 0 2,422 2,211 1,815 1,902

했음 0 0 0 0 1,456 1,631 2,021 1,976

전일제 취업 0 0 0 0 480 451 517 519

시간제 아르바이트 0 0 0 0 604 743 1,065 1,077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0 0 0 0 321 351 246 246

기업 인턴사원 0 0 0 0 44 71 113 87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0 0 0 0 8 15 10 13

기타 69 34

안 했음 62.5 57.5 47.3 49.1

했음 37.5 42.5 52.7 50.9

전일제 취업 12.4 11.7 13.5 13.4

시간제 아르바이트 15.6 19.3 27.8 27.8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8.3 9.1 6.4 6.3

기업 인턴사원 1.1 1.9 3.0 2.2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0.2 0.4 0.2 0.3

기타 1.8 0.9

2. 직장체험 기간

직장체험을 하는 경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표 3-8>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6개월 이상 직장체험을 하고

있는참가자수는 163만 7,000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

음으로 1개월∼3개월 미만이 106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직

장체험을 경험하는 참가자는 43만 1,000명으로 상대적으로 청년층들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직장체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성별로 구분하여 직장체험 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9>와

<표 3-10>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직장을체험하는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과여성의

경우모두 1개월미만직장체험비중이 2010년 5월 대비 2011년 5월에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이상의 장기 직장체험의 비중은 남성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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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직장체험 기간
(단위:천 명, %)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1개월 미만 549 541 497 468 536 431

1개월∼3개월 미만 1,073 990 1,038 1,008 1,085 1,069

3개월∼6개월 미만 873 836 829 868 1,008 1,010

6개월 이상 1,567 1,431 1,272 1,443 1,613 1,637

전 체 4,062 3,797 3,635 3,787 4,242 4,147

1개월 미만 13.5 14.2 13.7 12.4 12.6 10.4

1개월∼3개월 미만 26.4 26.1 28.6 26.6 25.6 25.8

3개월∼6개월 미만 21.5 22.0 22.8 23.0 23.8 24.4

6개월 이상 38.6 37.7 35.0 38.1 38.0 39.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9> 청년층 남성의 직장체험 기간
(단위:천 명, %)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1개월 미만 227 230 216 189 255 218

1개월∼3개월 미만 500 459 477 467 477 457

3개월∼6개월 미만 423 405 401 430 507 486

6개월 이상 761 682 574 644 730 756

전 체 1,911 1,775 1,668 1,730 1,968 1,917

1개월 미만 11.8 13.0 12.9 10.9 12.9 11.4

1개월∼3개월 미만 26.2 25.8 28.6 27.0 24.2 23.8

3개월∼6개월 미만 22.1 22.8 24.0 24.9 25.8 25.4

6개월 이상 39.9 38.4 34.5 37.2 37.1 39.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0> 청년층 여성의 직장체험 기간
(단위:천 명, %)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1개월 미만 322 311 281 279 282 213

1개월∼3개월 미만 573 531 561 541 607 612

3개월∼6개월 미만 451 431 428 438 502 524

6개월 이상 805 749 698 800 883 881

전 체 2,151 2,023 1,967 2,057 2,274 2,230

1개월 미만 15.0 15.4 14.3 13.6 12.4 9.6

1개월∼3개월 미만 26.6 26.3 28.5 26.3 26.7 27.4

3개월∼6개월 미만 21.0 21.3 21.7 21.3 22.1 23.5

6개월 이상 37.4 37.0 35.5 38.9 38.8 39.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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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경우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반적으로청년층의직장

체험 기간이 2006년 이후 1개월 미만인 단기간의 경험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6개월 이상의 경험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인턴 경험과 첫 일자리

1. 첫 일자리 근로형태

학교 재학 또는 휴학중 인턴을경험하는 청년들이어떤 형태의첫 일

자리를 가지게 되는지 알아보면 <표 3-11>과 같다. 첫 일자리의 근로형

태는무기계약이라계속일할수있는 ‘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며계속

근무할수있는일자리’가압도적이다. 2011년 5월 60.6%로 가장 많은비

중은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일시적인일자

리’가 12.5%를차지한다. 계약기간을정한유기계약도 23.5%에 이르며, 1

년 이하의 단기계약 근로자도 20.1%에 이른다.

<표 3-11>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2011.5)

(단위:천 명, %)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 사람 수 비율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83 2.0

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근로자 379 9.2

계약기간 1년 근로자 366 8.9

계약기간 1년 초과 근로자 138 3.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2,482 60.6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일자리 511 12.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6 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8 0.4

무급가족종사자 61 1.5

전 체 4,0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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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일자리 소요기간

졸업또는중퇴이후첫일자리에취업하기까지걸리는기간을살펴보

면 <표 3-1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52.4%가 3개월이내에취업하고있다. 3∼6개월에첫일자리를얻는경우

는 14.1%에 이르며, 1∼2년이 걸리는 경우도 10.4%를 차지한다. 평균적

으로 첫 취업까지소요기간은 11개월로 2010년 5월 첫 취업 평균소요기

간보다 1개월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첫 일자리까지의 소요기간이 3개

월 미만으로 길지 않으나 2010년 5월과 대비하여 첫 일자리까지 3∼6개

월의 소요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0.4%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특히 3년 이

상 걸리는 경우도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첫 일자리 업종

졸업 또는 중퇴 후취업 경험을가진 청년의첫 일자리는산업별로 볼

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1%), 도소매․음식숙박업(25.6%), 광

업․제조업(17.1%) 순으로나타났다. 전년에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

스업’ 비중은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업․제조업’, ‘전기․운수․통

신․금융업’ 각각 1.1%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건설업’ 또한

<표 3-12> 첫 일자리까지 소요기간

(단위:천 명, %)

졸업․

중퇴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첫 취업 소요기간별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

3개월

미만

3∼6개

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2011.5.
4,094 3,959

(100.0)

2,073

(52.4)

560

(14.1)

362

(9.2)

412

(10.4)

195

(4.9)

357

(9.0)
11개월

2010.5.
4,245 4,113

(100.0)

2,165

(52.6)

562

(13.7)

395

(9.6)

430

(10.4)

221

(5.4)

340

(8.3)
10개월

2009.5.
4,322 4,195

(100.0)

2,243

(53.5)

502

(12.0)

397

(9.5)

461

(11.0)

224

(5.3)

368

(8.8)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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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첫 일자리의 업종 분포

(단위:천 명, %)

졸업․

중퇴

취업

유경험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011.5.
4,094

(100.0)

25

(0.6)

701

(17.1)

3,368

(82.3)

175

(4.3)

1,048

(25.6)

1,642

(40.1)

503

(12.3)

남자
1,757

(100.0)

15

(0.9)

419

(23.8)

1,323

(75.3)

109

(6.2)

496

(28.2)

500

(28.4)

219

(12.5)

여자
2,337

(100.0)

10

(0.4)

282

(12.1)

2,045

(87.5)

67

(2.8)

552

(23.6)

1,143

(48.9)

284

(12.1)

2010.5.
4,245

(100.0)

26

(0.6)

772

(18.2)

3,446

(81.2)

190

(4.5)

1,082

(25.5)

1,630

(38.4)

544

(12.8)

남자
1,801

(100.0)

18

(1.0)

458

(25.4)

1,326

(73.6)

121

(6.7)

490

(27.2)

479

(26.6)

237

(13.1)

여자
2,444

(100.0)

8

(0.3)

314

(12.9)

2,121

(86.8)

69

(2.8)

593

(24.3)

1,151

(47.1)

308

(12.6)

2009.5.
4,322

(100.0)

23

(0.5)

833

(19.3)

3,466

(80.2)

223

(5.2)

1,045

(24.2)

1,595

(36.9)

603

(13.9)

0.2%포인트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광업․제조업’

에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11.7%포인트 높은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0.5%포인트 가

량 더 높은 48.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첫 일자리 직종

졸업 또는 중퇴 이후 취업을 경험한 청년의 첫 일자리 직종은 사무종

사자(27.3%), 서비스․판매종사자(27.2%), 전문․기술․행정관리자(25.3%)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기능․기계조작․단순 노무종사자의 비중이

35.2%로매우큰반면, 여성은사무종사자(34.3%)와 전문․기술․행정관

리자(30.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국내기업의 채용관행 변화 실태와 개선과제

<표 3-14> 첫 일자리의 직종 분포

(단위:천 명, %)

졸업․중퇴

취업

유경험자

전문․

기술․

행정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종사자

2011.5. 4,094(100.0) 1,036(25.3) 1,119(27.3) 1,114(27.2) 14(0.3) 811(19.8)

남자

여자

1,757(100.0)

2,337(100.0)

334(19.0)

702(30.0)

317(18.0)

802(34.3)

480(27.3)

634(27.1)

9(0.5)

6(0.2)

618(35.2)

193( 8.3)

2010.5. 4,245(100.0) 1,050(24.7) 1,133(26.7) 1,169(27.5) 14(0.3) 879(20.7)

남자

여자

1,801(100.0)

2,444(100.0)

330(18.3)

720(29.4)

297(16.5)

837(34.2)

493(27.3)

676(27.7)

10(0.5)

5(0.2)

673(37.3)

207( 8.5)

2009.5. 4,322(100.0) 1,023(23.7) 1,117(25.8) 1,276(29.5) 17(0.4) 889(20.6)

5. 첫 일자리 이직사유

다음으로 졸업 또는 중퇴 이후 얻은 첫 일자리에서 이직을 한 경험이

있는청년들의이직사유를살펴보면 <표 3-15>와같다. 자발적으로이직

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후의 취업확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이직사유는 중요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이직경험자의 이직사유

를보면, 근로여건불만족(42.3%)이 가장많았으며, 그 외(19.7%), 개인․

가족적 이유(18.4%), 전망이 없어서(9.9%)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장휴업, 폐업, 파산 등

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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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첫 일자리 이직사유

(단위:천 명, %)

이직

경험자

근로

여건

불만족

개인․가족

적 이유

(건강, 육아,

결혼 등)

전망이

없어서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음

직장

휴업,

폐업,

파산 등

그 외
1)

2011.5.
2,723

(100.0)

1,152

(42.3)

501

(18.4)

268

(9.9)

198

(7.3)

69

(2.5)

536

(19.7)

남자
1,104

(100.0)

459

(41.6)

182

(16.5)

114

(10.3)

78

(7.1)

20

(1.8)

251

(22.7)

여자
1,619

(100.0)

693

(42.8)

319

(19.7)

154

(9.5)

120

(7.4)

48

(3.0)

285

(17.6)

2010.5.
2,923

(100.0)

1,243

(42.5)

495

(16.9)

299

(10.2)

221

(7.5)

82

(2.8)

583

(19.9)

남자
1,194

(100.0)

514

(43.1)

163

(13.7)

143

(12.0)

86

(7.2)

25

(2.1)

262

(21.9)

여자
1,729

(100.0)

729

(42.2)

332

(19.2)

156

(9.0)

134

(7.8)

57

(3.3)

321

(18.6)

2009.5.
2,921

(100.0)

1,259

(43.1)

513

(17.6)

283

(9.7)

192

(6.6)

106

(3.6)

569

(19.5)

주: 1) 회사 내 인간관계, 임시적인 일, 일거리 없음, 계약만료 등.

제3절 인턴 경험과 현재 일자리

청년 인턴을 포함한 직장체험 경험과 현재 일자리의 근로형태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표 3-16>과 같다. 재학 또는 휴학 중

직장체험 경험이 있을 경우 현재 일자리가 무기계약 근로일 가능성은

45.6%로무기계약이아닌근로로일할가능성 54.4%보다오히려약간낮

게나타났다. 그러나직장체험경험이없을경우무기계약이아닌근로로

일할가능성은 무려 78.9%로 높게나타났다. 이는 직장체험을한다고해

서정규직에근접한일자리로취업하게될가능성이커지는것은아니지

만, 직장체험을 하지 않을 경우 정규 일자리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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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직장체험 가운데구체적으로기업체인턴경험이있다면이는현재일

자리의근로형태와어떠한관계를가지는지살펴보면 <표 3-17>과같다.

기업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일할 가능성은 56.4%로 무기

계약이아닌경우보다더높게나타났다. 반면기업인턴경험이없는경

우현재일자리가무기계약이아닐가능성이 68.4%로무기계약일가능성

보다높게나타났다. 따라서직장체험보다기업인턴경험이현재일자리

의근로형태와보다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 직

장체험보다기업인턴경험이정규직에근접한일자리로취업하게될가

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직장체험과 현재 일자리의 근로형태(2011. 5)

(단위:천 명, %)

직장체험 경험 현재일자리 근로자 수 비율

있음
무기계약 1,891 45.6

무기계약 아님 2,255 54.4

없음
무기계약 1,157 21.1

무기계약 아님 4,309 78.9

전 체 9,612 200.0

<표 3-17> 기업 인턴 경험과 현재 일자리의 근로형태(2011. 5)

(단위:천 명, %)

직장체험 경험 현재일자리 근로자 수 비율

있음
무기계약 92 56.4

무기계약 아님 71 43.6

없음
무기계약 2,956 31.6

무기계약 아님 6,496 68.4

전 체 9,6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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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기업 인턴채용 담당자․인턴 경험자 심층면접 결과

본장에서는대기업인턴채용담당자․인턴경험자중인턴경험후연

계채용이되어취업에성공한학생과취업에성공하지못한학생을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서술하겠다. 심층면접을 통해 알고자

한 내용은 인턴채용 현황 및 선발․운영․교육․업무수행․수행평가․

고용형태 등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었다.

조사설계 방식은 국내기업 인턴제 실태 파악을 위한 탐색조사로서 정

상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

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대기업 인턴채용 담당자와 대기

업 인턴사원 경험자 결과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다.

제1절 대기업 인턴채용 담당자 주요 조사 결과

앞에서언급하였듯이 대졸 인턴제와 관련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제2장

에서실시한분석도경제활동인구조사의청년층부가조사에서인턴관련

항목이포함되어있어서가능하였고부가조사를제외하면인턴제의확산

은최근의노동시장이슈이므로구체적으로살펴볼수있는데이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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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의 대졸 인턴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기위해대졸인턴제를실시하고있는대기업인사담당자및이기업에

서인턴활동을경험한학생들중해당기업취업에성공한학생과성공하

지못한학생두그룹으로나누어인터뷰를진행함으로써정성적인차원

에서 대졸 인턴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하의 내용은 이러한 정성조사,

즉 심층인터뷰(IDI), 집중그룹토론(FGD)을 통해 얻은 정보들 가운데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조사 기업 및 인턴채용 담당자 특성을 <표 4-1>과 같이 정리하

였다. 조사대상기업 10곳은매출액상위 30대 그룹중최근 2∼3년간 대

<표 4-1> 조사 기업 및 인턴채용 담당자 특성

산업 대분류 산업 세분류

매출/

직원수

(2010년)

인터뷰 대상자

특성

A사

(KT)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유무선통신업
20조/

32,000명
인재채용팀/팀장/남

B사

(대림건설)
건설업 산업플랜트건설업

10조/

4,300명
인사기획팀/팀장/남

C사

(신세계)
도매 및 소매업 백화점

11조/

16,000명
인사기획팀/과장/남

D사

(두산건설)
제조업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0조/

7,000명

HR매니티먼트/

과장/남

E사

(포스코건설)
건설업 산업플랜트건설업

14조/

4,000명

조직인사그룹

채용팀/대리/남

F사

(SKT)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유무선통신업
12조/

4,400명

HR

운영팀/매니저/남

G사

(CJ그룹)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주회사

17조/

50,000명
HR팀/과장/여

H사

(동부화재)
금융 및 보험업 손해보험업

8조/

4,000명
인사파트/대리/남

I사

(LG전자)
제조업

기계, 전기, 전자

제조업

56조원/

38,000명
채용/대리/남

J사

(기아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23조/

42,000명
HR 운영팀/사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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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인턴제를 실시한 기업에 한정하였다. 10개사 중 3개사가 제조업, 2개

사가 건설업, 나머지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

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각 1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는인턴채용담당자주요조사내용을정리하였다. 먼저인턴

제 추진 배경 및 목적, 인턴제에 대한 인식, 필요성, 인턴제 운영체계, 인

턴제관련변화양상등전반적인인턴제에대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고

2011년 인턴제 채용 현황에 대해 규모, 직군, 시기, 선발요건, 채용방법,

지원자 특성 등으로 구체화한 질문을 하였다. 다음으로 인턴제 선발과정

에서신입공채와의차이점이있는지선발과정및선발결정요인에대해

살펴보았고 인턴제 운영, 교육과정, 업무수행과정, 수행평가과정으로 나

누어조사하였다. 그리고 인턴제고용형태, 임금과같은근로조건에대한

질문, 인턴제운영및제도에대한평가, 향후변화양상에대한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4-2> 인턴채용 담당자 주요 조사 내용

세부 조사 내용

인턴제 개요

- 인턴제 추진 배경 및 목적, 인턴제에 대한 인식,

필요성

- 인턴제 운영체계, 인턴제 관련 변화 양상

2011년 인턴제 채용 현황
- 채용규모 및 채용직군, 채용시기

- 선발요건, 채용방법, 지원자 특성

인턴제 선발 과정 - 선발과정 및 선발 결정 요인

인턴제 운영 과정 - 인턴 기간 및 운영과정

인턴제 교육 과정 - 입문 교육 및 업무 교육

인턴제 업무수행 과정 - 업무 배치 및 업무수행 내용

인턴제 수행 평가제도 - 인턴 수행 평가제도 및 인턴제 기간 수행률

인턴제 고용형태 및 임금 - 고용형태, 임금 수준, 복리후생

인턴제 운영 및 제도 평가 - 인턴제 만족도 평가 및 현업 실무 부서의 평가

향후 대졸 채용 변화 양상

- 인턴제 관련 내부 현안 및 인턴제 채용의 기대

및 우려

- 인턴 연계 채용 효과, 향후 채용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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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턴제 운영 개요

가. 인턴제 추진 배경 및 목적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대졸 인턴제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시행하고있는성격에가까운제도이다. 이는정부의압력및

주도하에 운영되는 중소기업 인턴제, 정부 행정인턴제와 분명히 다른 목

적및특징을가질것이고제도시행의출발점부터차이가있다. 이에 대

해 조사대상기업 10개사별로 대졸인턴제를추진하게된배경과목적을

<표 4-3>에 제시하였다.

이렇게각사별로각각의목적하에대졸인턴제를시행하였지만공통되

는 큰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대기업의 인턴제는 2009년 청년실업해

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졸업자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인

턴제를 기점으로 9개사는 이미 소규모 직무 또는 사업부 중심으로 인턴

제를운영하였는데이때는인턴사원에게기업및현장실무경험을제공

하는차원에서진행되었다. 그동안회사인력운용방향에따라중단되기

도 하며, 매년 선발 규모나 정규직 연계 채용률이 변화하는 등 인력수급

제도로 정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인턴제도는 기존부터 있었고, 중간에 끊겼다가 2009년도부터 다시 시작했

어요. 예전에하던인턴제는회사전체규모로뽑지않았고, 팀이라든지아니면

사업부단위로인턴을채용했고, 전사기준으로채용한것은 2009년부터죠. 청

년인턴제도는 회사 혜택보다는 사회적인 일자리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 참

여했었고, 올해들어와서우리가원하는사람을뽑는루트로인턴을써보자해

서 전과 다른 목적으로 부활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름도 새로 붙인 거죠.”

그러나 2009년 인턴제 운영경험을기반으로인턴제에대한인식이기

업에적합한우수인재를선발하기위한경로로변화하면서이에따라운

영제도가변화,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대졸 채용 방법을보다다양화하기

위한방법으로서또는다른기업의인턴제영향으로기업이미지제고등

을 고려하였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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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조사대상 기업별 인턴제 추진 배경 및 목적

인턴제 추진 배경 및 목적

A사
정보서

비스업

- ’03년 소규모 직무 중심으로 시작, ’04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턴

채용 규모 확대

-시장 경쟁 심화, 대학생의 기업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우수인

재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09년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운영되었으나 회사 및 지원자

불만으로 ’10년 우수인재 선점을 목적으로 제도 개선

B사 건설업

- ’09년 이전 현장/사업부별 별도 채용, ’09년도 청년인턴제를 기

점으로 부활, 이후 상시제도로 정착화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11년부터 회사

가 원하는 인재 선발 경로로 활용

- ’09년 120명, ’10년 60명 선발, 공채 지원 시 가산점 제공, ’11

년부터 정규직 연계 채용

C사
도매및

소매업

- ’05년부터 인턴제 운영, 현재 전역장교를 제외하고는 대졸은

100% 인턴으로 정규직 채용

-업종 특성상 1년 이내 퇴사율이 높아 인턴기간을 통해 실제

업무 경험 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기 이탈률을 낮추는 효

과(조기 이탈률 20%에서 10%로 감소, 최근 3% 미만)

D사 제조업

- ’09년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기졸업자 대상으로 연 2회, 35

명씩 선발, 정규직 10% 전환, 회사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

-기존 인턴제를 개선하여 ‘10년 지경부 해외 플랜트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 ’11년 100명 인턴 선발, 정규직 연계 채용 90%

E사 건설업

- ’09년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시작,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되

지 않는 선에서 6개월간 운영

- ’10년부터 채용규모가 확대되면서 신입공채로 충당하기 어려

워 인턴을 본격적으로 운영

F사
정보서

비스업

- ’07년부터 인턴제 운영, 정규직 30% 연계 채용

-계열사별로 진행되었던 인턴제를 ’10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공

개채용으로 진행

-공채채용을 통한 획일화된 인재 등용에 한계, 회사 및 사업영

역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정규직 연계 채용률 50%

이상 확대를 목표로 그룹사의 채용 방향성 변화

G사
지주

회사

- ’01년부터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을 전제로 인턴제 운영

-계열사별 인력 수요 조사를 통해 그룹사 전체 인력 규모를 산

정, 인턴 선발 과정을 모두 그룹사에서 진행

-직무에 따라 인턴제로만 선발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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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 계속

인턴제 추진 배경 및 목적

H사 금융및
보험업

- ’05년부터 인턴제 운영, 연도별 회사 인력 운용 방향에 따라 인

턴선발 규모 상이, 중단되기로 했으나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

’06년부터 정규직 연계 채용을 전제로 진행

-인턴제 홍보 및 서류전형은 그룹사에서 진행, 이후 과정은 계

열사에서 진행

I사 제조업

-각 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10년부터 본사

주관 사업본부에서 참여하여 운영하는 구도로 자리 잡음. 국

내채용은 장기 인턴제(1학기간), 프로젝트 인턴제(1년간), 디자

인 과정, 단기 인턴제(2개월간)로 구성. 국내채용보다 해외채

용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음

J사 제조업

- ’08년부터 내부적으로는 인재 채용 방법의 다양화 시도와 회

사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외부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의 인턴

제 운영 증가 영향으로 인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됨. ’09년부터

정규직 전환 시작

인턴제채용이제도화되어운영되기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그리하여시

기별대졸 인턴제추진배경및 목적을 <표 4-4>와 같이정리할수있다.

“대졸공채로만진행을하다가여러방법으로채용해보자는의도가있었구

요, 다른 기업에서도 인턴채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받아서 여러 방법으로

진행해 보자 하면서 연계 채용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좀

닫혀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학생들과 소통이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회사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09년에는 일자리 창출로 기업별로 할당이 있었어요. 6개월간 했는데, 정규

직 채용전환 전제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취업기회 부여 측면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왔던 게 기업들의 정규채용에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이제기되면서인턴과연결해서시행을하게되었죠. 강압이라기보다는채용규

모가많아지다보니깐공채로충당이안되니깐그사이에인턴으로충당을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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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시기별 대졸 인턴제 추진 배경 및 목적

2009 2010 2011

추진 배경

및 목적

-사회적요구(일자리창출)

-기업별 인턴제 경험

-채용규모 확대

-연계 채용 시작

-우수인력 선점,

확보 위한 채용

2009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운영되었던 인턴

제를기점으로인턴제에대한기업의인식이변화하면서운영제도의변

화, 개선이 시작되었다. 인턴사원에게 기업 및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

기위한제도로회사인력운용방향에따라중단되기도하며, 매년선발

규모및정규직연계채용률변화등인력수급제도로서정착되지않았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필요 따라 우수인재 선점을 위한 목적으

로 인턴제 채용이 제도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인턴제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제기

인턴제는대학졸업전후일정기간의회사나직무경험을통하여인턴

사원에게 현장실습의 경험과 채용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신규사원

채용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과거에는단순한직무수행을위한단기적

인 고용 형태로 인식했으나, 최근 대기업 중심의 대졸 인턴제 시행으로

채용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일자리를나누어준다는차원이었으나, 인턴제를운영하는목적이

바뀌게되면서채용을위한루트로바뀌게되었어요. 그러면서구직자들에게는

실제제한된인턴기간이지만경험을 하면서직무와그회사에대한올바른정

보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선별해서

사전에 선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인턴제는공채시몇차례의채용절차에서파악할수없는능력, 잠재

력, 인성 등을파악하여정규직후보자를평가해볼수있는기회로서경

험을통한우수한인재를선확보할수있어공채와더불어향후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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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채 대비 선발 및 관리 비용이 추가되지

만인재를선확보하고, 신입사원채용의안전한방법으로서선호하고있

고, 공채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지원자를 판단해야 하므로 스펙과 같

은외형적인평가로잠재적인업무역량을평가하는데한계를느끼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턴제의경우실제현장경험을토대로평가함으로

써 잠재력과 조직과의 적합성 판단이 가능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채의경우짧은시간에사람을판단하다보니깐외형적인조건들을많이

보게되어있어요. 그런데그렇게해서본사람들은어떻게보면확률적으로는

일을잘하겠지라고생각할수있는데, 실제로한사람, 한 사람을자세히들여

다볼수있는시간이너무작거든요, 그런차원에서현장에서직접시간을갖

고지켜보자, 조직안에서생활하면서우리회사의사람으로궁합이잘맞는지

등을 한꺼번에 다 보자는 얘기인 거죠.”

또한 인턴제는 공채보다 기업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계획, 적용 가

능한채용제도로인식되고있다. 기술직과같이비교적해당직무지식이

높은사람이필요한경우는공채로선발하며, 최근기업인재상으로서부

각되고 있는 ‘creative’, ‘diverse’ 인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턴제를 통

해 선발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 상황에 따라 공

채대비선발규모나직군이달라질수있는변화의폭이다소큰것으로

나타났다.

“공채 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일일이 필터링해서 뽑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펙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럴

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과연스펙만좋으면우수한사람이냐, 거기에우리스

스로 새로운 고민을 해본 것이고, 주로 상경대 사람들을 주로 많이 뽑았는데,

그런사람말고다른사람들은어떨까하는생각에공채말고공식적인인턴이

라는 루트를 더 만들어 놓고 숫자야 공채만큼은 못 뽑지만 다른 경로로 다른

면에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같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필요했죠.”

“괜찮은 자원이 공채에서 없어도 인턴에서 선발할 인원은 기본적으로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채에서한 번 채용에 80명을 해야 하는데 눈높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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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50명밖에 안 된다면 30명의 마이너스가 생겨서 수준미달의 자원을 선

발할 수도없잖아요? 그런데인턴을 선발해놓으면그런 것들을좀 더탄력적

으로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선발 기회 제공과 기업 홍보 수단으로서,

인턴사원 입장에서는 진로 설계, 직무경험, 본인에게 적합한 회사 선택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신규사원 채용 제도로 정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

<표 4-5> 인턴제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제기

내 용

인턴제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ü 단순 직무수행 위한 단기고용→채용 관점으로 변화

ü 공개채용 방식의 한계
ü 다양한 인재 확보
ü 탄력적 인재 선발
ü 기업 홍보

“기업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정말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기

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 정말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제도, 그 회사

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인재를 채

용하기위해서그렇게가는것이맞고, 그리고학생들입장에서도자기한테잘

맞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채면접 절차에서 파악할 수 없는 능력, 잠재력, 인

성 등으로 파악하여 정규직 채용 후보자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직무경험을통한우수인재선확보위한투자개념으로유익한제도로평

가되며 점차 대졸 인턴제가 채용의 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다. 인턴제 운영 체계

<표 4-6>은기업별인턴제운영체계를정리하였다. 조사대상기업중

1개사를 제외하고 해외대학 재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기업현장에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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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업별 인턴제 운영 체계

인턴제 운영 체계

국내 대학 대상 해외 대학 대상

A사
정보

서비스업

-연 2회(상/하반기)

-국내외 대학 우수인재 수시

선발

-연 1회

B사 건설업 -연 1회(상반기)
-연 1회, 취업재수생 대상으로

선발

C사
도매 및

소매업
-연 2회(상/하반기) -연 1회

D사 제조업 -연 1회(상반기) -수시 선발

E사 건설업 -연 2회(상/하반기)
-해외 대학 및 국내 외국인 유

학생:수시 인턴으로 선발

F사
정보

서비스업

-연 2회(상/하반기)

-교수/취업지원실 수시 인턴
-해외 대학생 대상, 수시 선발

G사 지주회사 -연 2회(상/하반기) -해외 대학생 대상, 수시 선발

H사
금융 및

보험업
-연 2회(상/하반기)

I사 제조업

-장기 인턴(4학년 2학기 대상,

1학기)

-프로젝트 인턴(1년간)

-디자인 과정

-단기인턴(연 2회, 상/하반기)

-해외 대학생 대상, 수시 선발

J사 제조업 -연 2회(상/하반기) -해외 현지법인에서근무,연 1회

을하거나, 국내학생을해외에파견하는제도인해외인턴십을운영하고

있어서 국내/해외 대학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9개 기업에서는국내 4년제대학교학생을대상으로하는국내인턴제

와더불어해외대학교외국인, 유학생대상의글로벌인턴제를제도화하

여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문화․소비 트렌드를

보다쉽고빠르게접하기위한, 해외 선진학문및기술을겸비한우수인

재활용등의목적으로해외대학생대상으로글로벌인턴제를함께운영

하는 추세이다.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인턴 선발규모 비중은 대략

90% 대 10% 정도이고 국내 대학의 경우 방학동안 운영되는 인턴기간을

고려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해외 대학은 1회 또는 수시

선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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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장 큰 화두가 다양성을 통한 창의성 확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 무조건 국내에서 그냥 대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만 뽑을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실제로 해외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을 뽑아서 다양성을 넓혀

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글로벌 인턴을 진행하게 되었죠, 어학연수, 교환학생

1년 가지고 말 그대로 그 문화에 대한 짧은 경험과 어학에 대한 실력 정도만

갖추었지, 진정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는 못하니깐요.”

“글로벌 해외에서도 우수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에서해왔고그해외글로벌인턴은주로상반기에만합니다. 학사일정이국내

하고 달라서.”

공개채용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일부기업과산업특성에따라수

시채용이나, 특화된 인턴제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고통신, 전

자등보다트렌드변화가중요한소프트웨어산업의경우내부인사담당

자를 통해서 국내외 대학의 우수인재를 수시로 인턴으로 선발하고 있었

다. 건설산업의경우해외인력충원을위한목적으로취업재수생에게취

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현장에서 1년간 근무하여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 자동차산업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근무를위한인턴선발제도등을운영하고있는데 I사의 경우장기인턴

(4학년 2학기 동안 진행, R&D), 프로젝트 인턴(4학년 1학기 회사 프로젝

트수행, 하계방학동안인턴, 2학기는 retention), 디자인과정(R&D), 단

기 인턴(상하반기 방학기간, 마케팅)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채와비교했을때수시인턴제는여러가지목적이있을수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단기간에 리소스가 필요할 때 인턴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기업체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인턴제가 있는 경우도 있

죠. 공채만큼 뚜렷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인턴의 경우 보다 다양한 것 같아요.”

국내대학과해외대학인턴제를제도화하여운영하고있으며, 국내대

학과 해외대학의 인턴 선발규모비중은 대략 90% 대 10% 정도이다. 글

로벌시장진출정도에따라서해외대학인턴제에대한수요가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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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의경우방학동안운영되는인턴기간을고려하여상반기와하

반기로 구분하여 2회, 해외 대학은 1회 또는 수시 선발로 운영한다. 방학

기간중심의인턴제와더불어서보다전문영역의인턴제활용을고려중에

있으며, 학교와의 협업을통한인턴제 프로그램개발에대한수요가 있다.

라. 인턴제 관련 변화 양상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으며,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자 역시 매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인턴제는 기업과 인턴 지원자와 모두에

게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신입 채용의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장님께서인턴최종면접을보시면서되게흡족해하셨어요. 면접을해보

니깐 일반 공채는 학생들이니깐 별로 그렇게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인턴을 해

봤던 애들과 면접을 해보니깐 말도더 잘 통하고 회사 얘기도 하니깐너무 마

음에들어하시더라고요, 이번인턴정말잘뽑았다고. 그래서내년부터는인턴

을 더 늘려라라고 하셨어요”.

인턴경험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우수한인재의경우정규직으로연

계채용되면서, 인턴의정규직채용비중이계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추

세인데이는인재선점을위한수단으로변화되면서공채대비보다세밀

하고다차원적인인력검증방법으로일반공채지원자보다인턴제를경

험한 지원자의 입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 목표가 거의 500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 인턴을 100명

정도만 뽑아보자 했죠. 정규직 채용률을 50, 60% 정도로 예상했는데, 막상 해

보니 현업에서 반응이 좋고, 애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90% 최종 정규직 전

환되었어요. 신입사원의 20%가 인턴으로들어온셈이죠. 앞으로더 늘어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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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10개 기업 중 7개사는 인턴제 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이 정착화

되어진행되고있으며, 비교적최근에인턴제를시작한 3개사는선발이나

운영 과정에 대한고민으로 매회 인턴제 완료 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예를들면인턴기간축소(7, 8주 운영에서 5,

6주로 변화), 인턴 지원자격 범위 확대(4학년 1, 2학기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3학년도 지원 가능), 인턴사원 평가 제도 세분화, 멘토링제도 강화,

다양한 Retention제도 마련등의고민을하고있었다. 인턴기간은기업과

인턴사원이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으로연계채용되지못한인턴사원의기업에대한부정적인구전을염려

하여기업과지원자모두가만족할수있는프로그램개선을위한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제가 이전에는 경험체험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연계 채용으로 변화

되면서 비중이 커져가면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면접이나 실습

프로젝트, 이런프로그램의틀을어떻게바꿀수있을지고민하고있는상태입

니다.”

“인턴이 들어오면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육성계획서도 받고 그것

을토대로최종적으로인턴배치할부서로확정해서주죠. 중간 중간프레그레

스 체크도 하죠. 평가도 하고.”

이전에는 계열사별로 인턴제를 운영했으나, 최근 그룹 간 시너지 효과

를고려하여통합적인운영방식으로진행하고있는데 9개사에서는 인턴

제 홍보, 서류전형, 입문교육은 그룹사에서 운영하며, 입문교육 후 실제

인턴활동은계열사에서자체적으로운영, 1개사만그룹사중심으로운영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설명회라든가리쿠르팅차원에서지원이나이런부분들은그룹

에서 총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인적성검사나 검사 장소, 면접 준비

이런 부분들은 그룹에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진행들은 자회사 별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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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선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내 실무진 및 임원진의 선발과정의

중요성인식으로참여및관여수준이높아지고있으며현업부서의인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인턴을처음시작했을때상당히아귀찮아, 바쁜데그랬거든요. 전에는인

턴을 끝나고 나면 그냥 나갔잖아요. 아니면 인턴을 해도 우리 팀에 들어올지

아닐지도몰라요, 확정하고가는것이아니니깐. 지금은우리팀으로올사람이

고이중에서누군가를골라야되니깐부서에서는그런책임감도생기고, 집중

력도 생기는 거예요. 70% 뽑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드는 애를 데리고 가면 팀도 좋고. 그러니깐 만날 때마다 참 괜찮았다

얘기를 하시죠.”

<표 4-7> 인턴제 관련 변화 양상

내 용

인턴제

관련

변화

양상

ü 과거 단기인력 활용 →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인 인턴채용 노력

ü 인턴 채용규모 확대 및 지원자 확대 추세
ü 인턴 후 우수인재 정규직 채용 → 인턴의 정규직 채용비중 증가

ü 10개사 중 7개사는 인턴제 운영 제도 정착화 단계
ü 현업 실무진 및 임원진의 참여 높아짐

마. 인턴제 운영 주체 및 관련 의사결정과정

그룹과 계열사 간에서 인사권한은 계열사별로 가지며, 각 계열사의 인

사부서에서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턴제 공고 및 인적성검사와 같은

테스트는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며 서류전형, 면접, 평가, 최종 선발은 계

열사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인사에대한권한은각회사별로나누어져있습니다. 우리본사에서는임원

들 인사만 하고 그 외에 직원들 인사라든지, 채용에 대해서는 각 그룹사에 위

임되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선발, 평가를 담당하며 교육은 기업에 따라 인사부서

또는 교육개발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턴과정은 교육과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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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면접’의 형태이므로인사부서의영역으로인식되고있는것이보

통이다.

“이전에는 7주간의 과정이 교육 같아서 전 과정을 교육부에 위임했는데, 인

턴십이확장된면접이지교육이아니여서요. 교육시켜서육성시킬목적이전혀

아니고애들은애들대로판단하고우리는우리대로판단하는것이라채용하고

있는부서에서주류권을가지는것이맞다해서한부서에서일관성있게관리

하는것이낫다고해서 입사할때까지의전체과정을채용을담당하는부서에

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부별 인턴 수요조사(어떤 과제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통해 필요

한인턴규모를파악한다음인턴채용규모를산정하는데, 1개 기업에서

만인사팀에서업무특성에따라인턴이필요한직무를선별하여인원수

를 결정한 다음 각 팀에게 배정하고 있었다.

“해당 현업에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해당 조직에서 인턴이 필요한 니즈를

받고, 그리고 사실 또 그 인턴의 니즈라는 것은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을 어떻

게 보면 받겠다는 니즈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깐 인턴을 통해서

자기네들도신입사원을뽑겠다는의미이기 때문에그게연결이될수밖에없

어요. 그래서채용계획에대해서현업측면에서저희가니즈를받는것이있고,

그 다음에경영층과논의를 통해서올해의어떤인력의리소스측면에서뭔가

역량 측면에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쪽의 인턴을 더 강화해야 된다든

지그런방향성을반영하죠. 전체채용계획하에종합적으로인턴십채용규모,

신입공채 규모를 산정하고 있어요.”

<표 4-8> 인턴제 운영 주체 및 관련 의사결정과정

내 용

운영주체 및

의사결정과정

ü 인턴제 공고․인적성검사:그룹 차원 진행
ü 인턴 채용 및 운영:계열사 인사부서
ü 선발, 평가:인사부서
ü 교육:인사부서 또는 교육개발부서
ü 사업부별 인턴 수요조사 후 인턴 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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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대졸 인턴 채용 현황

가. 채용규모

<표 4-9>에서는 2011년조사대상기업의채용규모를기업별로정리하

였다. 2011년 조사 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100명 이상의 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 인턴의 장점이 부각됨과 동시에 사업성장과

함께 신입채용 규모가 증가하면서 탄력적으로 채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큰신입사원채용대신대졸인턴을선호하는추세임을보여

주었다.

<표 4-9> 2011년 조사대상 기업별 대졸 인턴 채용 규모

인턴 채용 규모

A사 정보서비스업 상/하반기 2회 각 150명 선발

B사 건설업 상반기 1회 60명 선발

C사 도매 및 소매업 상반기 80명, 하반기 30명 선발

D사 제조업 상반기 1회 100명 선발

E사 건설업 상/하반기 각 500명 선발

F사 정보서비스업 상/하반기 각 120명 선발

G사 지주회사 상/하반기 각 200명 선발

H사 금융 및 보험업 상/하반기 각 40～50명 선발

I사 제조업 단기 인턴 상/하반기 각 10명 선발

J사 제조업 상/하반기 각 30명 선발

“사업을확장해 가면서 그만큼 인력도많이 확보가 필요하죠. 인력계획에서

인턴만절대적으로비중을늘리는것보다는전체적인채용규모가늘어남에따

라서 비율적으로 인턴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도 인턴 경험자의 비중이 신규채

용에서 늘어난다고는 볼 수 있죠.”

나. 채용직군

인턴 채용 시 1개사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모집 직군을 채용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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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선발하고있다. 해당직군별로채용하는경우해당분야에역량

과 열정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부서 실무진 면접관도 같이

일할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면접 몰입도가 높은 편이다.

“인턴을선발할때도기본적으로는이사람들을나중에정규직전환으로뽑

아서활용할계획을했었기 때문에기본적으로니즈가있는팀을가지고시작

하는것이회사입장에서도나중에활용하는것도좋고, 본인인턴들입장에서

도 어떤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직무로좁혀서뽑으면이직무에열정이있는사람을뽑을수있을것

이고뽑는사람들이굉장히몰입해요. 우리가쓸사람, 우리일을같이할사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사전직군을구분하지않고채용하는기업의경우유통산업의특성을고

려하여신입입사후 1～2년간여러직무를경험함으로써본인에게적합한

직무를선택하기위함으로공통직군으로모집하고있다. 기술과관련된직

무일수록 관련 학과를 모집하며, 마케팅, 미디어, 전략, 영업 등 경영지원

및 관리직은 전공 무관으로 인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까지직군구분없는채용이맞다는것이저희회사입장인데요. 2주는

본사에서, 4주는 점포에서실습을 하는데, 한 부서에만틀어박혀서그부서 업

무를 경험하지 않고, 네트워킹 능력을 높이자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다른 부서

에서는어떤일들을하는지, 많은사람들을만날수있게끔멘토들이프로그램

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채용시기

인턴 지원자가 방학기간 동안 인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학시기를기점으로하여상반기와하반기인턴으로구분하여채용하고

있는데상반기는 4～5월 채용공고, 5～6월 선발, 7～8월 인턴기간으로진

행되며, 하반기는 10～11월 채용공고, 11～12월 선발, 1～2월 인턴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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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고 있다. 인턴 선발 절차나 교육과정은 공채와 겹치지 않도록

운영되고있는데상반기공채완료후상반기인턴진행, 하반기공채완

료 후 하반기 인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라. 채용방법

채용공고는 회사 채용 홈페이지와 채용 사이트를 활용하여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프라인 공채 채용 설명회를 통해 인턴제도를 홍보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채용사이트에 내고 채용 사이트 커뮤니케이션 활동하고, 학

교커뮤니티에광고하고, 대학에나온잡지같은곳에인터뷰해서기사싣기도

하고 포스터 공고 내기도 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채용설명회하고.”

소수 기업에서는 학교나 교수 추천제 또는 극히 일부 사업 관계상 비

공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채용규모는 1명 내외이다.

“그런 것이 완전히 없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 보니깐 사업과 관

계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1명 있을까 말

까 한 정도이구요.”

마. 지원자 특성

인턴 지원하는 기업과 모집 분야에 따라 전공, 성비 차이가 있는데 통

신업의 경우 여성이 30% 내외이며 자동차, 건설, 보험의 경우 여성이

10%내외로이전대비증가추세에있다. 식품, 서비스, 유통의경우여성

의비중이 50% 이상으로높은편이다. 건설업을제외하고는성비의제한

을 두지 않는 편이다.

대졸 인턴의 채용직군, 채용시기, 채용방법, 지원자 특성을 살펴본 결

과, 일반적인공개채용방식과크게차이는없으나채용직군의경우조사

대상 기업 중 9개 기업이 모집직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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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또는 열정을 가진 인재들을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졸 인턴의 경우 여성 지원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인사담당자들역시대졸공채와달리보다다양한인적특성을가진

직원을선발하고자하는목적이더크기때문에기술직을제외하고는과

거의남학생선호․상경계열전공자선호에서성별및전공에큰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한

여학생과비상경계열학생들이현장에투입되어역량을펼치고긍정적인

평가를받아서채용연계로이어지는효과또한살펴볼수있다. 또한 지

원자 특성도 신입 공채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

공채에서 볼수 없는학력, 전공,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10> 기업별 대졸 인턴 선발 과정

인턴 선발 과정

채용규모
ü 조사기업 10개사 중 8개사 100명 이상 인턴 채용
ü 사업성장으로 신입채용 규모 확대 → 인턴채용 증가

채용직군

ü 모집직군 제시하여 해당 분야 역량을 가진 인재 선발(9개사)
ü 유통업 경우, 사전 직군 구분 없이 1～2년간 직무경험 후 선택
ü 기술과 관련된 직무일수록 관련 학과 모집
ü 경영지원 및 관리직은 전공 무관으로 가는 추세임

채용시기

ü 방학기간인턴에참여하도록방학시기를기점으로상반기/하반기구분
ü 상반기는 4～5월 채용공고, 5～6월 선발, 7～8월 인턴기간
ü 하반기는 10～11월 채용공고, 11～12월 선발, 1～2월 인턴기간
ü 공채와 겹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음

채용방법
ü 회사 채용 홈페이지와 채용 사이트를 활용하여 공개채용, 오프라인
공채 채용 설명회를 통해 인턴제도 홍보

지원자

특성

ü 인턴 지원하는 기업과 모집분야에 따라 전공, 성비 차이가 있음
- 통신업의 경우 여성이 30% 내외이며 자동차, 건설, 보험의 경우 여

성이 10% 내외로 이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음. 식품, 서비스, 유통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편임

-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성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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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턴제 선발 과정

가. 선발과정

<표 4-11>에서는 조사대상 기업별 대졸 인턴 선발 과정을 공채 선발

과정과비교한표를제시하였다. 인턴선발과정은대체적으로신입공채

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에 따라 적성검사가 생략되거나 면접진행

과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정도이다. 인적성검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인턴기간 동안 검증될 수가 있으며, 향후 정규직 채용 결정 후 진행하도

록 하며, 면접은 임원보다는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직 채

<표 4-11> 기업별 대졸 인턴 선발 과정

인턴 선발 과정 공채 선발 과정과의 비교

A사
정보서

비스업

서류전형→1차면접

(역량, PT, 그룹토의)

직무적성검사 제외(인턴기간

동안 검증 가능)

임원면접 제외(실무면접으로

도 충분)

B사 건설업
서류전형→직무능력검사→1차면접

(PT, 토의,역량)→2차면접(인성면접)
공채와 동일함

C사
도매 및

소매업
서류전형→선발면접(심층, PT, 인물) 100% 인턴으로 공채선발

D사 제조업
서류전형→적성검사→1차면접

(역량, PT)
공채와 동일함

E사 건설업 서류전형

인턴기간 3주 후 공채와 동

일하게 2차 직무역량평가, 3

차 가치역량평가 진행

F사
정보서

비스업

서류전형→적성검사→면접전형

(1차, 2차)
공채와 동일함

G사
지주

회사
서류전형→적성검사→실무진면접

면접과정 상이(공채는 심층,

임원 면접)

H사
금융 및

보험업

서류전형→1차면접(집단토론,

인성면접)

인․적성검사 제외, PT면접

제외

I사 제조업
서류전형→면접전형(PT, 전공, 영어,

그룹토의)

인․적성검사 제외

(인턴기간 동안 검증 가능)

J사 제조업
서류전형→인․적성검사→면접전형

(인․적성, 영어)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

채 대비 면접부담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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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결정 후 임원진 면접만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사의 경우 서류전형으로만 선발되는데, 이는 건설업 특성상 현장 및

지방 근무의 적응성이 중요하여 서류전형으로 선발된 지원자 중 인턴과

정 수료자 대상으로 구체적인 평가 과정을 진행하는 특색을 보여주었다.

“인턴이라고해서채용단계를생략해서한다기보다는어차피신입사원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는

같고,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는 거죠.”

“인적성검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면접도 없습니다. 실제 바

로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두달 동안 인턴 근무하는 것을 보면서인적성은 어

느 정도 체크할 수 있고… 실무진면접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 선발요건

현재의전문능력보다는기본자질및역량등기초능력과기업의인재

상과직무특성과의적합성, 기업에대한관심도, 개인적인태도, 인성, 조

직적응력측면등에주안점을두어평가하고있다. 인턴제를통해선발하

고자하는개인의능력은신입공채와다르기때문에선발요건에서차이

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기간을 통한 검증으로 채용 여

부를결정할수있기때문에선발요건에서공채대비다소완화되거나유

연성을가질수가있는것으로본다. 기업에따라전공무관대신직무에

대한열정이나경험을우선시하거나, 공인영어성적을보유하고있지않

더라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학년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채보다스펙을확낮추고모집하는분야를다양하게구성해서선발조건

을다걷어냈어요. 무슨과이든상관없다, 내가이쪽에열정이있고, 다른학회,

동아리활동, 공모전을 통해서라도 역량이 축적되었다면 누구든지 도전하라는

의미인 거죠.”

“스펙을 보는 편이죠. 그런데 스펙이 낮은 사람도 많이 들어옵니다. 스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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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조금밀리더라도나름 그분야에서자기가노력해서실무적인역량이준비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애들은 인턴으로 선발될 수가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어

있죠.”

“스펙 위주의 채용을 안 하고 실제로 역량이나 포텐셜을 지닌 사람들을 뽑

겠다고얘기하는데그런측면에서는 인턴을통한채용이좀더자유로워질수

있다는장점이있죠. 왜냐하면학교나소위말하는학점이나영어성적그런부

분보다는실제로인턴들이일잘하는사람인지를보려고하는것이기때문에.”

신입공채와공통적인면은 1차서류전형을위한기본요건으로서전학

년 성적 평점과 어학점수가 필요하다. 성적 평점은 4.5점 기준으로 최소

3.0 이상, TOEIC은 600, 700점대 이상, 영어 말하기 성적(OPIc.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입사원은 영어 말하기 점수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데, 인턴은 타

깃자체가다르잖아요. 4학년 1학기의경우미처준비가안된경우가많이있

을거예요. 그런데영어점수가없다고떨어지지는않아요. 다만입사할때필요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영어점수를 따 놓으라고 하죠.”

“학점같은경우에는 3.0 이상 4.5 이 정도로봤을때, 어학은토익이나토익

스피킹을 병행하고 있어요. 기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 730 이상 그

리고 사무직은 800점 이상 토익 또는 스피킹은 다 6등급 이상으로.”

개인의 인성적인 부분은 자기 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

며대부분이 4년제 대학의 4학년 졸업예정자(1, 2학기) 및 기졸업자 대상

<표 4-12> 대졸 인턴 선발 과정 및 요건

선발과정 대졸 인턴은정규직 연계 채용이 목적이므로 공채 선발 과정과유사

선발 요건

공채 선발 요건 대졸 인턴 선발 요건

ü 현재의 전문 능력 중시
(자격증, 영어성적 등)

ü 고스펙자 우대

ü 직무에 대한 열정, 경험 우선시
ü 인턴기간 검증으로 채용 여부 결정하
므로 공채 대비 스펙을 확 낮춤

ü 잠재력 중심의 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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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한하며, 일부 기업에 따라 3학년 2학기생도 지원 가능하며, 기졸

업자를 제외시키기도 한다. 대졸 인턴제는 재학기간에 지원자를 미리 살

펴볼수있는개념으로기졸업자는공채를통해서선발하도록하며, 채용

보다는 경험중심의인턴제의경우 3학년 2학기생도 지원가능하도록열

어두고 있다. 또한 인턴의 경우 스펙 중심의 선발을 보다 지양하기 위해

서기본요건을갖춘지원자대상으로블라인드테스트를하거나, 1차서

류전형을 통과되면 그 이후 전형에서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동계 인턴의 경우 3학년 2학기생도 받아요. 학년별 점수를 봐도 별 차이는

없구요, 아직은 회사 경험 중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깐 3학년도 가능하

다고 판단해서요.”

“저희 회사가스펙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서류전형할 때부터 면접때까지도

스펙을안봐요. 그래서이친구가어느학교누구인지, 학점이몇점인지이런

것들을아예배제시킨상태에서저희가평가하는것이고, 그래서보는것이이

친구가학교생활동안했었던다양한과외활동경험이나수상경력이라든지사

실 저희는자기소개를 굉장히철저하게 봅니다. 3박 4일 넘게그것만 봐요. 한

40명 되는 서류전형 위원들을 선발해서 잠재성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4. 인턴제 운영 과정

가. 인턴 운영 과정

선발된 인턴사원은 “인턴시작→입문교육→업무교육(OJT)→인턴평

가→인턴수료”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인턴기간은 대체적으로 방학기간

동안 7, 8주간진행되며, 산업특성및인턴제운영목적에따라단축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3주간 진행하는 건설업의 경우 인턴 채용 규모가 많아

1, 2차로진행되며, 현장및지방근무를고려하여 3주만으로도개인평가

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며,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연계 채용보다는 회사나

직무 체험에 비중을 둠으로써 5, 6주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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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인턴기간을 완료해야 하므로

6～8주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을 평가하

는 데는 적정하나, 현업에서 업무 진행의 연속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짧

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업에서는 기간이짧다는 얘기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실습을 하면서 업

무를 많이 가르쳐야 하는데 기간이 짧고, 부서 내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기간

도 너무 짧기 때문에 이친구가 정말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거기에대한 의

문이 좀 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인턴 운영 과정을 비교해 보면, 해외 대학의

경우가 진행에 있어서 상황적 변수가 많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3～6주간으로인턴기간이보다짧으며, 본인의지에따라연장가능한

기업도 있고, 외국인의 경우 별도 교육 및 평가가 간소화되어 진행된다.

“여름방학기간동안주로진행되고, 아직은외국인대상의프로그램이나제

도자체가국내대학생만큼마련되어있지않아요. 그러나앞으로이러한인력

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므로 준비는 해야겠죠.”

나. Retention제도

인턴기간종료후평가를통해서예비신입사원으로합격한경우, 남은

학기동안기업에서우수인재유지및이탈방지를위한 Retention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4학년 2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 후 바로 취업 가능하

지만, 4학년 1학기재학생의경우남은 1학기동안유지목적으로진행되

고있다. Retention 기간 동안합격한회사의구성원이라는점을계속각

인, 주지시키면서 회사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우리회사가마음에든다고두달동안뽑았는데, 다른곳에갈수있는기

회들이또있잖아요? 그런데우리가선택했으니깐가급적이면우리랑일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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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차원에서 계속 유대관계의 끈을 두는 거죠. 이게 돈만 가지고는 안 되거

든요. 공사현장에가서엄청고생도했어요. 그러니깐고생도같이하고당근도

주고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끝나고 나서도 같이 근무했던 부서에서 회식을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

거나행사를하면불러서같이하다보니까계속스킨십이쌓이다보니까…회

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인턴 선발 및운영에 지출된 투자비용과 더불어 Retention제도 운영을

위한적지않은비용이듦에도불구하고인재선점을위한방안으로서보

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학금, 자기개발비

등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네트워킹 활성화,

사내외교육참여기회제공, 인트라넷제공, 계열사의인프라활용, 공장

견학, 문화활동 참여(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커뮤니티활동지원, 공채

인적성검사 시험관 활동(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등이다.

이탈률이높은기업이나직무의경우금전적인지원이나보다많은신

경을쓰고있고이러한혜택제공뿐만아니라부담스럽지않는과제를부

과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여 보상을 주기도 하며, HR부서

또는 개별 사업부, 팀의 멘토에 의해서 운영된다.

“우리 회사 구성원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리마인드시키기 위해서 회

사인프라를이용하거나온라인교류등을실시하고있어요. 입사전까지, 불러

모아서 엔타워 이런 곳도 같이 가고, 케이크도 만들고, 공장견학도 가고, 계열

사인프라를많이이용하죠. 친구들이되게좋아해요. 학교다닐때는참석하기

어려워하지만, 입사하고 나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네트워크 형성도 되고.”

“Retention을 안 하는 회사가 없죠. 하면서도 사실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Retention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때

문에 20, 30년근무할직장을선택하지는않죠, 그런데우수한인재를선점하기

위해서 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나 규모가 좀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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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대졸 인턴 운영 과정

과정 내용

인턴 운영과정

ü 인턴시작→입문교육→업무교육(OJT)→인턴평가→인턴수료

ü 현업에서는 인턴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으나, 방학기간 내 종
료되어야 하므로 6～8주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ü 현업 부서에서 업무를 배우고 부서 내 평가를 받는 기간이 짧
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로 인해 산학연계(학기 중)의 필요성이

대두됨

ü Retention제도:인재 선점 위한 핵심방안, 투자비용으로 인식

“대졸 공채 인적성 때 이 친구들을 불러서 감독관을 시키는데 대개 좋아하

더라구요. 자기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회사 직원이네요 이런 말도 하면서.”

“리텐션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뭔가 릴레이션을 가져

야친구들이 ***에대한열정, 관심도를유지할수있을것이다라고생각이되

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5. 인턴제 교육 과정

인턴 선발 후 기업에 따라 1일∼1주일 동안 입문교육 후 업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문교육에서는 회사소개, 직무/사업분야 소개, 직장인

소양교육(조직생활에티켓등), 기본업무교육(보고서작성요령등), 공

장견학, 외부 참여 프로그램(문화 관람등) 등 신입 공채교육을축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후 업무배치 후 업무교육은 선별된 멘토에 의해서

OJT로진행하는데 100% 인턴으로 채용하는기업의경우주차별커리큘

럼으로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1주일정도의교육기간이끝나면 6주가남는데 2주는본사에서, 4주는점포

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본사에서 실습을 할 때는 본사의 1개 부서에 아예

배정을 하고 그 부서의 멘토가 정해져 있어서 일단 그 부서의 업무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그렇게업무를 배우게되고, 4주 정도는점포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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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기업별 대졸 인턴 교육 과정

입문교육 업무교육

A사 정보서비스업 3일간 교육 멘토 OJT 교육

B사 건설업 2일간 교육 팀별, 본부별 OJT를 3일～1주간 진행

C사 도매 및 소매업 1주간 교육 멘토 OJT 교육

D사 제조업 1주간 교육 멘토 OJT 교육

E사 건설업 1일간 교육 멘토 OJT 교육

F사 정보서비스업 1주간 교육 바로 현업 투입

G사 지주회사 1, 2일간 교육 1주일간 Site 교육, 멘토 OJT 교육

H사 금융 및 보험업 1주간 교육 멘토 OJT 교육

I사 제조업 1, 2일간 교육 멘토 OJT 교육

J사 제조업 1주간 교육 멘토 OJT 교육

<표 4-15> 교육과정 특징 및 문제점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과정

특징 및

문제점

ü 입문교육은 공채교육

압축해서 진행

ü 업무교육은 멘토
OJT 진행

ü 사전멘토적임자 선발

ü 만족도가 멘토 역량에 의해 좌우됨
ü 인사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진행 안 됨

ü 멘토와 멘티의 상호간 평가, 인턴모임 등
을 통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ü 균질화된 코칭 필요

팀에배정되어매장관리자, 세일즈매니저가멘토가됩니다. 그래서마찬가지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할 커리큘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6. 인턴제 업무수행 과정

가. 업무배치 및 업무수행 내용

지원자의 모집분야별로 배치되며, 그 외 전공과 관심분야에 따라 우선

배치하도록하고지방근무의경우되도록집에서출퇴근할수있는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면서 근무지 근처의 지방대학 인턴 선발률이 높은 편

이다. 이는 건설업과 통신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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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전국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서 인

턴규모를할당해주어야되고, 그래서각도단위별로 5명내지이정도라도배

분해 주니깐 전체 150명 뽑는다면 거의 60～70명은 지역에서 들어오죠.”

“공장이 화성, 광주쪽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그 근처에

거주지를두고있거나그쪽에 연고가있거나학교가그근처라든지하는친구

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공장

근처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지원율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인턴은공식적인채용전단계로업무숙련도가떨어지고, 어떤권한을

주기도 어려우며, 신기술 개발의 경우 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배치 부서

특성에 따라 인턴을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대

체적으로 실무투입보다는인턴지원자를검증할수있는단기적인과제

수행 중심으로 부과한다. 예를 들면 대학생 공모전 아이디어 제안, 사내

직원 영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현장경험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사실실무부서에따라서많이다르거든요, 어떤부서의경우실질적으로현

업에투입시켜서할수있는그런부서가있는가하면, 저희회사는구매나신

기술 개발 부서가 많은데, 정보유출 그런 보안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주지 못하는경우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프로젝트를주는것이기도 하구요.

프로젝트라고하는것이사실 그렇게거창하지도않고요 4～5주 안에 다해결

해야 되는 것으로, 틈틈이 짬나는 시간에 하라고 해요.”

업무수행에현장실습을포함시켜직무에대한이해도를높여줌으로써

인턴제프로그램을실제입사했을때최대한유사한형태로경험할수있

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갓 입사한 신입 공채와 마찬가지로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임의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턴

사원 스스로 업무수준에 대한 불만을 갖기도 한다.

“단순하거나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아이템보다는 직무와 연결시킨 주제를

보통주죠. 그러면서직무와관련된기본적인지식도공부할수가있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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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채용되었을때인턴기간 동안배웠던것이효과가나타날수가있

는 거죠.”

“인턴사원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통계자료에서 데이터

오류 검증을 한다든지, 흔히 말하는복사를 시킬 수있고요, 오탈자를찾는 것

도 될 수있는데, 이것들은공식 입사한 신입사원도그런 업무를 하거든요. 그

런데본인들이인턴이기때문에 자기는꿔다놓은보릿자루처럼이런것만시

킨다고 오해를 하고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인턴사원의불만에대한개선책으로 HR, 인사부서주관하회의

를 통해 인턴들의 의견을 수집하거나, 업무 보고 일지를 검토하여 현업

부서장, 멘토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인사과에서 100%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 HR에서도 1주나 2주에한번씩별도로시간을가지고

인턴들하고현업팀장들은다 빼버리고인턴들만모아서니네지난주에뭐했

니, 부족함 점은 뭐니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자리가 있어요.”

나. 멘토링제도 운영

조사된 기업 모두 인턴별로 1 대 1 또는 2 대 1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데 멘토는 주로 부서 내 대리, 과장급으로 선임하여 과제나 업무

수행을코칭하는역할을담당하며, 기업에따라보다높은직급의사업부

장 또는 다른 부서의 선임자가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턴제는 교육

을위한것이아니라선발을위한것으로멘토의역할은교육자의개념보

다는 인턴의 회사 및 조직생활 적응을 위한 코칭을 해주고, 과제를 주고

과제수행을도와주는역할이며, 향후 Retention 기간 동안후속관리의역

할을 하게 된다.

“시니어는차장급정도로주로직무의중요성이나프로젝트과제에대한인

사이트를주거나코칭해주는역할을하고, 주니어멘토는실제인턴제가중요

한것중의하나가조직생활을먼저체험해본다는측면이있기때문에조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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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측면이라든지, 기본적인 회사 내에서의 습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서포팅

해 주고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편이죠.”

멘토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멘토 적임자를 선발

하여 교육한다. 인턴의 정규직 채용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멘토의 개인별

자질및영향력을고려하여보다엄격한관리체계를진행하고있고멘토

의성향과역량에따라인턴사원의만족도가달라질수있으므로보다균

질화된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바쁜 공장이나 현장

에서는 멘토의 케어링을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멘토할 때 완전히 그냥 맡겨만 놔 버리

면멘토의개인차이에따라서배우는것이천지차이가나기때문에일정수준

으로 다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사람이죠.”

“현업이너무바쁘기때문에인턴을계속케어해주기어려워요. 학생 1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정말 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부문 쪽에서는 워낙 업무

가 많아서 불평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인턴사원에게 양해를 구하

고, 현장에배치를받으면본인스스로적극적으로업무를많이해보라고이야

기 하는 편이에요.”

<표 4-16> 업무수행과정의 특징 및 문제점

과정 특징 문제점

업무

배치

및

수행

ü 업무수행에 현장실습 포함
ü HR 부서는 인턴 의견 수집, 업무
보고 일지 검토하여 현업 부서장,

멘토에게 피드백 제공하고 있음

ü 실무 투입보다는 인턴 지원자 검
증 가능한 단기 과제수행 중심

ü 업무 숙련도 낮고,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인턴사원의 업

무 수준 불만

멘토

링

제도

ü 조사대상 기업 10개사 운영 중
ü 교육자의 개념보다는 인턴의 회사

및조직생활 적응을위한코칭역할

ü 과제 제시 후 과제수행 협조
ü 향후 Retention 기간 동안 후속관리
역할

ü 멘토의 성향, 역량에 따라 인턴사
원의 만족도가 큰 차이가 있음

ü 현업의 상황에 따라 멘토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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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턴제 수행평가 제도

가. 인턴 수행평가 제도

인턴기간이 끝나면 멘토, 팀, 부서장 평가를 통해 인턴기간 동안의 성

과 중심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인턴사원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가산점제공또는서류전형면제등의특전을제공하거나신입정규직으

로서 채용기회를 제공하며 평가항목은 크게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로 구분된다.

인턴 평가 결과가정규직채용으로연계됨으로써한항목에대해서인

턴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 평가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평가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평가하고자 하는데 정규직 연계 채용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인턴제가 정착화된 기업일수록 다양한 방법, 다양한 평가자를 통

해선발하고자한다. 조사대상기업중 A사는인턴수행평가결과를 3등

급으로 구분하여, 향후 공채 지원 시 등급별 특전을 상이하게 부여하고

있다.

“5명의 평가자들의 평가가 종합결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에 들어가

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생활태도가 될 수도 있고 업무일지를 쓰게 하거든요, 업

무일지의내용과과제를프리젠테이션하도록합니다. 모든정성적인것과정량

적인 평가 결과를 통해 상대평가가 되죠.”

<표 4-17> 평가항목

평가내용

정량적

항목

ü 프로젝트/과제 수행 평가 및 발표:개인 또는 팀별 평가, 그룹토의식
으로 진행, 수시 진행

ü 업무 수행 평가:멘토 및 팀장 평가, 일일/주간 업무 보고 일지 내용
평가

정성적

항목

ü 기업 인재상과의 부합성, 해당 직무와의 업무 적합성 및 역량, 성장
가능성, 생활태도 등

ü 현업 실무진의 긍정적 평가로 부서 내 인력 충원 계획 시 신입 공채
보다 인턴경험자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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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내지는 4개등급으로구분이됩니다. 2등급이주로많고그다음에 3등

급. 1등급정도받으면임원면접으로넘어오고 2등급하게되면실무면접을면

제할까말까고민하는. 3등급받으면서류전형면제까지만해줍니다. 4등급받

으면 서류전형할 때 가산점을 주고요.”

나. 인턴에 대한 정성적 평가

업무능력은기대대비잘하는편이며, 아직채용이확정되지않은상태

이기 때문에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현업 실무진의 긍정적인 평가로 부서 내 인력 충원

계획에서 신입 공채 선발보다 인턴경험자를 선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

으며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의 타깃이 인턴사원과 유사한 경우,

신규 런칭 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기여했던 사례도 있다.

“아무래도아직채용이확정되지않는기간이기때문에매우열심히, 적극적

으로 하지 않을 수 없죠. 공채와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이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에게물어봐요. 이인턴을뽑게되면하반기에다른신입사원이안

들어갑니다, 하겠습니까?라고하면인턴을선택하시거든요. 신입사원들에비해

훨씬 낫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 같은 경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해서 시장

출시까지기여하는 부분도있고, 그래서현업에서피드백도 굉장히좋았어요.”

<표 4-18> 인턴제 수행평가의 특징 및 문제점

특징 문제점

인턴제

수행평가

과정

ü 정량적, 정성적 항목 포함
ü 최종 선발 위한 평가과제 수시 진행
ü 과제수행 평가 및 발표, 그룹토의, 업무
수행 일지 등

ü 최종 선발 면접 시, 실무자의 평가비중
가장 높음

ü 평가 항목 및 비중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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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턴제 고용형태 및 실습비

가. 고용형태

8개사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H사의

경우 채용전형부터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으므로 고용

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상해보험에가입하고있었으며, J사의경우정보

유출 서약서로 고용계약서를 대신하고,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7년

부터인턴제를운영하기시작하여아직제도화구축단계인것으로볼수

있다.

“기업의체험형태로오는것이라면 4대 보험가입을안해도된다고명시되

어있다고하더라고요. 저희도 4대보험은같이들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은

갖고 있어요.”

기업 내 인턴의 고용형태는 ‘인턴’ 또는 ‘단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정식으로고용된것도아니고, 아르바이트생도아닌애매

<표 4-19> 기업별 인턴 고용형태

고용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용형태

A사 정보서비스업 ◯ 인턴

B사 건설업 ◯ 인턴

C사 도매 및 소매업 ◯ 인턴

D사 제조업 ◯ 인턴

E사 건설업 ◯ 단기계약직

F사 정보서비스업 ◯ 단기계약직

G사 지주회사 ◯ 인턴

H사 금융 및 보험업

X / 상해보험 가입

(채용전형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였으므로)

단기계약직

I사 제조업 ◯ 인턴

J사 제조업
X / 상해보험 가입

(정보유출 관련 서약서 작성)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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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osition으로, 선발과정동안지원자본인을보여주는기간이기때문에

고용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인식, 법적으로 적합한 고용형태가 아직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인턴의 계약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인턴

의고용 position에 대한기업인사담당자도명확히알고있지못한상황

이다. 향후확대되고있는인턴채용관련법제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이에요. 아르바이트나 비슷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

요. 법적으로 좀 애매한데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나와 있으니깐 수고비용으로 인턴비용을 주는 것도, 고

용의의미와는다르죠. 두달을데리고있고, 뭔가실습비도줘야되고, 그러려

면 관계를 맺어놔야 되는데 우리 법에 그렇게 딱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턴사원계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알기로는매달 1일 기준으로해서 1일에들어온친구들은보험좀내

고 중간에 예를 들어 10일에 들어와서 28일날 끝나는 친구들은 보험 안 들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근로복지공단그쪽기준에따른거예요. 확실한것인지모르겠지만, 급여가나

가면서 그게 되겠죠, 회계처리상 해야 되니깐.”

“아르바이트생은아닌데, 특별히글쎄요. 거기에대해서는뭐라고붙여야될

지는…….”

본 조사에 참여된 기업들의 경우 고용계약서 작성률이 높으며, 고용형

태는 ‘인턴’, ‘단기계약직’이다. 법적으로정식으로고용된것도아니고, 아

<표 4-20> 인턴제 고용형태의 특징 및 문제점

특징 문제점

고용형태

ü 조사대상 10개사 중 8개사 고용
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ü 2개사는 상해보험 가입
ü 고용형태는 ‘인턴’, ‘단기계약직’

ü 법적 정식 고용 X, 아르바이트 X
ü 애매한 position
ü 법적 적합한 고용형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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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이트생도아닌애매한 position으로, 선발과정동안지원자본인을보

여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인식, 법적으로 적합

한고용형태가아직없는상태이다. 점차적으로인턴채용제도가확대됨

에 따라서 인턴을 위한 고용제도가 필요하다.

나. 인턴 실습비 및 복리후생

기업에따라인턴실습비에차이가있으며, 주당으로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9만원으로, 특히건설및중공업의인턴실습비가높은편이다. 인

턴은예비선발과정에있는자로정규직원에게제공되는복리후생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규직원이아니기때문에복리후생제도를지원하는것은무리가있죠. 그

러나 인턴기간 동안은 우리 직원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인턴기간동안은인턴십급여를주고요. 식대 주고, 지방거주자같은경우

에는 숙박 같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거 말고는 임직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리후생을 인턴사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9. 인턴제 운영 및 제도 평가

가. 인턴제 만족도 평가

기업은 인턴제를 통해 공채 시 몇 차례의 채용절차에서 파악할 수 없

는능력, 잠재력, 인성등을파악하여정규직후보자를평가해볼수있는

기회로서자율적필요에의해시행하는인턴제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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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기업별 인턴 실습비 및 복리후생

실습비 복리 후생

A사 정보서비스업 8주 200만 원 (주당 25만 원) -

B사 건설업 7주 270만 원 (39만 원) 기숙사, 경조사비

C사 도매 및 소매업 7주 200만 원 (29만 원) -

D사 제조업 4주 120만 원 (30만 원) -

E사 건설업 3주 108만 원 (36만 원) 기숙사, 통근버스

F사 정보서비스업 4주 120만 원 (30만 원) 경조사비, 휴가

G사 지주회사 6주 120만 원 (20만 원) 기숙사

H사 금융 및 보험업 7주 140만 원 (20만 원)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 지급

J사 제조업 6주 150만 원 (25만 원) -

1) 긍정적 평가 요인

첫째, 우수인재선점을위한채용기회이다. 공채절차를통해보지못했

던 다양한 인재를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제일 의미가 크고 우수인재 선

발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채대비 입사 포기율 및 조

기 퇴사율이 낮은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턴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입사 포기율이 훨씬 적어요.”

“채용시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점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

면채용담당자들입장에서는전쟁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인턴제를공채보다

시기적으로먼저하는경우도있고, 인턴제의리텐션율이높은측면이있기때

문에 우수인재를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죠.”

둘째, 공채에서검증하기어려운회사에대한적응력, 애착심, 성격, 성

향 등 평가 타당성이 높다.

“공채의경우짧은시간에사람을판단하다보니깐외형적인조건들을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

이 너무 작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직접 시간을 갖고 조직 안에서 생

활하면서선발할수있다는점에서요. 사람은며칠지내다보면다알수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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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셋째, 기업 및 직무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업무 수행

결과를바탕으로평가함으로써기업및직무에더적합한인재를채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기업입장에서는일을가르치는트레이닝측면인것이지, 실제로이친구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인건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제공되는 측

면은 사실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없다고 볼 수는없지만. 그런데 다만장점은

그인턴제를통해서트레이닝되어 있는상태에서입사를하면그냥하반기공

채를통해서신입사원으로들어온 친구들이랑비교해봤을때조직에대한적

응기간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에서 더 빠르겠죠. 진도를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죠.”

넷째, 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이다. 인턴채용 후 인턴제의 만족스러운

경험이 구전되어 공채 지원율도 증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고용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형식적인인턴이아니라대학생들입장에서도사실방학때기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체에서 인턴

제프로그램을제공해줌으로써실제로채용시장에있어서도지원자들이선택

할수있는프로그램도다양화하는경향도있고, 그런인턴제프로그램을체험

할수있는기회를준다는측면에서도학생들에게자기한테더많은직장을선

택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잖아요. 그런측면에서고용브랜드를제고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있죠.”

“작년보다 공채 지원자가 40% 정도 더 늘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 나름대로

인턴을해보고동료학생들사이에서나학교에서알려져서그런것이있지않

을까 하는.”

다섯째, 공채사원대비업무능력, 조직적응력등에서우수한면모를보

인다는 점이다. 회사, 조직에 대한 애사심이 보다 강하며 실무를 익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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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등이확실히뛰어난편이다. 인턴기간동안트레이닝되어있는상태

에서 입사하여 조직의 적응기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입사 후

회사나 조직, 직무에 대한 인지 부조화가 적으므로 낮은 조기 퇴직률을

자랑한다. 통신업, 건설업의경우는지방근무에대한거부감이적어진다

고 한다.

“같은부서에공채랑인턴이각각한명씩있다고하면인턴은그래도 7주동

안봐왔으니까기본적인친숙의필요도없고어느정도가르칠것은가르쳐줬으

니까 좀 더 빨리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생산기술은정말 24시간 풀야근으로 하시는분들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인

턴들이그모습을먼저 봤기때문에오히려꺼려하지않을까생각했는데본인

들이거기에대해서미리 알고들어오니깐저희들은거기에서평생썩을겁니

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다들 만족하고 잘 적응하고 있더라구요.”

“그냥좋은말만듣고서좋겠거니하는핑크빛전망을갖고왔는데, 막상현

실은그게아니다라고이탈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데인턴을해보면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내 일로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온 경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직무경험을 한다는 것이

직업선택의 인지 부조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근무에 대한 거부감이 많

이없어요. 인턴으로들어왔던친구들의경우그런점에서보면회사입장에서

매우좋죠. 아무래도빨리적응할수있고자기들끼리더잘뭉치고우애도돈

독하고. 기껏 뽑았는데 2, 3년 만에 나가 버리면 손실 비용이 매우 크니깐.”

2) 부정적 평가 요인

첫째, 정규직연계채용률이낮을경우기업의이미지에부정적인영향

을 우려하고 있다.

“인턴이 많아지면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

을케어할수있는 부분이소홀해지게되면다른회사인턴처럼안티발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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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 힘들어지니깐, 너무

인턴규모를 확대하면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죠.”

“인턴제 과정이 인턴을 보는 하나의 확장된 면접이라고 보지만 저희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사를 한다면 좋지만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 회사 안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희의 평생 고객으로 만

들어야되는거잖아요, 그만두더라도. 그래서최대한서비스를잘해주려고노

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 resource 투입이 많이 요구된다. 인턴제를 추진함으로써 선발비용,

교육비용, 고용비용(실습비, 보험료), Retention 비용등과같은경제적인비

용뿐만 아니라 현업 부서의 협조, 멘토링 등의 간접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1년에 두 번 50명씩 선발하는데, 한 번 진행할 때 1억 넘게 소요가 되거든

요, 적은금액이 아니라서 항상고민을 합니다. 이 재원을공채에 투여해서 한

다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기업의 특성이 경험이 계속 쌓여야지 밸류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6주 사용한다고 해서 투입 대비 고용효과라든가 하는 것은 훨씬 적어요.

보통 3년은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한다고.”

“인턴은 실습하면 십습비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미리 뽑아놨으니까 나중

에자기개발하는지원도해주고. 이번에도여러가지지원을많이해주거든요.

금전적인 것도 있고.”

셋째, 표준화된, 체계적인 인턴 운영 시스템이 부족하다. 인턴 종료 후

선발을 위한 평가 검증 툴이 부재하므로 인턴 프로그램 운영이 모듈화,

체계화가 없다. 따라서 인사부에서 현업 부서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만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멘토링 제도의 편차 발생, 현업

부서에서의업무 OJT 편차, 업무수행편차등의문제점을해결해야한다.

이러한편차를좁히기위해서인턴기간중공통교육을좀더확대시킬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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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제도편차가있어서인턴에대해호의적인만족감을표시하는인턴

들이 있는 반면 내가 진짜 꿔놓은 보릿자루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

서…….”

“인사부에서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주지요. 하지만 실제 부서별특성이 다

다르고, 상황이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100% 진행되는지는알 수가 없죠. 그런

편차에 대해 늘 고민이 있죠, HR에서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깐.”

넷째, 인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부서 특성

상 바쁜 업무로 인턴을 제대로 관리할 수없는 부서에 인턴을 배치한 경

우 인턴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 따라 멘토와 멘티 간에 서로를

평가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멘토에대한부정적인감정이기업의안

좋은 이미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멘토에게 인턴사원을

관리하고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것도 리더십 개발의 일환으로 유도하면서

본인 역량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현업에서도뒷받침이안되어주면인사부에서마구잡이로진행하기는힘들

기 때문에…….”

“방치도 사실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방치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랑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중간에 간담회하고 또 공장 쪽 인력 쪽에서 계

속적으로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어차피 얘네들 입사한 직원도 아니잖아, 우리 바뻐, 애네들 주지마. 왜냐하

면실제업무에도움이되는사람들이라면받고싶겠죠. 그런데 4주 있다가가

버릴사람이다보니실제로업무에방해가되는것도사실이죠. 왜냐하면신경

을 써 주어야 되니깐. 그런 것은 인사에서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죠.”

“인턴사원들을 관리하고 케어해 주고 역량개발 해주고 이런 것들이 리더십

개발의 일종일 수 있다는 예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인턴을 받음으로써 본인

역량개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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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정규직 선발을 위한 인턴 평가에서 평가자의 개인적인 영향이

포함될 수가 있다. 인턴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잃어버리

는 경우가있는데최종임원진평가에서 제3의임원진평가제도를마련

하기도 한다.

“약간 모자라더라도 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연계 채용하지 않고 그냥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은 채용과 연계되면서 체계적인 면접을 통해서 선발해야 나중에 공채로 확장

시키는데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접전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라는 고민을 가고 있어요.”

<표 4-22> 채용담당자의 대졸 인턴제 평가

내 용

장점

ü 우수인재 선점 위한 채용기회
ü 공채 대비 다양한 인재 선발
ü 공채 대비 낮은 입사 포기율 및 조기 퇴사율
ü 공채 대비 회사에 대한 애착심, 적응력, 성격, 성향 등 평가 가능
ü 공채 대비 업무능력, 조직적응력 우수함
ü 기업, 직무에 보다 적합한 인재 선발
ü 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

문제점

ü 정규직 연계 채용률이 낮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ü resource 투입 요구됨(경제적 비용, 간접적 비용)
ü 표준화된, 체계적 인턴 운영 시스템 부재
ü 인턴 관리 부실
ü 정규직 선발 위한 평가에서 공정한 평가방법 부재

나. 현업 실무 부서의 평가

인턴제 공고 전 사내 부서별 인턴 수요조사를 통해 인턴 규모를 산정

하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배치함으로써 현업 실무 부서의 반응

도 긍정적이다. 이전에 정규직 연계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 인턴에

대한 관심 및 몰입도, 책임감이 높아짐으로써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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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에 만족스러워한다. 또한 신입 공채 대비

열정을가지고배우려고하는태도가보다뛰어나다는평가가주를이루

고 있다.

“수요와공급이일치되도록인턴을배치하기때문, 수요와관계없이그인턴

이배치되었다면, 인턴을관리하는데애로사항이나방치가될수있겠죠. 현업

수요를바탕으로배치하면어떤업무를하느냐하는것을다따진다음에최종

적으로 규모를 산정하므로 문제가 없죠.”

“처음에인턴 시작할 때는 바빠서귀찮아했거든요. 그냥잡일이나 시켜야지

하는생각으로했어요. 그런데지금은우리팀으로올사람이고, 누군가를골라

야되기때문에부서에서도그런책임감이생기고집중력도생기는거예요. 괜

찮은애들이선발되어서인턴을하다보니깐괜찮다라는반응이많이있어요.”

“어차피 신입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업무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

심히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크게 반영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신입보다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인턴을했던학생들이우리회사에대한애사심이높구요.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적응도에서 높기 때문에 인턴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현업 실무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대졸 인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현업 실무 부서의 대졸 인턴제 평가

내 용

평가

요인

ü 사내 부서별 인턴 수요조사 후 인턴 규모 산정
ü 정규직 연계 채용으로 인해 인턴제 몰입도, 관심도 증가
ü 공채 대비 인턴의 업무수행에 대한 열정과 태도로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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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 대졸 채용 변화 양상

가. 인턴제 관련 내부 현안

첫째, 정규직연계채용률이낮은기업의경우부정적인이미지에대한

우려가 있다.

“6개월짜리 인턴을 없앤 것도 실제 대졸 신입으로 전환채용된 비율이 20%

내외거든요. 300명뽑아서 60명밖에안해주었기때문에나머지 240이우리기

업을 안 좋게 생각할 수가있기 때문에 취업 사이트에 그러한 우리얘기가 나

오는 것을 늘 고민하죠.”

둘째, 인턴제 운영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인턴제 운영

프로그램이제대로되어있을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따라서인턴사

원의결과차이가크게나타나기때문에보다디테일한프로그램설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인턴 동안 프로그램을 변화를 줘서 인턴 실습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이려

고 하는 고민을 하고요, 기존에 줬던 프로젝트 주제를 다른 주제로 한번 바꿔

볼까 이런 거.”

셋째, 지속적으로 인턴제도 개선을 위해서 피드백제도를 마련하고 있

는데 인턴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성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실시한다.

“인턴이 끝나고 나면 늘 반성과 다음회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간을 가져요.

저희가 주최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인턴사원에게 설문을 받고 그 설문결

과를 다음에 실제로 운영했을 때 이번에 잘되었던 점, 잘못 되었던 점을 공유

하는 자리를 마련하죠.”

“멘티들이 멘토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평가가 좋지 않은

부서는향후 2차에는아예인턴을보내지를않아요, 그러니깐처음에는부서에

서 모르고, 정말 고맙다, 우리 바쁘다니깐 이제안 보내주는 거야그랬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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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히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호 평가를 합니다.”

넷째, 인턴사원의애사심, 주인의식, 자부심을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

하고있다. 정직원은아니기때문에생활하는동안직원들과거리감을느

낄수가있으며, 이방인같은느낌을줄이기 위해서 Retention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유지를 위한 과제를 부과하거나,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

리후생중소액에해당되는제도를제공하고자계획중에있는것으로나

타났다.

“직원에게제공되는혜택중음료할인과같은소액의경우잠재적인우리의

정직원이야라는느낌을줄수있는, 프라이드를줄수있는제도를만들어보려

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섯째, 비교적 최근에 인턴제를 시작한 기업일수록 효과적인 제도 운

영에대한고민을가지고있었는데, 국내 대기업이나해외기업의사례를

연구하거나 다른 기업에서는 인턴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많으나, 특히 HR 부서의경우기업요체로서기업간커뮤니케이

션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고민이많죠, 인턴을어떻게하면더잘운영할수있을지, 진짜로인턴으로

뽑아야 되는 직무가 무엇일까.”

여섯째, 기존 4년제대학교중심의인턴제에서확대하여석․박사인재

대상의 인턴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석․박사의 경우 방학 동안

연구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턴에 참여할 기회가 없으므로

산학연구과제 중심의 유기적인 운영 방식을 고려 중에 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연구직들의 경우 더 회사와 연관이 있게 되고, 그런 것

을 알면 연구를 하면서 유기적으로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드는데 아직

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일곱째, 서류전형시직군구분없이선발하는경우인턴사원의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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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인턴제 관련 내부 현안

내 용

주요

현안

ü 정규직 연계 채용률과 기업 이미지의 관계
ü 인턴제 운영 프로그램 설계, 효과적 운영
ü 인턴제도 개선 위한 지속적인 피드백
ü 인턴사원의 애사심, 주인의식, 자부심
ü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채용 위한 최종면접 시기 결정

감안하여 희망직군을 명시하도록 개선했으나 산업 특성상 다양한 직무

경험을통해본인에게적합한직무를선택하는것이경험상적절한것으

로 보고 있다.

여덟째,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채용을 위한 최종면접 시기에 대한 고민

이있다. 인턴 지원자입장에서는인턴수료이후빠른시일내에최종면

접 후 선발을 요구하여 개선하였으나 오히려 ‘보험’으로 생각하고, 다른

기업의 채용을 준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손

실로 이전처럼 최종 선발 시점을 늦추었던 사례가 있었다.

“최종면접을늦게보는경우나를 100%뽑아주겠다고확답이있는 게아니

지않느냐, 그불안감을참을수없으니확실히보장해주겠다고하면입사하

겠다라는 지원자들의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채용 일정을빨리 해줬더니 자

기네들이취업스터디를만들어서우리회사는이미보험으로들어놨으니더

나은 회사에 취업 스터디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너네가 우리한테

목을 메야지 우리가 너네한테 목을 메는 제도는 맞지 않다고 해서 뒤늦게 면

접을 봐서 합격을 시켜주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나. 인턴제 채용의 기대 및 우려

1) 기대점

첫째, 우수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채용절차로는 요즘과 같이

취업준비를철저히 하는상황에서적합/부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데한

계가있는데인턴제도는일정기간동안일하는과정을통해서충분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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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통하여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우수인재를 사전 발

굴, 검증 후 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다.

“열정을가지고매우열심히하고따라주고배우려고하는자체들이아무래

도일반신입들보다훨씬뛰어났다고하는것이제일커요. 어차피신입이라고

하는것이큰업무지식을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열심히하고뭔가배우려고

하려는의지가크게반영되는데그런것들이아무래도신입보다는훨씬크죠.”

“인턴십을통해서, 공채로뽑아버리면저희가나가라고할수없는데인턴십

종료 및 최종면접이라고 하는 마지막 검증단계가 있으니까 인턴십을 통해서

진짜부적합한사람들은거를수있는장치가되어있다는현실적인장점도있

고.”

둘째, 인턴사원의 구전을 통한 회사 이미지 홍보 효과가 있다. 인턴사

원이회사에서의좋은경험을친구나주위에말함으로써좋은홍보효과

를얻을수있고인턴근무자들을통하여주요대학가에회사의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회사의 고용/채용 브

랜드 이미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저희 회사가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다른 기업보다 회사 정보를 좀

얻기어렵다는그런이미지가많이형성이되어있더라구요. 그런부분에서학

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었던것같아요. 그래서몇개의회사만인턴설명회를따로진행도하고있

어요.”

“대학생들에게기회를준다는것자체가기업의이미지개선이나홍보에효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룹이 삼성이나 현대보다는 네임밸류가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유지할 필요도 있고.”

“다시 인턴을 마치고 학교에 가면 우리 회사를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

서다음에하반기신입공채에좋은영향을미칠수있고하반기에리쿠르팅이

나 학교의 행사를 나갈 때 인턴을 활용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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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입공채보다빠른업무적응력으로성과를창출하는데소요시

간이 보다 짧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턴을통해서트레이닝이되어있는상태에서입사를하면하반기공채를

통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직에 대한 적응기간

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은 더 빠르겠죠. 진도는 더 빠르게 나

갈 수 있겠죠.”

“신입을 당장 입사시켜서 적응 1년간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서 밸류를 내

기까지는시간이많이걸리는데단 6주라도해보면입사를했을때그신입들

보다는훨씬빨리적응할것이고좀더퍼포먼스내는시간이줄어들기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요.”

2) 우려점

첫째, 정규직 연계채용되지않을경우회사에대한안좋은이미지전

파를 우려하여 연계 채용되지 않을 경우 멘토를통해서 공채 지원 시 관

리해주거나인턴기간동안좋은경험을얻어갈수있도록멘토에게교육

을 시키고 있다.

“그래도 **에서많이배웠어, 이런말을할수있게해달라고멘토들에게교

육을 시키죠.”

“인턴수가많아지면사람이부족한상태에서업무량이엄청많은데,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소홀해지게 되면 다른 회사 인턴처럼 안티발언이라든

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 힘들어지니깐요.”

“인턴기간동안노조과관련되는민감한부분들도있고, 그런것들이이슈가

커져버리면그친구들이보고 나가는것이그런부분이기때문에단면적인부

분을 보고 아 이게 **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염려되기는 하죠.”

둘째, 인턴기간종료후신입정규직으로확정된이후입사전 Retention

기간 동안 이탈할경우 비용투자에 대한 우려를하고 있고 공채 대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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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기간 동안의 관리비용(인턴 실습비, 멘토링제도 운영, 행정적 절차 등)

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어 인재 선점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다

른기업으로입사하는등으로이탈할경우재정적인손실을가져오게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Retention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거나, 정규직 확정을 빨리 지어주거나, 입사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인턴은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하니깐 행정적이나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들

은분명히공채보다인턴이많이들어요. 그런데돈이많이드는것보다더중

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중요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상하반기 공채를 해서 예를 들어 2월 졸업자인데 바로 채용시켜야 되는데

인턴하게되면방학때까지또기다려야하고, 그러면그친구들의취업시기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시장에서좋은인재는이미다른곳으로가고어중이떠

중이만 남으면 그렇죠. 확보시기가 문제예요. 여름에 인턴한다고 해봐요. 2월

졸업자라면 그 친구들이 취업 포기하고 방학 때 인턴하고 기다리겠어요. 아니

죠, 다른 곳에 가죠.”

셋째, 기업내부정보보안노출에대한우려를하고있다. 경쟁사인턴

경험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향후 경쟁사에 입사할 가능성

도있기때문에기업비밀에해당될만큼중요한업무는인턴사원에게주

지 않는다.

“공장과 연구개발 등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우려가 되죠.”

“경쟁사 인턴이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깐, 우리 인턴하는 친구

들이그쪽으로가는경우도있다고보고요. 그래서인턴할때인턴이기때문에

보안이라든지이런것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 정말기업비밀에해당될만큼

중요한 사항에는 인턴을 활용하지 않고.”

넷째, 인턴기간을 함께하면서 부서 내 평가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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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는 경우 가 발생하므로 평가항목을 상세하게 구성하거나, 여러

평가자를 통한 다각적인 평가, 최종 면접 및 평가자는 제3자인 임원평가

제 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멘토의 평가는 최종선발에서 20% 정도만 반영을 하고요. 부서장 20%, 임

원면접에 좀 높은 비중을 두는데, 멘토 평가라고 하는 것도 회사가 그 멘토에

게지정해주었는데그 멘토의평가를어떤당락에연결시킨다는것이저희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멘토한테 배정되면 좋은 OJT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

요. 그렇다고 현장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깐 현장의 평가를 한 20% 정도로

반영하고요.”

“두 달 하다 보면 다 잘 해보이거든요. 그게 한편으로는 정 들어서 잘 보이

게하는효과가있다는것이죠. 그래서저희가선발할때그런모든의견을다

가지고 다시 한번 임원들이 상황들을 종합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섯째, 국내 유수대학에서아주우수한인재의경우인턴보다는공채

를선호하며, 채용시장에서다양하고우수한인재를선발하기위해서다

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국내 대졸신입의

공채시장특성이하반기공채에의존하는의존도가높고, 기업입장에서

는 공채 시즌에 선발하지 못하면 다른 기회가 없다. 1년에 한 번 단기에

막대한자원을들여서인재를뺏어와야하는측면이기때문에기업입장

에서도다양하게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는측면에서인턴제가장점이있

으나 그렇다고 인턴제로만 선발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하반기 공

채에 보다 우수한 인재가 지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반기의 경우 아직

<표 4-25> 대졸 인턴 채용의 기대점 및 우려점

기대점 우려점

ü 우수인재 선점 기회
ü 인턴사원의 구전 통한 회사 이미지
홍보

ü 신입 공채 대비 빠른 업무 적응 및

성과 창출

ü Retention 기간 동안 이탈 시 비용투
자 우려

ü 기업 내부정보 노출
ü 부서 내 평가 시 주관적 요소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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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유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항공대 엔지니어

로서 좋은 학교라고 평가되는 학생들은 인턴에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충

분히 어디든 자기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인턴 연계 채용 효과

현재대졸인턴제에서중요한이슈중하나는 ‘연계 채용’일 것이다. 기

업별 인턴의 정규직 연계 채용률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비율이 50%로,

최근에채용전제로인턴을선발한 B사, D사의경우현업의긍정적인평

가와 우수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계획했던 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로 선발

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원래 목표는 50～60% 였는데 막상 해 보니 현업에서 반응도 좋고, 애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90% 최종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우수한 학생들이많이

왔다기보다는요즘취업난이너무 심하다보니깐애들이너무열심히하는거

예요. 잠정적으로 50～60%라고애들한테직접적으로말해주지는않았지만, 어

느정도애들이분위기는알잖아요. 그러니깐여기에서열심히하면된다는것

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엄청 잘했어요.그러다 보니 현업에서 신입사원

을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을 뽑아서 배치하느니 어쨌든 1, 2개월 정도 일했으

니깐 얘네들과 하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늘리기로 했어

요.”

그리고인턴이외다양한채용제도가마련되어있거나, 공채인력의전

문성을보다높이평가했던기업의경우상대적으로인턴의연계채용비

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처럼상반기공채를고집할것이아니라채용전형자체를되게다양화

하기는해요. 그런데인턴이대세다고해서완전히전환시킬것은아니라는거

죠. 다양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인턴이 하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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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기업별 인턴제의 정규직 연계 채용 현황

연계 채용

A사
정보

서비스업

-인턴평가점수에 따라서 공채 지원 시 차등적으로 절차를

면제해 줌

-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되어, 등급별 공채 선발 과정에서

면제 혜택 제공

-대부분 서류전형이 면제되며, 신입 공채 중 인턴경험자 비

율은 20～30%

B사 건설업

-62명에서 43명 정규직 전환(전환율 70%)

-목표는 50%였으나 보다 많은 우수인재를 선발하고자 70%

까지 증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턴 수료자는 공채 시 서류전

형 면제

C사
도매 및

소매업

- ’05년부터 100% 인턴으로 정규직 선발

-20～30%는 본인 선택에 의해서 이탈하며, 70%에서 10%

정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하여 60%가 정규직으로 전환

D사 제조업

- ’11년 100명 선발해서 50∼60% 정규직 전환을 계획했으나,

현업의 긍정적인 반응과 우수인재로 90% 정규직 전환

-향후 현업, 인턴사원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율 변화 가

능성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턴 수료자는 기존 일반 지원

자와 동일하게 공채 진행(혜택 없음)

E사 건설업

- ’10년부터 정규직 연계 채용 시작

-500명 선발하여, 중도 탈락자를 제외하고는 300∼350명(60

∼70%), 그중 200명 정규직 전환

F사
정보

서비스업

-120명 선발하여 58명 정규직으로 전환(전환율 50%)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턴 수료자는 동일 회사에 지

원하지 못하도록 함. 다른 계열사 지원으로 유도

G사
지주

회사

-인턴 연계 채용률이 80% 수준임

-하반기 신입 공채 750명 중 150명이 인턴경험자(30%)

H사
금융 및

보험업

-신입 공채 80명 중 20명이 인턴경험자

-정규직 연계 채용률 50∼60%

I사 제조업 -채용 전제형 인턴제의 경우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함

J사 제조업
- ’09년부터 정규직 연계 채용 시작

-30명 가운데 60∼70% 정규직 전환



90   국내기업의 채용관행 변화 실태와 개선과제

<표 4-27> 정규직 연계 채용

내 용

정규직

연계 채용

-조사대상 기업 10개사 중 1개사를 제외하고, 정규직 연계 채용 실시

-정규직 채용 전환율 50∼100%

-우수인재 선발과 현업의 긍정적 평가 → 정규직 채용 전환율 증가

추세

라. 향후 채용 변화 양상

최근의 채용 트렌드는 인턴제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인턴 지원자역시그수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기업의필요에의해

자율적으로실시하는인턴제는현재그성과가큰것으로평가하여향후

기업 인력 채용의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채용 절차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실제

같이 일해 보지 않고 단기간에 몇 가지 절차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일해 보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되

요.”

“인턴만큼좋은툴이없죠. 왜냐하면사람써보고뽑는것만큼좋은것이없

는데, 사실인턴제는비용도많이들어요. 급여도줘야하고, Retention도강화해야

하고, 그리고인턴을받으려면자리가있어야되잖아요. 회사별로인턴을수용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인턴만큼 좋은 채용 툴은 없죠.”

대졸인턴의가장큰장점은공채보다유연성이높은채용제도로기업

상황에 따라 인턴 비중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이 확

장하는 만큼의 인력수요를 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졸 신입공채 규모

를 늘릴 수가 없는 대신 기업에서 원하는인재를 사전 검증 차원을 통해

서유연성있게선발할수있는인턴제도를유용하게활용할것으로보고

있다.

“공채는인력이배출이되어야하니깐어떤기간을달리하거나하면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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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에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을 저희가 조정할수 있죠, 필요에 의해서. 공채보다는 조금더 개선을 시

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야 할까.”

“괜찮은 재원이 공채에서 없으면 인턴에서 선발 인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를할수있기때문에공채에서한번에 80명을선발해야하는데, 저희눈

높이에맞는인원이 50명밖에안된다고하면 30명의마이너스가생겨서, 수준

미달의자원을선발할수도없잖아요. 그런데인턴을선발해놓으면그런것들

을 좀 탄력적으로 해주죠. 그런 부분이 인력 운용에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인턴제는 공채보다 효과적인 선발 과정이나 완전히 대체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매우 우수한 인재의 경우 인턴보다는 공채

채용을 선호하며, 공채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채용하므로 계속

유지될것으로보고있다. 공개 채용이외에보다다양한방식(예컨대공

모전등)을 통한인턴 참여기회를만들고자하고있으며, 우수인재의개

념이 어학, 학점보다는 인성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을 단순히 일반 공모전보다는 사람을 뽑는 것에 좀 활용해 보자.”

“우수인재라는 것이 역량이 우수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 아무것도아닌것같은데되게중요해요. 일잘하고 3년이지나면일잘

한다, 좋게평가하는것을보면결국인성이좋은애들이일잘하고, 스펙에관

계없이.”

현업의 인턴에 대한 평가 반응에 따라서, 현업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하느냐에따라서인턴채용규모가달라질수도있고, 부서 및멘토에따

라서 인턴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임원진에서인턴수를늘리라고했고, 현업반응이좋았기때문에조금늘릴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현업에서 뒷받침이 안 되어주면 우리가 마구잡이로 진

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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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인턴제증가및활용에대한영향으로점차적으로기업들사이

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인턴제를 시작하는 기업들의 경

우매체를통해소개되는성공적인인턴제운영기업을벤치마킹하는편

이다.

“올해 시작하면서 다른 회사를 많이 봤어요. 포스코도 인턴을 많이 하고 있

는것 같고, 그런것에자극도많이 받았고요. 그래서많이 늘어갈것같아요.”

<표 4-28> 향후 채용 변화 양상

내 용

채용

변화

양상

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제 운영 기업 확대
ü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대졸 인턴제:긍정적 평가

→ 채용패턴 변화

ü 공채보다 유연성이 높으므로 인턴비중 증가 예상
ü 공채 대비 효과적인 선발 과정이나,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
ü 다양한 방식(공모전 등)을 통한 인턴 참여 기회 제공
ü 우수인재의 개념:스펙 → 인성 측면

ü 현업 평가에 따라 채용규모 변화 가능

마. 인턴 채용 관련 정부지원 요구사항

대기업의 경우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의 제도

적인 간섭이 불필요한 대신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지원금 혜

택등이더효과적일것이라는의견이있고, 중소기업이지원하는학생에

게 혜택을 지원하기를 제안하였다.

“정부의 기업에 고용학대를 하라고 하는 것만 없으면 되죠.”

“정부나언론에서어떻게했으면좋겠다고얘기하면그게바로입김이되어

서봐버리니깐뭐든지제대로잘운영되려면끝까지가야하는데중간에계속

바뀌게돼요. 애초에취업기회측면에서부여를했는데, 이게멘토다, 인턴이다

라고 해서 운영했는데, 어느 순간 정규직 채용과 연계해 놓은 것이 인턴이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계속하다 보니깐 더 어렵죠. 차라리 인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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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인사는 기업 내부의 주요 사안으로서 기업 간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다른기업의운영방식에관심을갖고, 인사

담당자간의커뮤니케이션장을필요로하고있다. 인턴제의경우최근에

채용상시제도로정착화되면서다른기업의운영방식에관심이큰편이

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공개하고 인턴과 관련된 전체적인 트렌드, 대

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도참여하는세미나를열어주기를원하고있다.

“실무자나 중간간부들끼리 만나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사실 깊숙한 얘기는

잘 안하거든요. 겉에 드러난 것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

지 저희들도 항상 궁금해하죠.”

“외부에어떤 인사관리협회라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강좌를열면 채용담

당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서로 어떤 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비

용부담이 되어서 참여를 못했던 회사나 자체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런 곳에

가게되어더활성화된다면많은케이스스터디를통해서업무의질을높일수

가 있겠죠.”

“회사들 간에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오픈할 수 있는 것 내에서 프리젠테이

션도 해보고, 의견교환도 해보고 혹시나 정부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또정부의시책을적용해줄수있는것이있는지허심탄회하게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지면 좋죠.”

그리고 인턴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니즈(needs)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즉인턴제와관련해서대학생들이요구하는, 선호하는운영체

계(기간, 커리큘럼, 교육내용, Retention 등)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Retention 기간 축소를 위해 취업 시 남은 학기를 면제해 주거나,

인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 학교, 기업 간의 협업

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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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인턴채용 관련 정부지원 요구사항

내 용

정부

지원

요구

사항

ü 정부의 제도적인 간섭 불필요
ü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지원 요구
ü 기업간 커뮤니케이션 장(場) 마련
ü 대학생 대상 인턴제 수요 조사
ü Retention 기간 축소 위한 방안 마련(예, 취업 시 남은 학기 면제,
인턴경험 학점화)

“학교와의 연계 측면에서 물론 요새는 학점 인정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

인턴제가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장학금 같은 것을 학교측에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정부에서나서주면좋을것같아요. 학생들입장에서도어떻게보면기

회비용인 것이고, 그래서 인턴제를 훌륭하게 했거나 잡오퍼를 받은 경우 학교

에서 어떤 나름의 인정이라든지.”

제2절 대기업 인턴 경험자 주요 조사 결과

제1절에서는 대기업 인턴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

하였다. 제2절에서는대기업인턴경험자는인턴수료후정규직연계채

용으로해당기업(현재동일한인턴기업및부서채용) 취업자와미취업

자로구분하여 FGD를 실시하였다. 인턴사원 경험자의인적특성은다음

과 같이 전공 및 직무 부서가 다양하다.

인턴사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인턴제 참여 계기, 인턴제 선발 과정, 인

턴제 교육 과정, 인턴제 업무수행 과정, 인턴제 평가 등 5개 항목으로 구

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턴제 참여 계기는 취업준비과정,

정보탐색, 참여계기, 기대점및우려점, 인턴제선발과정에서는과정상의

어려운 점, 과정상 내용 및절차에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리고

인턴제교육과정에서는입문교육과정, 업무교육과정, 멘토링제도가포함

되어 있고 인턴제 업무수행 과정에는 업무배치, 업무수행, 업무 평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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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인턴사원 경험자 특성:인턴기업 미취업자

이름성별/나이 인턴기업 인턴부서 재학중인 학과/학년

1 김** 남/26 유무선통신업 B2B 사업부문 전기전자공학과 4

2 손** 남/26
기계, 전기, 전자

제조업
디자인센터 호텔경영학과 3

3 원** 남/26 유통업 전략기획실 우주과학과 4

4 임** 남/26 선박건조업 플랜트 사업군 토목과

5 이** 여/25 과자류 제조업 기획실 신사업팀 법학과 4

6 방** 여/25 유무선통신업 B2B 마케팅 경영학과 4

7 정** 여/24
기계, 전기, 전자

제조업
제조부 액정 기술팀 신소재공학과 4

8 정** 여/25 은행 창구 영업점 경영학과 졸업

<표 4-31> 인턴사원 경험자 특성:인턴기업 취업자

이름성별/나이 인턴기업 인턴부서 졸업 학과

1 이** 남/28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류 제조업
영업부서 언어학과

2 조** 남/3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FC사업부 외식조리학과

3 김** 남/29 롯데캐논 MA 사업부 컨벤션경영학과

4 한** 남/32
서비스건설업 외

기술용역
도로 사업 구조부 토목환경공학과

5 안** 남/25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하이브리드 변속기

설계팀
기계공학과

6 한** 남/26
기계, 전기, 전자

제조업
반도체사업부 반도체과학과

7 심** 여/25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회원 마케팅팀 경제통상학부

용, 근무기간, 시간, 복리후생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턴제 평

가에서는정규직연계채용에대한의견, Retention 효과, 만족도평가, 향

후 대졸 취업 제도 트렌드, 인턴제 관련 정부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을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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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인턴사원 경험자 주요 조사 내용

세부 조사 내용

인턴제 참여 계기

-취업 준비 과정

-인턴 참여 결정 계기(정보탐색, 참여계기, 기대 및

우려점)

인턴제 선발 과정
-선발과정상의 어려운 점

-선발과정상의 내용, 절차에 대한 의견

인턴제 교육 과정

-입문교육 과정

-업무교육 과정

-멘토링제도

인턴제 업무수행 과정

-업무배치

-업무수행 내용

-업무평가 내용

-근무기간, 시간, 복리후생

인턴제 평가

-정규직 연계 채용에 대한 의견

-Retention 효과

-만족도 평가

-향후 대졸 취업 제도 트렌드

-인턴제 관련 정부지원 요구사항

1. 인턴제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인턴제는채용을위한일련의스펙으로서, 정규직 연계 채용을위한기

회이며, 취업전자신의진로설계를위한경험의기회로서인식되고있다.

공채보다는 지원자격이 완화되어 선발의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인턴

기간 동안 본인 여하에 따라 채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턴기간 동안 다른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졸업을

앞둔취업준비생에게는정규직전환이되지않을경우그위험부담이매

우 높은 채용제도로 보고 있다. 인턴기간 동안 기업과 인턴사원 서로가

평가되는기간이지만최종적으로선발에있어서는보다기업에게유리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인턴사원 포기보다 기업의 탈락에 의해서 결정되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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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대학생 인턴제에 대한 인식

긍정 부정

ü 채용을 위한 필수 스펙
ü 정규직 연계 채용 기회
ü 진로 설계 경험 기회
ü 공채보다 지원자격 완화

ü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위험부담
ü 기업․인턴사원 상호평가 대신 기업
에 의해 좌우

2. 인턴제 참여 계기 및 기대

가. 인턴제 관련 정보 탐색 및 준비과정

주로 3학년 2학기부터인턴제에관심을갖기시작하면서학교취업게

시판, 현수막/포스터, 취업 관련온라인카페, 기업 채용사이트중심으로

인턴채용과관련된정보를접하고있다. 국내상위기업일수록인턴제관

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반면 일부 기업들은 서울 주요 대학에서

만 인턴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비공개적인 추천제를 통해서 진행하

기도한다. 인터넷채용신청은누구나가능하지만최종선발될가능성이

희박할것으로예상하며, 지인을 통해설명회에참여하기도한다. 이러한

일부 대학 위주의 채용 공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이 모든

대학을커버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라는점도동시에수용하고

있다.

“담당자에게타학교는왜기회도주지않느냐고물었더니현실적으로서류

를넣을수있는권한은어떤사람도다있고, 설명회를개최하는게일단인력

소모가되고, 어느정도집중력을요구하기때문에매학교마다돌아가면서할

수없다고했었어요. 개인에따라넣을수도안넣을수도있지만, 아무래도선

발될 가능성이 적겠죠.”

인턴 지원 준비는 신입 공채와 동일하며, 자기소개서와 면접 중심으로

노력하고있다. 온라인취업카페등의자료를활용하여예상질문및답

변을준비하거나, 기업정보를파악하고, 인적성관련문제집을풀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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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업의인턴경험자나선배의조언을통해면접을준비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나. 인턴제 참여 이유

인턴제참여이유는크게 ‘채용’과 ‘경험’으로 보다 채용의 비중이크게

나타났다. 첫째, 채용을 위한 경력(스펙)관리이다. 공채를 준비하면서 인

턴채용공고를접하고지원하게되었으며, 공채 지원시 경력/스펙관리

차원에서 인턴 경험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정규직 연

계 채용이다. 인턴 채용 공고에서 높은 정규직 연계 채용률을 확인하고

지원하게되었으며, 취업에대한 ‘보험’의느낌으로높은전환율은상대적

으로 취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은 인턴과정 수료자 대상으

로만정규직채용이가능하기때문에해당기업에입사하기위해서는선

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인턴제를 시행한다, 정규직 전

환 비율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공채보다는 인턴이 훨씬 널널해요. 그 회사의

공채로는정말뚫기가어려운곳인데인턴은그나마약간더넓기때문에조금

더 쉬울 수 있다는…….”

“저희 회사도정규직채용을인턴십을 거쳐서하고있고그리고거의큰 문

제가 없으면 대부분 합격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4-1] 인턴제 참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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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직무관련경험을습득할수있다고한다. 평소전공과관련된기

업에관심을가지고있었으며, 다양한경험을쌓기위해서지원하거나전

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도전의 의미로 지원하게 된다. 넷째,

직무와 본인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전공과 관

심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하기 전 본인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회로서 활용하고 있다.

다. 인턴제 참여 전 기대 및 우려사항

1) 기대점

인턴제 참여 전 기대사항으로 가장 큰 이슈는 ‘정규직 전환’이다. 학기

에 따라 인턴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다소 차이가 있다. 4학년 1학

기라면 해당 직무나 기업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우선시되지

만, 2학기라면 정규직채용전제를가장많이고려한다. 그러나전반적으

로정규직채용에대한기대가크다고볼수있다. 그리고공채선발과정

보다인턴기간이본인의능력을더보여줄수있는기회로채용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

“채용전제가되면채용을위해서토익 100점올리는것보다이가능성에거

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4학년 1학기 2학기 학생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

고…….”

“저는좀그러니까단순히그냥요즘 3차면접이런면접시간동안에는되게

경쟁적이고진짜나를못보여주는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 인턴을하면서

긴시간이잖아요. 정말제모습을보여주면서합격할수있는기회라는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그다음으로기대한점은 ‘채용을위한경력, 스펙관리’이다. 이력서쓸

때 한 줄이라도 추가될 수 있는 경험이다. 셋째는 ‘직무 관련 실무 경험

쌓기’이다. 현업 실무진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학교에 없

는장비를기업에서실제로경험해볼수있고, 단기간동안기업에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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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로운 존재(position)로서 다양한 직무와 조직사회를 경험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저희 학교에서는 반도체를 많이 실험할 수 있는 장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반도체 만들어지는 걸다 시험해 볼 수 있고 학문적인거 관련되

어서 많은 걸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했어요.”

다음으로는 직무에 대한 본인과의 적합성 여부 판단이다. 직업을 선택

하기 전 몇 달 동안의 경험을 통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회사를 들어가면 퇴사를 많이 하거든요,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고. 공장

으로빠지면 3교대를많이하거든요. 정말그일이힘든가도궁금하고, 내가잘

할 수 있을까 해서요.”

“회사생활을 직접 하면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내가 이일에 맞는가, 이 계

열이 나한테 맞는가, 이런 걸알려면 일을 깊숙이관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런 걸 기대했었죠.”

2) 우려점

인턴기간 동안 공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기회손실의 불안

감을 가장 크게 느껴 인턴 지원을 망설이게 하였다.

“여기 인턴을 함으로써 그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은 스펙, 인턴 안 하는 친

구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떨어져버리면 그걸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불어정규직연계채용에대한불안감도크게나타나며다음과같이

술회하였다.

“채용 전제가 되면 토익 100점 올리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깐

학생들이인턴에참여하는것이고, 채용전제가아예처음부터안한다고하는

회사의 경우 진짜 경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제4장 대기업 인턴채용 담당자 ․ 인턴 경험자 심층면접 결과  101

“정규직전환안될까봐불안감이가장크죠. 말로는다붙는다고하지만모

르는 거잖아요.”

또한 인턴을 지원하여 선발되지 못할 경우 이후 공채 지원 시 필터링

될 수 있다는 의혹으로 인턴 지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저희회사같은경우에는인턴때지원해서떨어지고그다음공채때지원

하면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지원했으면 떨어

지면나이제그다음에못쓰는건데여기는아예나의리스크에서제외가되

는 건데 약간 두려움이 있죠.”

<표 4-34> 인턴제 참여 전 기대 및 우려점

기대점 우려점

ü 정규직 전환 가능성
ü 채용 위한 경력(스펙)관리
ü 직무 관련 실무 경험
ü 직무에 대한 본인과의 적합성 판단

ü 기회손실의 불안감
ü 정규직 연계 채용 불안감
ü 인턴 후 공채 지원 시 필터링 우려

3. 인턴제 선발 과정

현재기업별로진행되고있는인턴선발과정은신입공채와유사하여

그절차나내용에대해수용적인태도로애로사항이나불만이크지않다.

일부 기업에따라 제기된 불만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인턴 선발 과정이

비교적 긴 경우 서류 접수 후 최종 인턴 채용까지 3개월 소요, 인턴기간

과정규직채용을위한임원면접까지합치면 7개월이소요되어정규직으

로채용되지못할경우리스크가너무크다. 둘째, 인턴 선발일정이중요

한학사일정(시험)과겹치는경우가더러있다. 공채 시즌의경우학사일

정과 어느 정도 조율되어 진행되는 반면, 인턴 채용의 경우 겹치는 경우

가더러있어선택의애로사항을겪기도한다. 셋째, 여러면접절차를당

일에 모두 진행하는 경우 육체적․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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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될지안될지모르는 상황에서그학점까지받고공채시장으로 가

야되는거잖아요, 그학기에학점을망쳐놓으면인턴도안되고, 다음공채때

계속 후회가 남으니깐…….”

“면접을 하루에 몰아서 보는데요, 그날 11시간을 봤어요. 대기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면접을 봤어요.”

합격통보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서류전형 결과를 개별적으

로하지않아남은면접전형을충분히하지못한경우가발생한다. 또한

면접관의 객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즉 압박면접으로 다소 인격 모독적인

질문을하거나, 여자직원이드문회사의경우면접분위기가차이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인턴기간에필요한 실무적인선발조건이더 중요하다.

영어 토익점수보다는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자격요건

이 더 중요하다.

“서류 합격 이틀 후 인적성검사가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주지도 않고, 본인

이빨리확인하면준비를할수있는거고, 약간뭐라고할까, 너무막무가내의

느낌….”

4. 인턴제 교육 과정

가. 입문교육 과정

그룹사연수원에서기업에따라 1～5일간입문교육을진행하고있고기

업에관한기본내용중심으로교육하여기업및직무에대한이해도를높

일수있었으며, 매우체계적으로진행되어교육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

다. 그외에도비즈니스매너, 기획서/보고서작성법등직장초년생으로서

유익한 커리큘럼이 제공되었던 기업과 반대로 기업과 생산제품의 장점을

너무 부각시킴으로써 대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많이도움이되죠. 회사분위기도익힐수있고요. 회사시스템이어떻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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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가. 회사전반적인걸다배우고또내가업장에서어떤일을하게되며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요.”

교육과시험을 1～3일에걸쳐진행한경우빡빡한일정으로힘들었던사

례도 있고 평가를 위해서 불필요한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3일 동안연수원에서아침 7시부터시작했는데요, 3일동안하기엔너무빡

센 일정으로 마지막 날 시험을 보니깐 거의 잠을 못 잤죠.”

“모든 점수가 평가에 반영된다고 하니깐 열심히 안 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왜 보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인턴들생각에는뭔가효과가있을것같으니까죽자사자한다는말이에

요…시험도이거들어간다 부서배치에들어간다고하는데전혀들어가지않

고.”

나. 업무교육과정

부서배치후멘토로부터 OJT교육을받게되나멘토의역량과자질에

따라서업무교육편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입문교육의경우그룹

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업무교육은 멘토로서의 역할

교육을제대로받지못한채개인에따른비체계적인형태로진행되어제

대로운영되고있지못하며인턴채용규모가많은기업일수록업무교육

과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주차별 업무교육).

인턴사원은 단기 근무자로 업무교육 수준(depth)이 신입 공채만큼 상

세하거나 깊지 못하고 ‘회사 돌아가는 것만 겉핥기식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 업무교육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OJT

매뉴얼로 교육의 효과성및 개인에 의한 편차를줄일 수 있을 것으로 언

급하고 있는데 이때 부서에서 인턴의 중요성과 위치, 인턴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인턴에게 필요한 교육 등이 매뉴얼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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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인턴이 왜 있는지, 인턴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깐 교육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 부서 배치 후 OJT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신입 공채 교육과의 차이

입문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나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보

다 업그레이드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편 업무교육과정은 인

턴교육보다 비교적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교육 내용의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를 안 하고 계속 배우기만 했는데, 나중에 입사해서 보니깐 그때 했던

것이다 10년 전기술이고최근기술은이제야배우고있거든요. 그거다기밀

이고이회사올지안올지모른다고오픈을하지않았던거죠. 대개예전것만

배웠어요.”

라. 멘토링제도

인턴사원별 1 대 1 또는 1 대 2로멘토링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3년

이상의과장급/차장급이주로멘토의역할을하며팀내직위가가장낮은

사원이 담당하기도 한다. 멘토링제도가 없는 회사는 2개사였다. 그리고

신입사원과 달리 인턴의 position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턴사원을

관리하고도와주는멘토의 caring이매우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본인을

가이드해주는역할을하면서동시에평가자로서멘토와의관계를중요시

여기고있다. 기업에따라멘토역할에차이가있는데교육만하거나교육

과업무를같이하거나, 업무만 시키는경우가있다. 과제 수행 시멘토의

지도 정도에 따라서 발표의 qualtiy 차이→평가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멘토가있어야모르는것을물어볼수가있고, 제가해야하는역할을정해

줄 수가 있으며,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적극적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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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와의 관계성에 따라서 인턴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며, 최종

정규직 채용에도 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본 좌담회 참석자 가운

데특히여성의경우일적인관계보다는개인적인문제로멘토와트러블

을 경험하여 인턴생활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가제가싫었나봐요. 저는열심히한다고했는데, 그분은아르바이트하

러온학생처럼저를생각하셨나봐요. 다른분들과는잘지냈는데, 멘토점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앞에서는 친하게 잘해주셨는데, 뒷말을 하니깐.”

“멘토랑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그게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이

었던 것 같아요, 멘토와 약간 틀어지거나 뭔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거나 운

이 되게 없으면 떨어진다고 봐야죠.”

<표 4-35> 인턴제 교육 과정의 특징 및 문제점

특징 문제점

입문교

육과정

ü 대개 1～5일간 입문교육 진행
ü 체계적 교육에대한높은만족도

ü 교육, 시험 빡빡한 일정
ü 평가 위한 불필요한 시험 진행

업무교

육과정
ü OJT 매뉴얼 필요함

ü 멘토의 역량, 자질에 따라 업무

교육 편차가 큼

ü 신입 공채 대비 교육수준이 상세
하거나 깊지 못함

멘토링

제도

ü 인턴사원별 1:1, 1:2 멘토링 운영
ü 3년 이상의 과장/차장급 멘토
ü 2명만이 멘토링 경험 못함

ü 신입사원과 달리 인턴의 position
이 애매하므로, 멘토 caring 중요

ü 멘토와의 관계에 따라 인턴 만족
도 차이가 큼

ü 최종정규직채용에도깊은영향

5. 인턴제 업무수행 과정

가. 부서 배치

대체적으로 본인이 지망했던 부서로 배치되었으며, 일부가 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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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됨으로써 불만을 표하였다. 특정 부서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내부적

으로우선선별되는기준에따라배치되거나, 인력이필요한부서상황에

따라 지원과 다르게 배치되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룹의 경우 임의로 돌려서 연구소로 넣었는데, 영업으로 돌려서 두 달

동안 인턴하면서 계속 자가용 몰고 탑차 끌고 다닌 선배도 있었어요. 전혀 반

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마케팅이나영업지원을하는데도어떤특정부서가바쁠때는그쪽부서로

투입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입문교육후부서배치가결정되므로교육을받는과정에서다른직무

에대해이해하고보다본인에게적합한직무를알게됨으로써부서이동

에대한 needs가 있으나반영되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 서류전형시사

업부별로 지원하여 인․적성검사에 따라 부서 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보인다. 교육 후업무배치관련면담이필요하고여러부서경험

을 통해 향후 공채 지원 시 직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

었다.

“지원 당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였고, 교육

이 끝난 다음 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어떤팀이있다이런것도안가르쳐주고그냥너는이팀에가라, 너

는여기에적합할것같다, 이런식으로배치가되었기때문에사실은다른데

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요.”

나. 업무수행

1) 업무수행 내용

기업, 부서, 직무, 멘토 특성에 따라서 인턴이 수행했던 업무내용의 범

위, 업무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단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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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서본인주도하에업무를수행하는것보다지원(support)개념의업

무가주어졌으며, 인턴마지막시점에는개인평가를위한과제중심으로

수행하였다. 현장업무가중요한부서에서는현장학습을통한업무교육

과 과제가 주어지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서비스 개발, 런칭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많은 실무 경험을 갖게 된다.

전반적으로 인턴에 지원하기 전 기대했던 만큼의 실무를 경험하지 못

하였다는의견이많다. 해당 부서나멘토가너무바빠서인턴이할수있

는 업무를 주지 못하였거나, 부서 특성상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곳에 배

치되었던것이주된이유였으며, 그 외기업핵심부서나은행영업지점에

배치되었을 경우도 현업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PPT 변환 작업, 오타 검색 등의 단순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많고, 인턴기간동안힘들더라도많은경험과배움을얻기위해서

업무량이 보다 많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멘토가너무바쁘니깐거의방치되다가마지막일주일남았을때갑자기프

로젝트를진행하게됐죠. 그런데주위동기들얘기들어봤을때그런경우가많

았고요. 되게 지루하고 내가 여기 왜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기업 가운데서도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인턴제가 정착화

된기업일수록비교적인턴기간동안업무량, 실무투입량이많아인턴사

원스스로일에대한성취감을경험함으로써인턴제에대한만족도가높

게 나타났다.

2) 업무수행 과정상의 만족점

첫째, 업무 지원(support)을 하면서 기업, 부서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실무적인 뒤치다꺼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동기들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인턴을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부서나멘토의의지가있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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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완벽하게하지는못할지라도시켜서무엇이라도얻어내려고하는

체계를 갖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셋째, 현업부서에서하지못하는업무를인턴사원이해결했을때의자

부심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상대로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번역할 때의

상황에서다.

“외국인손님을제가담당했었거든요. 제가상황설명하고어떤거원하시는

지 듣고 업무하실 때 바로옆에 가서 통역까지는 아닌데 그걸 하면서제 고객

이 생겼다는 자부심….”

넷째,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UCC 만들기,

연극, 춤, 인턴 매거진 만들기 등 협동심 고취한 위한 활동 등이 있다.

다섯째, 계열사인프라를이용하여현장견학후연관성있는과제활동

이 의미가 있었다. 예를들면, 영화를 본 영화관에서카드사와 함께성장

해 나갈 수 있는 아이템 찾기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이었다.

여섯째, 신입사원이해야할업무의선행적학습및경험을할수있었

다. 매장을 방문하면서 체크해야 일을 가르쳐 주거나, 거래처 직원에게

인사시키면서 향후 신입사원이 될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다.

3) 업무수행 과정상의 불만족점

첫째, 업무없이방치되어시간때우는것이제일힘든점이었다고한다.

“첫날부터 신문이라도 읽으라고 주시고….”

”밥먹으러가자그러면밥 먹고와가지고계속앉아있다가노트북으로 회

사 시스템에 올라오는 글 읽고….”

“제가 너무 안 되어 보였는지 책이라고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해서 SSAT

공부했어요. 연계 채용이 안되는 곳이라서 그런지…….”

둘째, 아주단순한업무지시에 대한불만이있다. 예를들면프린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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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오타 찾으면 1개당 500원 주기, 워드/엑셀 파일을 PPT 파일로

재구성하기 등의 불필요한 업무를 했다고 느낀 점이다.

셋째,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에 의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상황적 변수에

따라 업무가 주어졌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일단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뭔가 진짜 모양새가 갖춰

져서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시키니깐 하는 것 같기도 하

고….”

넷째, 인턴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노력에 대한 격려보다는

비난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부장님께 판매 영문계약서를 저에게 시킨 것이 들통이 나서 이걸 애한테

시키냐, 얼마나 고생했겠냐라는 리액션이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

을 인턴 따위에게 시키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섯째,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인턴에게 떠맡기는 경우 또는 인턴이

해낼 수 있는 업무 범위 이상의 것을 지시한 점이다.

여섯째, 은행권의 경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있다고한다. 본사에서는인턴에게영업을시키지않도록되어있

으나영업점에서근무하다보면자의적으로가입하는경우가있었다는불

만이 있었다.

“영업실적이 1등부터 꼴지까지 다 뜨거든요. 그러니깐 제 눈앞에서 적금 때

문에고생하시는게보이면제가적금들어드릴까요, 이렇게되는상황이되는

거예요. 은행자체에서는절대안된다고하기는하는데그게안될수가없는

거죠. 이런 점이 은행 인턴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곱째, 핵심부서의경우인턴의업무투입량이매우낮다. 부서 관련

업무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정보 공유도 되지 않으며, 팀 회의에 참여하

지도못하는경우가있다. 은행권특성상영업점이바쁘기때문에멘토를

통해서업무를배우거나실제로돈을만질수없어직접일을할수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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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

으므로 단순한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

“저한테 어떤 것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인사했다고 밖에 할말이 없어

요.”

여덟째, 갑작스러운 업무 투입으로 야근을 하거나 밤을 새우거나 주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주말에도 나오라고 해서 자기 프로젝트를 맡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공연히 그렇게 이뤄지고….”

아홉째, 기업 내 인턴유형에따라서업무교육및지시수준이매우다

르다. 즉 경험으로 끝나는 인턴의 경우 허드렛일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턴의 경우보다 일을 가르쳐주면서도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정규 사원과 비슷하게 인턴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임이 빠진 자리에 제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너무 일을 모르는데

제가맡아서해야될일이많아서. 배우러온것이아니라진짜업무를시킨거

거든요. 인턴은또여러사업장에많이불려가요, 인턴은처음들어왔으니깐몰

라서. 그러니깐불합리한것을많이당해요. 그래서인턴그만두는사람들이많

ü 업무지원을 하면서 기업, 부서 흐름에 대한 이해

ü 업무 없이 방치되어 시간 때우기

ü 단순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

ü 체계적인 업무교육 및 수행 가이드라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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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힘들다고.”

다. 회사 직원의 인턴을 대하는 태도

부서에 따라 인턴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인턴을 경험했던

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그룹에서 보다 직원들의 태도와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내부인으로 보이고 싶지만 이방인처

럼 취급하는태도에실망감을 겪었다. 부서 업무에 투입되지못할 때, 업

무없이시간을때우고있을때, 허드렛일을하고있을때이러한감정을

느꼈다.

“겉돌고 형식적이다 느낌으로 직원들하고는 완전히 저는 다른 이방인 같은

느낌….”

“회사내에서인턴이란사람이완전외부인사람인거자체가충격적이었거

든요. 머무르다가는사람일수도있지만그기간동안에는그래도내부인이고

싶은 사람인데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니까.”

기존계약직형태로근무하는사람들과다른대우를받기도하였다. 같

은 계약직으로서 이들과 뭔가 모를 어떤 신경전이나 약간의 껄끄러움이

있기도하며, 직원들도인턴보다는이들을존중해주는태도에불만을토

로하기도 하였다.

“회사마다위촉직이나계약직으로근무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사이는껄끄러운게가끔씩보였던것같아요. 보니까공채선배들이저희에게

해주는 대우가 그분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6. 인턴제 수행 평가 제도

정규직 선발을 위한 평가는 수시적으로 주어지는 과제와 인턴기간 마

지막 시점에 주어지는 과제로 나뉜다. 개인별 또는 그룹으로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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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창의적인아이디어가필요한주제나비교적어렵지않는부서해결

과제들이 주어진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으며, 인턴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초 학습이 되고, 공채로

입사한 동기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언급하였다.

일부 기업에서는 과제 발표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형

식적으로 사진을찍고이렇게했다는걸보여주기위한느낌을받았다고

한다.

“정규직전환시험이있었는데, 사실 형식적이었어요. 누구나할수있는거

였고, 별로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준비도 안 해왔고.”

또한 과제 평가가 많은경우 육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는데정

규직선발을위한평가이므로과제발표에대한부담감이크게느껴졌다고

한다.

“3박 4일 동안 해외연수 갔는데 매일 과제를 내줬죠. 연수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잠을안 재우더라구요. 계약서도안 썼는데 대충할 수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7. 인턴제 고용형태 및 실습비

가. 고용계약서 작성 및 복리후생

본좌담회참석자의경우 4분의 3 정도의 비율로고용계약서를작성했

던기업이더많은편으로볼수있다. 대부분고용계약서, 4대보험, 고용

형태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 기업 내 인턴의 position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복리후생으로는 식대가 제공되며, 그 외 별다른 혜

택은 없었고 인턴으로서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은 크게 요구

하지 않았다.

“인턴에게복리후생은감히그런생각은못했어요. 산재만안당했으면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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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이라는 기업 특성상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였

다. 인턴에게교육과업무과정을통해긍정적인기업이미지를형성하고

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저희에게 와이드모니터와 컴퓨터를 새로 지급하고, 여기서 떨어져서 밖으

로나가더라도좋은이미지를가지고나갈수있도록최상을제공했던것같아

요.”

나. 인턴 실습비

인턴실습비는한달 100～150만 원으로인턴실습비에대한불만은없

었다. 그 이유는 인턴활동은 돈을 벌기위함이아니며, 실습비의 많고 적

음보다는본인이일한만큼의대가로보았을때본인스스로가 ‘얼마만큼

가치있는 일을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달평균 100만원선으로적다고는할수없죠. 인턴을하면서그회사에

기여하는바로봤을때는 기업입장에서본다면아무일도하지않았는데돈을

준 거죠.”

다. 인턴기간 및 근무시간

인턴기간 동안 업무를 배우면서 경험하고, 본인 적성과의 적합성 여부

를확인하고, 본인의능력을보여줄수있는기회로서적정한인턴기간은

2∼3개월이지만 방학기간 동안 참여함으로써 다른 공채 기회도 갖기 위

해서는 2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두 달 이상이 되면 휴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에게 너무 큰 짐을 주

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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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기업, 현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필요

한 야근은 없는 편인데, 부서 특성상 상급자의 퇴근 시간이 영향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정규 사원이 아닌 본인 경험을 위한 지원으로서 업무

량에따라야근하는것이불만요소가되지는않았다. 그러나그룹과제가

주어지는 경우 업무 외 시간(퇴근 후 저녁, 주말)에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8. 인턴제에 대한 평가

가. 인턴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인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그룹의 경우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반면 해당 기업에 채용된 그룹의

경우 8점 정도로 나타났다.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불만족 사유이지만, 그 외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회사 생활의 영향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1) 인턴제에 대한 만족점

인턴제에대한만족한내용을몇가지꼽을수있는데첫째, ‘자신의진

로 설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인

의진로에대해깊게생각해볼수있는기회로, 다른기업이나직무에대

해알아볼수있게된계기가되었다고술회했다. 향후취업시누구나선

호하는 대기업만 선호하기보다는 기업과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을갖게되었으며, 본인과직무의적합성정도를파악할수있었다. 둘째,

‘공채 채용을대비한또하나의스펙추가’이다. 최근인턴경험이하나의

스펙으로 추가되면서인턴경험자가 많아지는추세이다. 정규직으로 채용

되지않을수있다는불안감도있지만그리스크를감수하고하나의스펙

을 쌓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전같으면아주잘나가는회사, 돈도많이주고하니깐좋은거지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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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깐 연구개발도 못하고, 제조센터에서 3교대를 하니

깐… 그래도 만약에 합격을 했더라면 그냥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시제 스펙을쌓을수있는기회를얻을 수있었던것같고, 다른기업도알

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본인에게어느정도맞는부분에가야되고, 소신있게지원을해야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니지 못할회사와 내가 다닐 수 있을 것같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냉정

한 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 인턴을 함으로써 어떤 회사를 갔을 때 냉정

하게 내가 이 회사를 다닐수 있겠다 없겠다 신중히 판단하고 다닐만한 데면

성실하게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턴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 인턴을 경험했더

라구요. 그래서 인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깐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셋째, ‘직무관련경험습득’이다. 실무에깊게투입되지못한채겉핥기

식의경험이었으나가까이에서실무자를지켜보면서직무의장단점을미

리경험할수가있었다고한다. 넷째, ‘인턴 동료나현업실무자와의인맥

형성’에 대해만족감을드러냈다. 업무뿐만아니라인생의선배에게조언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다섯째, ‘인턴제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도’이다. 인턴 간담회를 통해 인턴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제

도를 운영하는 기업인 경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만약에 은행원이 된다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들

과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았어요.”

“같이 일했던 분들 그리고 같이 뽑혔던 동기들. 친구가 생기고 어려운 부분

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선배가 생겼으니까….”

“정말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쌓았고 좋은 선배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 인턴

동기들도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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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도 얘기한 게 인턴 회식비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할 정도로 인

턴에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잘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2) 신입 정규직 채용 후 인턴제의 유용성

공채사원보다빠른업무적응력이다. 인턴기간동안지원(support)하면

서배웠던업무기술들이도움이많이되었다고한다. 회사나조직에대한

애사심이 더 커지고, 직무에 대한 자신감, 사명감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조직생활의 적응력이 빠르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덜 겪었다고 한다.

“인턴할 때 단순한 PPT를 시켜서 시시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느꼈던게 PPT가빨리업무에적응할수있게도와줬던게좋았어요.”

“공채 합격하고 들어갔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팀원이 되돌아온 듯한 그

런느낌으로받아주셨기때문에…처음에딱들어가서 낯설어서 막내로서힘

들어하는 생활보다는 인턴기간 동안 팀원 속에서 친숙함을 가지는 시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인턴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3) 인턴제에 대한 불만족점

첫째, ‘낮은정규직연계채용률’이다. 채용 전 공시했던연계채용률이

회사상황에따라낮아짐으로써실망감을겪기도하였으며, 인턴지원자

격조건에맞추기위해서졸업을했던경우선발되지못한경우후회하기

도 한다.

둘째, ‘하는 일 없이 방치되어 시간 때우기’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형식적인 인턴제도로 인식하고

정규직 전환 채용이 가장 큰 인턴 지원의 목적이었으나 더불어 회사, 직

무 경험을 위한 기회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평가한다.

“고작 100만 원을 받고도 미안할 정도로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이방인 같은

느낌….”

셋째, ‘공개 채용 시 인턴의낙인효과’이다. 인턴 경험이 하나의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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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이기도하면서도다른기업의면접전형시낙인효과로작용한다. 인

턴 기업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직무에 지원했을 때, 같은 계열사 내에서

도정규직으로선발되지못한것이낙인되어오히려채용의기회나폭이

줄어든다는 의견이다.

“제조업에서인턴을했다는것때문에금융권에가면금융권에대한관심을

낮게 보고, 왜 우리 회사에서인턴을 안했느냐, 우리 회사가 원래네가 꿈꾸던

게아니냐, 이런식으로공격을엄청받았거든요. 어느한필드에사람을더갇

히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턴을한게다른 **에 원서쓰고면접볼 때오히려안좋더라

고요.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왜 ** 안 가고 여기 썼냐고 이런 질문들이라서.”

“인턴을 어느 회사에서 취업을 전제로 했다가 전환이 안 된 사람이 공채에

서취업이어려워지고있는게문제라고생각해요. 그게하나의낙인효과가되

어서 어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했던 애라는 게 박히기 때문에.”

넷째, ‘체계적이지못한업무커리큘럼’이다. 어떤일을시킬지어떤일

을가르칠지도제대로정하지않고인턴을뽑은듯한느낌이었다고한다.

“솔직히기업이인턴에게얻어갈게없어요. 시킬일도없고. 주는월급에비

해서기업이얻어가는게없지만, 정부의사회적책임으로인턴제를계속운영

하고 있거든요. IBM 인턴제도는 사관학교식으로가르치는 인턴으로 유명하거

든요. 그런 식으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

을까요.”

다섯째, ‘정규직선발평가에대한불만’이다. 정규직선발시평가점수

에서 평소 업무수행 평가의 비중이 크지 않고 최종 임원진 면접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면 두 달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턴을 할 필요 없고

공채지원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니까 마지막에 20분 봤던 인턴 임원면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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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냥 끝이었던 느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새벽까지 나와서

열심히 하고 일했던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고…그렇게 된 거 보니까 임원면접

이 끝이 아니었나.”

여섯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위해서 다른 사업부 임원이 면접

관으로 평가하였으나, 인턴사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턴생활을 지켜보지

않은 제3자의 평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봤던임원도아닌데갑자기모르는 분들이와서저를평가하는게정말 아

닌것같아요. 두달동안저를지켜보았던분이라면장점과단점을더잘파악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곱째, 취업 전회사에대한부정적인 이미지, 회사 생활에대한환상

이 깨졌다고 한다. 선망이었던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으며, 사회

초년생이 되기도 전에 회사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여덟째, 조직에서 이방인 같이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최

종 선발을 위해 불합리하더라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생활이 지속된다고 한다.

“합격해야하니깐항상각잡힌생활, 술자리에항상무조건가야되는불편

함….”

아홉째, 조직에 대해서공개하는정도가낮다. 정규직이아니므로기업

의중요사안에대해서공개할수있는수위가있으나인턴사원입장에서

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으며,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

우가 있다.

“팀이름이나오면회사의전략이나방향이나온다고그자체가비밀이래요.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 어떻게 조직체계가 어떤 식

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주고, 너는 여기에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니

깐, 그게 궁금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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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대학생의 인턴제 평가

만족 불만족

ü 자신의 진로 설계에 도움
ü 공채 준비 스펙 추가
ü 직무 관련 경험 습득
ü 인턴 동료, 현업 실무자와의 인맥

형성

ü 인턴제 개선을 위한 피드백

ü 낮은 정규직 연계 채용률
ü 시간 때우기
ü 공채 시 낙인효과
ü 체계 없는 업무 커리큘럼
ü 정규직 선발 평가에 대한 불만
ü 회사 생활에 대한 환상 깨짐
ü 소속감 없음

나. Retention 효과

TFT를구성하여한달에한번씩과제를주거나, 문화행사(야구장, 영

화관람 등), 모임, 회식 등이 제공된다. 장학금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은

Lock-in으로 선호하지않는다. 인턴 지원자의입장에서는인턴기간완료

후 선발되기까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합격 후 입사기간이 보다 짧아졌으

면한다. Retention 기간은 ‘회사결정을고민하게되는시간’으로보다좋

은 기업, 높은 연봉에 따라서 이탈되기 쉽다.

“안전 빵이 하나 생기니깐….”

다. 정규직 연계 채용에 대한 의견

공채 시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인턴사원에게는 매우 어

려운 난관으로, 인턴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한 기회손실을 매우

크게느끼고있었다.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라면전환되지못하더라도

경험에 가중치를 둘 수 있지만, 4학년 2학기라면 본인이 리스크를 안게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의 경우 인턴사원에게 그러한

위험부담을줄이기위해서정규직선발 인원의 120～130% 정도를 인턴

으로 선발하여 연계 채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연계 채용률은 70～80%이다. 100%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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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을 안일하게 보낼 수 있으므로, 약간의 긴장감도 있으면서 부담

이 되는 비율인 것이다.

인턴으로만정규직을채용하는기업의경우반드시인턴제를거쳐야하

므로 4학년 2학기에연계채용되지않았을때그위험부담을더크게느

낀다. 인턴기업에 채용되지 않은 그룹 중에서 특히 업무량이 많았던 경우

인턴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보다는 최종 임원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었

던것으로인식하였고두달간업무에매진했던것에대해회의감을느끼

고 있었다. 정규직 연계 채용의 선발 기준이 사전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턴기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매달린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는 친구

들이있었어요. 그런데결국은마지막에 20분봤던임원면접으로거의그냥끝

이었던 느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정말 새벽까지 나와서 했던 친

구들은다떨어지고, 저희팀장님의경우 HR부서에둘다뽑아야된다고했는

데, 둘 다 떨어졌어요. 원래 평균적으로 둘 중 한 명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두 달 동안 일을 한 거지…?”

9. 향후 대졸 채용 변화 양상

취업이어려워질수록단순한인턴제보다는취업을위한인턴제가늘어

날 것으로 본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므

로 인턴제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 연계 채용률이 높고, 기대했

던 만큼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있다면 대학생에게도 좋은 제도로 평

가 받는다. 그러한 현실적으로연계 채용률을높일 수없다면, 채용을 전

제로하기보다는경험 중심으로 3학년부터 참여할 수있는제도에더 호

의적인반응을보인다. 미주의경우채용보다는경험을쌓기위한인턴의

기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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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향후 채용 변화 양상

내 용

채용

변화

양상

ü 단순한 경험형 인턴제 대신 취업형 인턴제 증가 예상
ü 정규직 연계 채용률이 높고, 다양한 실무 경험이 된다면 대학생에게
좋은 제도로 평가

ü 현실적으로 정규직 연계 채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 경험 중심의 인턴제
요구

10. 인턴제 관련 정부지원 요구사항

인턴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인턴제를 운

영하는중견기업에대한정보제공을필요로했다. 따라서인턴제정보를

하나의 채널을 통해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각자 힘들게 찾아다니지

않아도대입정보처럼한번에찾아볼수있는경로가필요할것으로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기업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업무 교육 및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커리큘럼)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잘 나와 있는데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

를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까지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마다 뽑는 게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통일된 게시판이 하나 있어서….”

<표 4-38> 인턴제 관련 정부지원 요구사항

내 용

정부지원

요구사항

ü 인턴이수 학점 인정
ü 인턴제 운영하는 중견기업 정보 제공
ü 인턴제 정보수집 위한 하나의 채널 제공
ü 업무교육 및 수행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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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기업 인턴채용 담당자․인턴경험자 비교

1. 인턴제에 대한 인식

제3절에서는대졸인턴제를운영하면서기업과인턴경험자가바라보는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턴제에 대한 인식 측면

에서기업과인턴경험자의입장차이를확인하고자하는데 2009∼10년부

터 시작된 대기업 중심의 대졸 인턴제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짧은

면접시간의공채 채용 절차에서 파악할 수없는 능력, 잠재력, 인성 등을

파악하여정규직후보자를평가해볼수있는기회로보고있다. 또한 직

무경험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확보하기 위한 투자 개념으로 유익한 제도

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대졸 인턴제를 보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턴경험자의입장에서는정규직연계채용을위한기회이므로취업을

위한또하나의스펙관리차원에서바라보고있으나, 궁극적으로는선발

<표 4-39> 인턴제에 대한 인식

기업 인턴 담당자 인턴경험자

ü 우수인재선점을위한채용제도
ü 채용을 위한 또 하나의 스펙
ü 정규직 연계 채용을 위한 기회

ü 회사, 직무와의 본인 적합성 여
부를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ü 자신의 진로 설계를 위한 경험의 기회

ü 인재 선발을 위한 투자 개념 ü 선택권을 가진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

ü 공채 대비 유연한 채용 제도 ü 회사상황에따라변동할수있는불안한제도

ü 정규직으로 연계 채용이 가능한
유익한 제도

ü 정규직 연계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큰 제도

만족도

9점
정규직 채용 X : 6점

정규직 채용 O :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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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결정권을가진기업에게보다유리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정규

직연계채용이되지않을경우본인이감수해야할위험부담이큰채용

제도로인식하고있다. 하지만몇가지채용시스템상의문제점이해결된

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취업 전 직무경험을 해볼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2. 인턴제 운영 프로세스별 평가 및 개선방안

가. 선발과정

신입공채와동일하게진행되고있어기업담당자측면에서나인턴지

원자측면에서불만점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선발일정에있어서

공채시즌만큼고려되지않고있어향후이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뿐만아니라 학교에서도 함께 지원이필요한 사안이다.

<표 4-40> 인턴제 선발 과정에 대한 의견

기업 인턴 담당자

ü 정규직 연계 채용을 목적으로 선발하므로 공채 채용 선발과정과 동일하거나
기업에 따라서 적성검사는 정규직 최종 합격 이후 진행되고 있어 선발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ü 공채 대비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스펙 중심의 선발 비중이 낮아 보다 잠재력
중심의 선발과정에 대해 긍정적임

인턴경험자

ü 공채와 유사한 선발과정으로 절차나 내용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로 선발과정에
대한 불만 정도는 낮은 편임

ü 다만, 선발 일정이 시험과 겹치는 경우 위험 부담을 크게 느낌

나. 교육과정

입문교육은 신입 공채 교육의 압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업무교육과정의 질이 멘토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인턴채용 담당

부서에서멘토링제도운영에대한전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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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업부서에서효과적으로진행되고있지못하다. 멘토와멘티의상호

간 평가, 인턴 모임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

으나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1> 인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견해

기업 인턴 담당자

ü 입문교육은 공채교육을 압축해서 진행하고 있음
ü 업무교육은 멘토 OJT로 진행되며, 사전 멘토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
는 멘토링제도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ü 멘토에 따른 인턴사원의 만족도 차이를 인정하고, 균질화된 코칭을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수행

인턴경험자

ü 입문교육은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음

ü 멘토로부터의 OJT 교육이 멘토의 역량과 자질, 관심 수준에 따라서 업무교육
에 대한 만족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ü 가장 큰 문제점은 체계적이지 않는 커리큘럼과 겉핥기식 진행
ü 멘토와의 관계성은 인턴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최종 정규직 채용에도 깊은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

다. 업무수행과정

업무수행은현업부서상황에따라진행되고있어인턴운영부서에서

도 인턴사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깊은 관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인

턴경험자에 따르면 실무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례가 더 많으며,

오히려인턴실습비만큼의가치있는일을하지못했다는의견이지배적

이었다.

물론 업무 숙련도가 낮고 직무별로 인턴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

정적이지만인턴지원에있어서조직, 직무에대한경험적기대를충족시

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으로 연계되지 못하더라도 경

험에 대한 가치를중요하게 인식하여 향후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

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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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2>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의견

기업 인턴 담당자

ü 업무 숙련도가 낮고, 단기 근무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어
인턴사원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턴기간 동안 회

사와 직무를 경험하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ü 그러나 부서 특성상 현장, 매장관리, 공장에서는 멘토의 caring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ü 기대 대비 인턴 능력 뛰어나고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는 긍정적 평가

인턴경험자

ü 기업, 부서, 직무, 멘토 특성에 따라서 인턴이 수행했던 업무 내용의 범위, 업무
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업무 만족도 역시 차이가 큼

ü 전반적으로 인턴 지원 전 기대했던 만큼의 실무를 경험하지 못하였음 : “업무량
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인턴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ü 불만족 사유로는 업무 없이 방치되어 시간 때우기, 단순한 업무 지시,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적 업무 지시, 낮은 업무 관여 수준 등

<표 4-43> 수행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기업 인턴 담당자

ü 인턴 평가 결과가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되므로 한 항목에 대해서 인턴기간 동
안 최소 2회 이상 평가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평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

가하고 있음

ü 과제 수행 평가 및 발표, 그룹 토의, 업무 수행 일지 등
ü 최종 선발에서는 실무자의 평가 비중이 높으며, 객관성을 위해 타 사업부 임
원진이 면접을 보기도 함

인턴경험자

ü 평가 과정에 대한 큰 불만 제기는 없으나 멘토와의 관계에 따라 채용 당락이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냄

ü 인턴기업에 채용되지 못한 지원자 중 일부는 정규직 선발 평가 점수에서 평소
업무수행 평가의 비중이 크지 않고 최종 임원진 면접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것으로 봄

ü 최종 면접 및 채용 확정에 관련하여 빠른 일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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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행평가제도

선발을위한평가과제를수시로진행하고있으며, 이부분에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나 인턴경험자 모두 이견은 없다. 인턴 평가 항목 및 비중에

대한지원자의우려를위해서사전평가제도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

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최종 면접 및 채용 확정 일정에 대해 기업의

경우보다이후에진행하는것이 Retention 비용이나이탈로인한손실을

방지할수있으나지원자측면에서는불안감이나보다나은선택을위해

인턴 완료 직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3. 인턴제 고용형태 및 실습비

본 조사에 참여된 기업들의 경우 고용계약서 작성률이 높으며, 고용형

태는 ‘인턴’, ‘단기계약직’이다. 법적으로정식으로고용된것도아니고, 아

르바이트생도아닌애매한 position으로, 선발과정동안지원자본인을보

여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인식, 법적으로 적합

한고용형태가아직없는상태이다. 점차적으로인턴채용제도가확대됨

에따라서인턴를위한고용제도가필요하다. 신규사원대비급여를적게

받고, 같은일을수행한다면회사입장에서는인턴을비용효율적인노동

력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주어지고 있지 않기

<표 4-44> 인턴제 고용형태 및 실습비에 대한 의견

기업 인턴 담당자

ü 대기업 10개사 중 8개사 고용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ü 2개사 상해보험 가입
ü 고용형태 ‘인턴’, ‘단기계약직’으로 명시
ü 실습비는 주당 20만∼39만 원으로 충분히 제공한다는 입장

ü 식대 제공

인턴경험자

ü 좌담회 참석자 4분의 3 정도 비율로 고용계약서 작성
ü 고용계약서, 4대 보험, 고용형태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수준이 낮음
ü 복리후생 필요성 못 느낌
ü 실습비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에 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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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턴 지원자 입장에서는 문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턴제가 공채 대비 비용이 큰 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

4. 인턴제의 정규직 연계 채용

인턴제를운영하는기업들이증가하고있으며, 인턴지원자역시그수

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기업의필요에의해자율적으로실시하는인턴

제는 현재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기업 인력 채용의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에서는

경험을위한단순한인턴제보다는취업을연계로한인턴제로공채시즌

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인턴사원에게는 인턴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한 기회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인턴 지원자들의 적정한 연계 채용률은 70～80%로 비교적 높은 수준

이나, 입장에서본다면평가기간동안 quality가낮은인재를예초목표만

큼 선발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채용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었다. 현실적으로연계채용률을높일수있는한계가있으므로정

규직으로채용되지못한지원자를위해향후채용시혜택을제공하는방

안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면, 공채채용시선발단계별면제

제도(A사:평가결과를 1～3등급으로차등적으로선발단계면제) 등이다.

<표 4-45> 정규직 연계 채용에 대한 의견

기업 인턴 담당자

ü 조사대상 기업 10개사 중 1개사 제외하고, 정규직 연계 채용 실시
ü 정규직 전환율 50∼100%
ü 우수인재 선발 & 현업의 긍정적 평가로 인해 증가 추세

인턴경험자

ü 적정한 연계 채용률은 70∼80%
ü 정규직 채용에 실패할 경우 낙인효과, 기회비용 문제
ü 정규직 연계 채용의 선발 기준 사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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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채용제도로서의 인턴제 정착화를 위한 방안

취업이어려워질수록단순한인턴제보다는취업을위한인턴제가지속

적으로확대될것으로보인다. 과거에는단순한직무수행을위한단기적

인 고용 형태로 인식했으나, 최근 들어 채용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공채

시 몇 차례의 채용 절차에서 파악할 수 없는 능력, 잠재력, 인성 등을 파

악하여정규직후보자를평가해볼수있는기회로서경험을통한우수한

인재를선확보할수있어공채와더불어향후그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

추세이다.

인턴제는 보다기업에적합한인재를선발하기위한기존공채의보완

제도로서, 기업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적용 가능한 채

용제도로 인식되며 실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채용보다는 경험을 쌓

기위한인턴의기회가활성화되어있어국내기업에서도향후직무관련

경험을 습득하고, 회사와 직무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 중심의

<표 4-46> 대졸 인턴제의 장단점

대졸 인턴제의 장단점(문제점 분석)

장점 단점 및 문제점

인턴

채용

담당

자

ü 우수인재 선점 위한 채용 기회
ü 공채 대비 다양한 인재 선발
ü 공채 대비 낮은 입사 포기율 및 조기
퇴사율

ü 공채 대비 회사에 대한 애착심, 적응
력, 성격, 성향 등 평가 가능

ü 공채대비업무능력, 조직적응력우수함
ü 기업, 직무에 보다 적합한 인재 선발
ü 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

ü 정규직 연계 채용률이 낮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ü resource 투입 요구됨(경제적 비
용, 간접적 비용)

ü 표준화된, 체계적인 인턴 운영

시스템 부재

ü 인턴 관리 부실
ü 정규직 선발 위한 평가에서 공
정한 평가방법 부재

인턴

경험

자

ü 자신의 진로 설계에 도움
ü 공채 준비 스펙 추가
ü 직무 관련 경험 습득
ü 인턴 동료, 현업 실무자 인맥 형성
ü 인턴제 개선을 위한 피드백

ü 낮은 정규직 연계 채용률
ü 시간 때우기
ü 공채 시 낙인효과
ü 체계 없는 업무 커리큘럼
ü 정규직 선발 평가에 대한 불만
ü 회사 생활에 대한 환상 깨짐
ü 소속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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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향후 대졸 채용 변화 양상

기업 인턴 담당자

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제 운영 기업 확대
ü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대졸 인턴제:긍정적 평가→채용패턴

변화

ü 공채보다 유연성이 높으므로 인턴비중 증가 예상
ü 공채 대비 효과적인 선발 과정이나,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
ü 다양한 방식(공모전 등)을 통한 인턴 참여 기회 제공
ü 우수인재의 개념:스펙→인성 측면

ü 현업 평가에 따라 채용규모 변화 가능

인턴경험자

ü 단순한 경험형 인턴제 대신 취업형 인턴제 증가 예상
ü 정규직 연계 채용률이 높고, 다양한 실무경험이 된다면 대학생에게 좋은 제도로
평가

ü 현실적으로 정규직 연계 채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 경험 중심의 인턴제 요구

<표 4-48> 정부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기업 인턴 담당자

ü 정부의 제도적인 간섭 불필요
ü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지원 요구
ü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 장(場) 마련
ü 대학생 대상 인턴제 수요 조사
ü Retention 기간축소위한방안마련(예, 취업 시남은학기면제, 인턴경험학점화)

인턴경험자

ü 인턴이수 학점 인정
ü 인턴제 운영하는 중견기업 정보 제공
ü 인턴제 정보수집 위한 하나의 채널 제공
ü 업무교육 및 수행 가이드라인 제공

인턴제 개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턴의계약형태, 고용보험가입여부등에관한인턴의고용 position

에 대해기업인사담당자도명확히알고있지못한상황이다. 향후확대

되고 있는 인턴 채용 관련 고용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학기동안에는인턴에참여할수없으므로기업과학교간

의MOU와같은협업을통한학점인정, 인턴과목프로그램개설등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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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 아직 국내기업에 정착하지 않은

상태로제도운영에관한커뮤니케이션장마련등이제공되었으면한다.

<표 4-49> 영역별 인턴제 정착화 방안

영역 인사담당자 대학생

정착화

방안

채용제도로서 지속 여부 유지 유지

실습 후 채용 여부 인턴 후 부분채용 인턴 후 전원 채용

적정 대상 4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적정 실습기간 1∼2개월 1∼2개월

적정 임금수준 현재 수준 적정 현재 수준 적정

모집 방법 서류 및 면접 서류 및 면접

개선 방안 직무 전문성 강화 직무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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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요국의 인턴제 현황

제1절 미 국

1. 미국의 인턴제 개관

미국에서 인턴제는 주요 기업체와 관공서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대학생 중 네 명 가운

데 세 명은 어떤 형태로든 인턴십과 관련 프로그램(Co-op 등)을 이수하

고 있으며, 인턴 대상자는 고졸, 대졸자 이상(재학생 포함)의 미국민뿐만

아니라일정한자격을갖춘외국학생도포함한다. 일정기간동안민간기

업이나 각종 공공단체․연구소․국가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장래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과 실습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널리활용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미국기업들은신

규직원채용시대학학점과봉사활동경험및인턴경력을중시하고있으

며, 인턴제를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인턴십과 Co-op(Co-operative education assignment, 현장

실습)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Co-op 프

로그램은일정기간동안산업체에서전공에관계되는프로젝트에참여하

면서일정한액수의금액을받고, Co-op에 대한학점을별도로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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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하게 되는 교육제도이다. Co-op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대

부분일정기간동안풀타임으로학업에종사하는일과일정기간동안임

금을받고풀타임으로고용되어일을하는것을번갈아하는데기간은각

각 6개월이내이다. 한편인턴십은임금을받는경우도있고무급인경우

도있는데, 일반적으로주당특정시간동안업무에참여하며대학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들이 주로 여름방학 동안 자발적으로 직장체험을 하는

것이며, 각자의 전공에 관련된 직장체험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인턴의 평균 임금은 민간부문의 경우 주당 445∼750달러로 높은 편이

며, 민간부문과는 달리 행정기관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는 대부

분 무급이며 교통비 정도만 지급한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재학생

의 인턴십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로

서학교의학과목으로인정을하고학점을주는경우가대부분이며, 인턴

제에 참여했던 공공기관에서는 직장을 위한 추천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인턴경험이사회생활을하는데주요한요소이고순수한일

경험을쌓는데목적이있기때문에우리나라와는달리유급보다는무급

인 경우가 많다.

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턴십

정부기관과공공기관에서도적극적으로인턴제를활용하고있다. 연방

정부에서는 학생임시취업 프로그램(STEP : Student Temporary Emplo-

yment Program)과 학생진로경험프로그램(SCEP :Student Career Expe-

rience Program)으로서 Co-op라고 불리기도 하는 2개 유형의 프로그램

을 활용하고 있다. 학생임시취업 프로그램(STEP)은 학기 중에나 여름방

학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학생진로경험 프로그램(SCEP)은 전공과 직접 관련된 직

업체험을 제공하고, 재학 중에 일정기간 동안 일과 학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무부의 인턴 프로그램은 인턴제 참여자가 국무부의 업무

를 도와주되, 외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외교활동의 경력을 쌓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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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도와준다. 미국의회의 인턴 프로그램인 LBJ(Lydon B. Johnson)

Congressional Intern Program은모집주체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을활

용하고 있다. 대체로 각 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고용하는 프로그램과

위원회나 여타의 조직이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 대학생과 민간조직이 의

회의 인턴을 제공하는 경우, 의회지원기관(CSA) 내의 인턴 등으로 나누

어진다. 인턴에대한수당은보통무급이며재정적지원이필요한참여자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90일 이상 유급인 경우에는

휴가및병가를제공하고, 무급인경우에도재해보상(Federal Torts Claims

Act)을 받는다. 인턴은 그가 속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인턴경험을 학점으

로 인정받으며, 10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주 40시간 일하며 월 110만 원

정도의보수를받는우리나라의공공기관인턴제와비교하면학점인정과

보수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국 기업의 인턴십

가. GE Financial Assurance(GEFA)의 인턴십

GE Financial Assurance(GEFA)의 인턴제도는모회사인 GE와동일하

게 리더십을 위한 잠재적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전공

과 관련되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하며, 직무교육을 통해 이

론과실습을병행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설계되었다.

GEFA의 인턴사원 선발 기준은 우리나라 기업의 선발기준과는 달리 4학

년을 제외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GE의 자질로서 리더십과

팀워크, 성취능력과자신감그리고변화에대한적응력, 마지막으로분석

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GEFA에서는 10∼12주의 여름방학 동안 부여되는 과제 수행을 위해

담당관리자와함께활동하게된다. 이때부여되는과제는일상적인잡무

와는차별화된것으로명확한업무기술서와함께주어지며이과제의주

목할 만한 점은 실질적으로 책임과 두드러진 성과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은 졸업하기 이전에 GEFA에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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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회사에 대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인턴십

에서 주어지는과제로직무에대한기술뿐만아니라대인관계기술을향

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GEFA의 인턴십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Interpersonal Skills(대인관계기술) :과제 담당자와의 관계에서 이

루어진다.

② Project Management(프로젝트 관리) :과제 수행을 의미한다.

③ Communication Skills(의사소통기술) :과제로 부여된 프로젝트 완

성후과장, 부장, 심지어 CEO 앞에서수행해야하는프리젠테이션을통

해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④ Exposure(노출) :점심시간등을이용해 CEO를비롯한과장, 부장급

관리자들과 대화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⑤ Mentoring/Networking(멘토링/네트워킹) : GEFA의 인턴제도는 인

턴사원 1인당 한 명씩의 멘토를 제공하여 익숙하지 않은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며, 또 다른인턴사원과의네트워크형성을위해

Brown Lunch-bag이라는점심시간이나파티등을포함한여러과외활동

을 하고 있다.

⑥ Feedback(피드백) :인턴제도의 질 향상을 위해 두 번의 평가를 실

시하여 학생들의어려움이무엇인지, 어떤점을개선해야 할지 파악한다.

GEFA의 인턴은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다른기업과차

별화된 핵심은 과제의 수행이며, 재무, 위험관리, 생산, IT, E-business,

마케팅 등 6개 분야와 관련되어 수행된다. 인턴사원들은 이 과제를 수행

함으로써업무에대한지식과기술이증가하는것은물론다양한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보다 높은 효과를 위해 회사는 정기적으로 과제 수행을

점검하고명확한가드라인을지시하여인턴사원들의혼란과어려움을감

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인턴십 내용과 유

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기업의 CEO를 비롯한 관

리자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인턴사원 1인당

한명씩의멘토가제공되며, 다른인턴사원과의네트워크형성을위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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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과외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나. IBM의 인턴제도

IBM의 인턴십은 30년의 역사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인턴십이 학생들이 입사하기 전에 기업의

문화를 알고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서 인식하

여투자를아까지않고있다. IBM의인턴십프로그램은 Extreme Blue와

Co-op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Extreme Blue는 IBM이최고의 IT 인재를선별하기위해서여름동안

에미국의세지역에서운영하고있으며각각의지역에서 25명의 인턴들

만을 선발할 정도로 우수한 질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미국

내 3,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Co-op 인턴십 프로그램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and Internships)은 IT 분야 외에도

IBM의 행정적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학생들은 4년제이상의대학재학생으로성적이 4.0 만점에 3.0 이상

이 되어야 하고 전공에 기초하여 업무를 위임받게 된다. 프로그램 내의

기술분야와행정분야의비율은 8 대 2 정도로 기술분야의인턴이상대적

으로 높은 편이고, 행정분야는 회계나 재정부분 등에 집중되어 있다.

IBM의 인턴제도는 제도의 운영이 회사가 아닌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

추어져있다. 따라서학생들이참여하여업무의경험을쌓는동시에즐길

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설계되어있는데첫째, 사회성함양활동에서

IBM의사내사교클럽에인턴들이참여하도록하여좀더편안한분위기

에서사원들과 어울려 인간관계를원활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교

육활동을들수있는데이교육활동을통해인턴학생들은 IBM의시설물

들을관람하고회사가어떤일을하고있는지또사원들은어떤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산교육을

받는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턴들은 업무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봉사의 경험도 가질 수 있으며 업무가 끝난 오후에 지역 사회 단

체 등에서 지원자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인턴십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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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대부분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

으로인턴과정규직직원의기업내처우가분명히구별되는우리나라와

는달리미국의 IBM에서는인턴역시기업의정규직직원과동일한처우

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4. 미국 대학의 현장실습

여기에서는 미국 대학의 공학계열 학부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

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크게 현장실습을 코업(Co-op)이라고

불리는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산학협동, 맞춤형 교육으로 나

눌 수 있으며, 용어는 상이하나 학교와 산업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

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미국 대학의 현장실습에 대한 각

각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미국의코업교육은주로공과대학학부과정을대상으로하고있다. 공

대학부과정재학중에학생들이일정한기간동안산업체에서전공과관

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일정한 급료도 지불받고 학점도 취득하는 교

육제도이다. 코업 교육을 통해 취득하는 학점은 학교에서 전공과목을 수

강하고취득하게되는학점과별도의학점체계를통해관리되고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퍼시픽 대학 Co-op 프로그램으로 학부과정을 졸업

하기 위해서 전공과 교양과목으로 최소 129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이와

함께 봄, 여름, 가을 학기를 통해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으로 50학점의 코

업 산학협동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퍼시픽 대학의 공과대학 학부과정은

코업 학점을 필수적인 이수학점으로 판단하여 정규교과과정을 포함해 5

년간 학업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턴십이나 현장실습교육

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기업체를 견학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

하는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지만미국의코업산학협동교육은여름방학

을이용한단기인턴십이아니라최소한두학기이상을산업체에서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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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을 통해 실제 직무경험을 해야 하는 학부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턴십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 기업체, 학교 모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 있는 기업체는 인턴제 실시에

있어커다란부담을가지기도한다. 또한학생들은인턴이취업을하는데

있어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도 있

다. 하지만 미국의 코업 산학협동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졸업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불구하고코업산학협동교육이필수적으로인정되는대학에진학

하는것을 선호하고있을뿐만 아니라프로그램에대한 참여도매우높다.

이는 코업 산학협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인데 첫째,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실제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다른 엔지니어들

과 함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셋째, 코업프로그램에대한참여를통해학생들은단기간내에학교를

졸업하고보수, 양성교육이없이도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엔지니

어로 전환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은 코업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

의 전공분야에 대한 정체성 혼동을 극복하고 분명한 진로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다섯째, 코업 산학협동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학비대체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장학금제도나 현장실습을 통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지만

그 수준이 매우 적어 학비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섯째, 코업 산학협동교육에 참여하는기업들은서류심사와인터뷰를

통해 고용결정을 직접 할 수 있고,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학생들이참여할수있도록훈련시키는멘토역할을하게된

다. 기업체는학생들이각자목표를세우는것을도와주고코업프로그램

이종료되면학생에대한평가를하게된다. 이와같은평가과정을통해

산업체가 직접 공학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학생들이 코업 프로그램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 여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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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공유하게되고프로그램을통해배운것이많고유익하면자연스럽

게 기업의 광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 산학협동

산학협동교육의 한 예로 Harvey Mudd College(HMC)의 Engineering

Clinic을 들 수 있다. Engineering Clinic은 지도교수와 기업체 관계자의

지도로 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받아 학부학생들이 직접 연구를

하여 미래의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다. Engineering Clinic은 공학을 전공하는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한 1주일당 9시간(3학점짜리 3과목에 해당)을 요구하는 공학 설계 및

공학에전공필수과목들로된학부과정의일부이다. 기업체나정부연구

소와같은 Engineering Clinic의고객을위해서너명의학생들이팀을구

성하여연구/개발과제를수행해나가게된다. 지도교수의지도하에학생

들이과제를수행하길원하는고객회사들은일정한액수의수수료를내

야 하고 회사 담당자로하여금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과의회의

를 통해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프로그램을통해 학생은고객 기업체가원하는 현실적인설계/

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상반되는조건들중에서득실을따진설계결정,

적합한 보고서 작성요령, 시간과예산에따른 제약 조건, 부품선택과구

입요령, 고객회사의기밀유지등을경험하게되고, 팀에관계되는일의

분담, 책임감, 지도력, 팀구성원간의분쟁해결능력등을개발할수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Co-op 회사에 정식직원으

로채용이되는경우가많은것처럼 Engineering Clinic 프로그램의 경우

에도많은학생들이졸업후에과제를수행한고객회사에채용되는경우

가 많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학협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는 대학은 극히 소수이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성공회대학교의 글로

컬(Global +Local) 현장연계 교육, 경북대학교의 샌드위치 프로그램, 이

화여자대학교의 NGO 집중 인턴십 프로그램, 동아대학교의 인턴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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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등이 있으나 아직은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맞춤형 교육

앞에서 언급한 Co-op이나 Clinic 외에도 학생들의 직장체험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예로 Aloca와 North Carolina

A&T State University의 맞춤 설계과목이 있다. NC A&T Atate

University 기계과와 Aloca Tech Center와는 협약을맺고알루미늄생산

설계에관한맞춤형선택과목을 1995년부터개설하기로하였다. 주로 4학

년학생들과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하여 Aloca에서제공하는과제로하

는 설계과목이어서 특히 졸업예정자들과 직장경험이 없는 대학원생들에

게인기가있다. 기업체에서는직접관계자가학생들에게생산설계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최신 기술 및 예산 등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

해 강의도 하고 학생들의 설계 작품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 과목의 중요

부분은학생들이스폰서인 Aloca 연구소를직접방문하여과제의결과를

회사 담당자들에게 발표하고 회사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다. 물론 연구

소의 실험실과 개발 설비들을 견학하는 기회도 주어지는데 학생들이 설

계한 공정이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도록 한다.

5. 인턴십 지원

가. NACE(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

미국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한 제3의 중개자로서

NACE(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라는 비영리단

체가있다. 미국전역에 6개의지부를둔전국적인기관으로 5,200개 이상

의 취업센터와 2,000개에달하는대학(교), 3,000명 이상의인적자원관리

자들의 연계를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NACE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업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기업과대학을위해서인턴십을효과적으로활용하도록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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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채용을원활히하도록하기위해서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는동시에

효과적인발전방향을제공해주는역할을한다. NACE는유로로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취업센터를 위한 교육지침서까지 발행하고 있다. 이는 인턴십을 통해 여

러가지문제에직면할수있는학생, 기업, 학교를대상으로보다효과적

인인턴십수행을지원하는기관으로서우리나라역시인턴십을더욱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미국과 국내기업 인턴제 비교

이상으로위의내용을종합하여미국의인턴제와국내기업의인턴제를

비교해 보면, 첫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턴십

의경우국내에서는방학기간을이용하여짧은기간동안취업을목적으

로하는스펙관리차원에서인턴제가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나, 미

국의 경우 인턴경험자들은 그들이 속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인턴 경험을

학과목의 일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기업 인턴십의 경우 국내기업에서는 4학년 1학기 대학생을 대상

으로 인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는 인턴 대상자

를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나 외국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제

공한다. 한 예로 미국의 GEFA는 4학년을 제외한 대학생을 인턴의 선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경우인턴제의운영이기업이아닌학생에게초점이맞춰

져있다. 국내기업의경우인턴제가신입사원채용을목적으로하는경우

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지만, 미국의 IBM의 경

우 학생들이 참여하여 업무의 경험을 쌓는 동시에 주체적으로 인턴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국내 인턴제의 경우 아직까지 인턴채용 관련법이 없고 인턴수행

에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이없어어려움을겪고있으나, 미국의 GEFA

의 경우 인턴십 내용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과제수행 점검 및 명확한 가

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5장 주요국의 인턴제 현황  141

다섯째, 미국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제3의중개자로서비영리단체가있다. 한예로 NACE에서는멤버십

제도를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인턴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의취업센터를위해교육지침서를발행하고있다. 아직인턴십에관한일

관된정보제공 통로가없는 국내의경우 이와 같은 제3의 비영리단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인턴십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일관된

교육을통해효과적인인턴십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을

것이다.

제2절 캐나다

캐나다에서의인턴프로그램은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매우다양하

며국가에서시행하는사업내용도다양하다. 다음은캐나다의가장대표

적인코업형산학협동교육모델과위털루대학의코업형모델에대해살

펴보도록 하자.

1. 캐나다의 코업형 산학협동교육 모델

캐나다에서 코업 모델의 발전은 197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높

은 경제성장률, 세계경제의 호황 등의 경제사회적인 발전의 영향 속에서

기술 인력의 숙련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캐나다의 여러

대학으로 보급되었다. 미국의 코업 산학협동교육과 캐나다의 코업 모델

은 인턴십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의

코업모델이포괄영역의범위와교과과정의필수성을통해좀더세밀하

고 폭넓은 형태로 발전하였다.

캐나다정부는 10∼15년 전부터교육시스템과노동시장의차이를줄이

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 코업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의

일부분으로서학생들이진짜직업세계에참여하도록도와준다. 캐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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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업 교육은 미국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학부과정 중에 일정기간 동안 산

업체에서전공에관련되는프로젝트에참여하면서일정수준의보수를받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교육제도이다. 2008년 CAFCE(Canadian

Association for Cooperation Education)의통계에의하면 38개의 College,

41개의 University에서코업프로그램이진행되었다. 코업 프로그램에참

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캐나다 전체 지역에서는 7만 9,127명이고, 온타리

오지역의경우 4만 5,674명이다. 특히온타리오지역은워털루대학이소

재한지역으로북미지역과의연계성이높고산업이발전된지역으로코

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캐나다의 코업 프로그램 역시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체의 관

심과 참여가 적극적이다. 이는 양질의 기술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이직

등 추가비용을 억제하며 장기근속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코업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이 기

술 중심의 공과대학에 편향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순수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인문과학분야, 예술분야를 총망라하여 실시

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등 산학협동교육에서 소외되

기쉽고적응하기어려운학과의경우에도관련직업훈련과기업체와연

계된 현장 중심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업의 파트너십 구조의 핵심은 지역대학-학생-기업체로 나눌 수 있

는데, 이들은서로협력하면서학생의현장실습을진행한다. 코업을 통해

기업은더좋은학생을고용함으로써비용절감효과와양질의노동력활

[그림 5-1] Co-op 프로그램 기본 구조



제5장 주요국의 인턴제 현황  143

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현장기술을

높일수있어전체학생의학업수준을높일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

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할

수있는현장중심의경험을할수있고, 향후 직업체험과현장실습의아

이디어를 연구에 활용, 이후 창업 가능성을 높이며, 일정한 금액의 보수

를받고학비를대체하는효과를누릴수있으며, 정부의 경우 코업을통

한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 경제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2.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코업 모델

워털루 대학은 1957년 대학의 설립 당시부터 학생들이 일자리를 미리

경험함으로써일자리창출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코업프로그램을실

시하였다. 코업 프로그램은 입학 후 4개월(혹은 8개월) 동안 학과수업을

받은뒤 4개월간관련기업체에취직해일하고다시돌아와 4개월수업을

받도록 하며 4년의 대학 수학기간 동안 방학 없이 수학하는 관리시스템

으로, 학생들로하여금 4∼5년 대학생활동안 2년정도의현장실무경험을

갖추고 졸업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코업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과도유사하며우리나라에서보통 1∼3개월 이내로이루어지는인턴과정

과 비교하면 상당히 장기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워털루대학의코업프로그램운영주체는교수, 기업, 졸업생, 학생, 교

과과정 및 산학협동교육센터(CECS : Co-operative Education Career

Services)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CECS는 학생과 기업 간의 행정문제

창구역할을수행하고학생의커리어관리를전담하고있다. 앞서살펴본

미국의 NACE와같이캐나다역시학생과기업의인턴십프로그램을연계

하는 CECS가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스스로 인턴십 프로

그램을찾고수행해야하는것과는달리미국과캐나다는학생과기업, 학

교에인턴십수행을지원하는단체가있다는것이큰특징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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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와 국내기업 인턴제 비교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코업형 산학협동교육 모델을 통해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턴제

를 정규 교과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국내의

인턴십과 비교해 보면 캐나다의 경우 기술 중심의 공과대학에 편향되어

인턴제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순수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인문과학분야,

예술분야등인턴제에서소외되기쉬운분야에서도다양하게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의 경우 4개월(혹은 8개

월) 동안의학과수업을받은뒤 4개월간관련기업체에서일하고다시돌

아와 4개월수업을받는것을반복하며방학없이 4년간의대학생활을하

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장기적인 인

턴십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캐나다역시미국의 NACE

와 같이 기업과 대학생 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CECS가 있으

며, 인턴십의주체가기업과대학생뿐만아니라대학교수, 졸업생, 산학협

동교육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3절 일 본

일본의대학생들을둘러싼고용상황은 1990년대이후버블경제가붕괴

된 이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1994년 무렵에는

방송매체에서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초(超)’ 빙하기라고 일컫는

정도였다. 문부과학성의 ‘학교기본조사’에 따르면, 2003년 전문대 및 4년

제 대학 졸업자 가운데 27.7%(약 18만 명)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정규

직이아닌 ‘일시적인취업’을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 일본정부

는 이러한대졸자의 고용상황의악화에 대한대책마련의일환으로 1997

년 문부성, 통산성, 노동성 3성(省)이 합의하여 학생들에게 재학 중 자신

들의 전공과 장래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체험(인턴십)을 실시한다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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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2003년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보다 종합적이

며포괄적으로접근해야한다는인식하에 ‘청년자립및도전계획’을발표하

는데, 이 계획에는 학교 및 기업의 적극적인 인턴십 도입이 포함되어 있

다. 이처럼일본정부는대졸자를포함한청년층의취업문제는청년들개

인들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중요 핵심과제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에따른청년실업에대처하고청년고용률을촉진하기위한대책의일환

으로 정부주도하에 청년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턴

제 실시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 대학생의 인턴십 현황

다음의 <표 5-1>에서 보듯이 문부과학성의 2006년도 ‘대학 등의 인턴

십실시현황에관한조사’ 결과에서국공립대학 733개교, 전문대학 399개

교, 고등전문학교 61개 가운데 인턴십을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율

이 대학은 65.8%, 전문대학이 40.6%, 고등전문학교가 88.4%였으며, 2007

년 인턴십 실시 예정 비율도 대학이 70.0%, 전문대학 43.9%, 고등전문학

교 100%로매년 증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캐

나다의인턴십과같이교과과정의일부로서인턴십을학점으로인정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표에따르면, 2004∼06년 동안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

립대학 모두 인턴 실시 비율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계열이 49%, 이공계 및 자연과학계열이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연도별 대학생(전문대, 고등전문학교 포함) 인턴십 실시 현황

(단위:개, %)

대학유형 2004 2005 2006 2007(예정)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고등전문학교

418(59.0)

155(35.3)

57(90.5)

447(62.5)

157(37.8)

60(95.2)

482(65.8)

162(40.6)

60(88.4)

513(70.0)

175(43.9)

61(100.0)

자료 : 문부과학성(2008),「인턴십 실시상황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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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대학 유형별 인턴십 실시 비율

(단위:%)

대학 유형 2004 2005 2006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83.9

35.1

58.5

86.2

42.5

61.4

86.2

43.4

65.6

자료 : 문부과학성(2008),「인턴십 실시상황 조사」결과.

2. 인턴십 추진 목적 및 운영 체계

산학연대교육일본포럼(2005)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

하고 있는 인턴십의 목적을 커리어 교육, 취업지원, 대학의 광고효과, 전

문인재의 육성, 특정교육목적의 실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학과(부)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의 [그림 5-2]는 가장일반적인인턴십의운영체계라할수있다. 인턴십

<표 5-3> 인턴십 추진 목적 및 내용

목적 구체적 내용

커리어 교육

-진로와 관련된 취업경험을 통한 직업의식의 육성

-자신의 전공, 향후 진로와 관련된 취업경험의 축적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업의욕 고양

-취업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직업의식 향상, 학습의욕의 환기

-커리어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취업지원

-유연한 사고와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의 향상

-업계, 업종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지식을 획득함과 동시에

직업 의식, 취업의식 배양

-기업, 사회시스템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체험

-구청, 시청 등 관공서에서의 직업 체험의 기회제공

전문인재

육성

-취업 후 기업에서 실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전문기술의 체득을 통한 연구자, 기술자 육성

-기술자, 연구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회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

한 이해 증진

특정목적

교육

-전문과목의 실천적 활용 여부 확인

-취업체험에 의한 면학의욕의 촉진과 전문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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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인턴십 운영 체계

을희망하는학생은지도교수및인턴십을담당하는교수와의면담을통

하여인턴십신청서를제출하고, 학과및학부에서는학생이참여를희망

하는 직종 및 기업 그리고 인턴십 참여 기업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매칭

(matching) 작업을 실시한다. 매칭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업이 제시하는

프로그램및업무수행상의주의사항그리고보험관계등에관한동의절

차를밟게된다. 이러한절차를보더라도인턴십의수행절차에있어우리

나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우리나라

대학생의경우학생들스스로인턴십을수행할기업을찾아야하며, 인턴

십수행이주로학생과기업간에이루어지는것과비교하면일본은대학

의 학과(부)장과 교수가 학생이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매칭

(matching)을 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학생의 인턴십 수행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포함한 의뢰서, 동의서, 승낙서와 같은

서류상의 절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중소기업 인턴제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와 같은 중소기업을 활용

한 인턴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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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장래의 진로와 관련된 취업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의 발굴, 설명회 개최, 협력 기업 간의 매칭, 중소기업과

대학간의협력관계구축등의사업을실시하는기관에대하여필요한경

비의일부를보조하는 ‘산업기술인재육성인턴십추진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있다. 사업의내용으로인턴십추진인원확충사업을위해담당

직원을 배치할 수도 있으며, 담당직원에 대한 보수는 보조금실시요강에

서정하는기준에의해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또

한 해당 보조사업을원활하게실시하기위해서통신운반비, 소모품비, 홈

페이지제작및갱신비용, 시스템개발및유지비용등의경비가보조금

지급의대상이된다. 그밖에도협력기업및학교를발굴하고설명회개

최및 학교등에대한정보제공, 학생과 협력 기관과의매칭, 연수 실시,

홍보자료의 작성 및 배포, 보고서 작성 등의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3] 중소기업형 인턴십

① 협력기업, 대학의 발굴

② 설명회 개최

③ 협력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④ 학생과 기업의 매칭

⑤ 연수 실시

⑥ 제도의 보급

⑦ 보고서 작성 등

4. 일본과 국내기업 인턴제 비교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대졸자의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장래의 진로와 관련된 직장체험(인턴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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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턴제가 이루어졌다. 일

본의 경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책임형’과미국의 ‘산학협동’ 프로그램과비슷한 ‘성과중시형’,

그리고국내기업의인턴제와가장성격이비슷한 ‘채용연동형’으로인턴십

이 구분되며, 국내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와 비슷한 중소기업 인턴제가

일본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나 단순히 정부의 주도하에 인턴십을 대학생들

에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력 기업이나

학교를발굴하고 설명회를개최하거나학교등에대한정보제공, 학생과

협력기관과의 매칭, 연수 실시,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인턴십의운영에있어우리나라의경우학생들이직

접인턴십에참여할기업을선택하고인턴선발과정이나선발이후의모

든과정을스스로해결해야하지만일본의경우학과및학부에서학생이

참여를희망하는기업및직종을고려하여매칭작업을실시하고인턴수

행 시 주의사항 및 보험 등에 관한 사항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제4절 영 국

1. 뉴딜 프로그램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은 노동당이 고용을 통해 사회보장보다 나은 혜

택을누릴수 있도록 하는 실업해소를위한정책으로 1998년 4월 시작되

었다. 뉴딜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안정적인 직

업을 찾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영국 정부의 ‘Welfare To Work’ 전략의

핵심요소로서 “no job no experience, no experience no job”이라는 이념

을배경으로한다. 이 프로그램은고용안정센터(Job Centre)를 통한사회

보장부와 교육부의 협력으로 급여수급자들의 재취직을 도와주고 구직자

급여(Jobseeker's Allowance)를노동정책과연계하여실업자를노동시장

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사업으로서 첫 단계는 입문과정(Gatewa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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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개월간 상담원과 상담, 구직활동을 하며, 첫 단계에서 구직을 못할

경우 ①임금보조취업 ②자영업 ③교육훈련 ④환경지원단 활동 ⑤자원봉

사단활동등에참여하여취업에이르며, 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도취업

을 못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뉴딜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뉴딜프로그램중 ‘임금보조취업’ 프로그램은인턴프로그램과같은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18∼

24세의 6개월 이상 구직자급여(JSA)를 신청해 왔던 청년실업자들로서,

현재 영국의 뉴딜프로그램은이러한청년층뿐만아니라 25세 이상의 청

장년층, 50세 이상의노인층, 18∼24세의 편부모 가정, 장애인계층, 가구

주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경우가구주의 동반자등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뉴딜프로그램중 18∼24세의청년층을대상

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18세 이상 24세 이하 그룹 대상인이뉴딜프로그램은 2005년 3월까지

96만 명의 참여자를 배출하며 영국 최대의 정부 실업대책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18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고용촉진수당 수혜

자인경우, 불참의특정 사유가 없는 한, 정부로부터 지속적인혜택을받

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각 참여자에게는

JobCentre Plus의 개별상담자(person advisor)가 배정되고, 이개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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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면대면혹은전화상담을통해프로그램의전반에걸쳐각단계

별 과정을 상의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전체 과정은약 45주가 소요되며, 총 3단계 중 1단계는최대 16주 과정

의 ‘Gateway’ 단계이고, 1단계를마칠때까지구직에실패한경우최소 13

주가소요되는2단계 ‘Option’ 단계로진입하고이후마지막단계인 ‘Follow-

through’ 단계는 26주까지 소요되며, 구직을 위한 특별도움과지원이제

공된다.

참여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참여자의 초기 월급을 정부가 보조금

으로지급하고있으며, 프로그램의목표중하나는참여자가고용을통해

정부복지혜택보다나은삶을누리는것이므로, 참여자는개별상담자와

의 상담을 통해 최소 급여액을 의논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 이후라도 복

지혜택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뉴딜 정책은 우리나라의 인턴제와 비교하여 그 대상층이

다양하며 ‘Gateway’ 단계를거친후 ‘Option’ 단계로 진입하였을때입금

보조취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비롯하여 교육훈련, 환경지원단 활동, 자

원봉사단활동등과같은다양한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다는차이점이

있다. 또한 개별 상담가가전단계에걸쳐참여자의수행을평가하고관

리하며 참여자의 기존 고용촉진수당 등 정부 복지혜택 수급 여부를 결

정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복지체계에 안주하지 않도록하는 데기여하고

있다.

제5절 영국, 프랑스, 덴마크의 도제제도

영국에서는 19세기후반건축, 인쇄분야뿐만아니라엔지니어링, 조선,

배관, 전기등의새로운산업분야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확산되어온도

제제도(apprenticeship)가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영국의 경제구조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고 재정지원을 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도제제도는크게 3단계로구성되는데, Intermediate Level Apprentice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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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Level Apprenticeships, Higher apprenticeships로 구분이 되

며, 16세 이상으로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영국인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도제제도는 도제제도의 수준(level), 훈련생의 능력, 산업부문에

따라 1∼4년 정도소요되며, 대부분작업현장에서직접훈련이이루어지

고나머지교육은 local college나 전문훈련기관에서받는다. 이러한도제

제도를 통해 훈련생은 임금 외에도 숙련된 작업자로부터 직업 특수적인

기술(job-specific skills)을 습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고, 동시에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숙련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 상승뿐

만아니라다른근로자와 동일하게연금기여금(pension contribution), 보

조식당(subsidised canteen)과 레저시설(leisure facilities)을 보장받는다

(신종각 외, 2009).

프랑스에서도 도제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제훈련의 책임은 기업

과 도제훈련센터(CFA)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대체로 1∼3년 이내의 근

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도제훈련의 실행에 있어서 분권화가 이루어졌지

만자격의심사와부여는전국차원에서시행되고있다. 또한도제훈련과

학교가 연계되는 절차를 일반화하였으며, 도제훈련을 대규모 제조업, 서

비스및공무원영역으로적극확대해나가고있다. 마지막으로도제훈련

이 주로 CAP 자격의 획득을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훈련의 수준이 CAP

자격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다른 훈련에 비해, 도제훈련은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도제제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맞게 도제제도를 발전

시키는것과같이교육제도전체와의관계속에서새로운형태로학교와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거의 대부분이

도제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훈련생과 기업체 사이의 계약

이나훈련동의를바탕으로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훈련의 3분의 2는기

업체 내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받으며, 텐마크 역시 우리

나라와같이상대적으로양질의노동자를저렴한비용으로채용할수있

다는실질적인인세티브가있기때문에기업에서적극활용하고있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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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할 수 있다(임언 외, 2009).

제6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나라는다양한유형의 인턴십 관련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턴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장체험

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험

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하

는동일한목적을가지고있으나해당국가의노동시장구조나산학연계

시스템등에따라국가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전통적으로미국과캐나

다의경우처럼산학연계시스템을잘갖추고있는국가의경우다양한유

형의 인턴제나 도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처

럼상대적으로학교와기업간연계가약한경우는청년고용대책의일환

으로 인턴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의사례와국내인턴십

을 비교했을 때,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턴제는 공급자주도형인 데 반해 외국은 수요자주

도형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현장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서 인턴제가 출발하였으며, 교육연계형 산학협동 모델은 역사

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기업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인턴십개별 협동 교육상담자, 캐나다의

멘토, 영국의개별상담자등은참여자와의상담을통해참여자의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멘토는 우리나

라기업의멘토와는달리자발적인참여를원칙으로하고팀단위로이루

어지기도 하며, 인턴십 참여자의 업무 적응과 수행 향상 및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프로그램의경우, 적성과경험에맞고참여자의구직희망이반영

된 프로그램수행을위해경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대일개별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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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자발적멘토의배정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멘토십을행한업

체나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참여자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의인턴프로그램에서발견할수있는공통점은광범위한프

로그램의 목적은 공유하나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별 목표, 참여 기준, 가

능한 지급의 범위와 형태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의 프로그램과 같이 장기실업자나 준고령층

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균형잡힌프로그램관리를실시하며, 편부모,

장애인, 음악인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실직자에게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대부분이 대졸 혹은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 대상자를 다양화하

고대다수참여자의공통배경을바탕으로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고구

체적이고 명료한 절차에 의해 전 과정이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시행

부서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Jobcentre Plus는 프

로그램 참가의 전 과정 동안 일괄적으로 관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모하며 캐나다의 YMCA는 인턴 참여자의 실제 고

용주 역할을 하며, 인턴 참여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인턴참여자가참가업체로부터받을수있는불공정한대우의가

능성을차단하고, 업무의효과성과안정성을높이며, 인턴 참여자의수행

관리과정을단순화시킬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어국내프로그램에시

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청년인턴은국내외에서학생에게는직장을경험할수있는기회

를제공하고기업에게는해당기업에적절한인재를양성할수있는기회

를제공함으로써 학교-노동시장간미스매치를완화하고잦은노동이동

에따른사회적비용을줄여주는효과가존재한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

우 실질적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의 성격이 강하며, 취업연계형의 형태보

다는 직장경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턴 프로그램을 구

비하지못하고단순직무를제공하는것은체계적이고유익한인턴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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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제공하는 외국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외

국사례와비교해볼때우리나라는인턴제를단순히단기일자리제공을

통한 청년실업률 완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학교-기업 간 미스매

치 해소와 노동시장 이행이라는 큰 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은 인턴 참여자와 참여 기업을 대상

으로 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고용유지와향상(ERA) 프로그램을통해참여자를대상으로지속적인고

용과정기구직을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프로그램의효과성에

관한평가를위해초기설계단계부터평가방식을프로그램의한부분에

포함하는등지금까지그평가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프로그램의

보완과 변화,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의 프로그램에서도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과정을 마련하여 향후 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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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대기업이기존의공채대신인턴제를통한신입사원채용제도변화를

주도하고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행

정인턴, 중소기업 인턴과의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매출 상위 30대 그룹

사 인사담당자와심층인터뷰를통해대기업의대졸인턴제활용현황실

태를파악할수있었고인턴경험자를해당기업취업자와미취업자두그

룹으로 구분하여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기업과 학생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턴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인터뷰가 용이하지 않은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대기업의 대졸 인

턴제관련연구에서기초연구의성격을띠고있다고할수있으며채용관

행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였다. 이상의조사결과대졸인턴제를중심으

로대기업의채용과정현황및문제점등을파악할수있었다. 기업의공

채제도는기업환경을둘러싼대내외요소로인해변화과정을겪는데한

국의대졸인턴제는청년층실업문제해결, 정부의대기업에대한사회적

책임요구, 기업의효율적 HRM관리등의목적이맞물려당분간대기업

대졸 인턴제가 하나의 채용패턴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 예상된다. 더구

나 2012년에는대기업들이대졸인턴규모를확대할것이라고한다. 따라

서 이러한 채용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과 기업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이정착하기위해서는기업차원의노력과정부측면의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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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정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졸 인턴 경험자,

대졸 인턴 채용자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제도개선과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해 본다.

제1절 기업 측면

첫째, 인턴이라는개념부터명확하게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해외에

서시작된인턴제도의용어적의미는본인이원하는직업을갖기전에관

련업무를경험해보고본인의적성에맞는지를미리확인해보는절차로

서여겨진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에서는단순한직무경험뿐아니라, 기

업들이인턴사원을채용한후직무경험의기회를주고난후일정기간이

종료되면정규직으로채용하면서인턴제도가채용프로세스의하나로포

함되어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다. 인턴사원에 대한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을뿐더러 대기업이 인턴제의

용어조차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은분명히시급히개선되어야한다. 따라서인턴사원이해야할업무

내용을 분명히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인턴사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인턴 경험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 인턴

실습프로그램이단순업무또는업무과다부서및영업부지원등에그쳐

직무지향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기업들은인턴실습생들의출신학과와연계되는직무프로그램개발

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학생에게는 직무경험, 회사로서는 새로운 아이디

어를제공받을수있는과제를주어야한다. 즉체계적인교육및멘토제

실시, Retention제도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근의 대기업 인턴제는 선진국의 운영취지인 현장실습보다 신

입사원 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선진국처럼 대학의 이론교육을

보완하는 실습교육 및 재학생의 경력관리 차원과는 목적이 다르다. 따라

서 인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4학년 대상의 취업형 인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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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연계채용)과직무경험형인턴을반드시분리하여채용해야할것이

다. 이 두 개념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정규

직 취업을 위해 인턴제도에 참여한 학생들은 근로조건, 근무환경에 있어

서부당한대우를받거나채용상불이익을받더라도이에대해문제제기

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대기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슈퍼 갑(甲)의 존재

로밖에인식되지않을우려가있다. 따라서기업은직무경험형인턴/취업

형인턴의개념을명확하게하여별도의채용과정및운영방식으로보완

하여 인턴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사담당자와 대학생 인터뷰 결과 멘토의 역량․자질이 인턴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령 정규직 채용에 불

합격하더라도 직무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있으므로멘토와의관계에따라인턴만족도, 정규직연계채용까지

영향을미치는요소로판단되었다. 인사팀자체에서멘토교육및가이드

라인 제시, 평가 항목 명확화 등의 현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멘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턴사원 채용 및 평가과

정의공정성을확보하고인턴종료후전원채용을통한구직자의기회비

용 사실 문제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캠퍼스 리쿠르팅이 명문

대중심으로몇군데에서만열리는문제점으로정보탐색및획득의차원

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턴 채용 정보를 단일

화된경로를통해제공하는것이필요하고정규직연계채용률은인턴채

용 시점에 공지하는 수준까지는 맞춰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정부 측면

첫째, 인턴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인턴채용 담당자, 인턴경험자 모

두에게서알수있었고인턴제는앞으로더욱증가할것이며하나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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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으로자리잡을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인턴은근로자와학습자두

성격이혼재되어있기때문에노동권을보장받을수없다. 근로자가아니

기때문에억울하지만일자리를주장할수도없다. 하지만일부기업에서

만 실시하던인턴제도가 점차 중소기업 인턴, 대기업 인턴, 행정 인턴 등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인턴’이라는

용어가존재하지않으므로 ‘인턴’이라는노동법적위치를분명히해야할

것이다.

인턴이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지위가 모호하여 기업이나 학생 모

두 인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인턴사원을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는가운데인턴기간종료후정직원으

로연계채용할것인가의문제와함께인턴사원의근로조건에대한문제

점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인턴사원의 근로자성을 살펴보면 인턴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습득 등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

이고인턴사원이받게되는보수역시근로대상으로서의임금이아닌직

업훈련수당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근로자성을인정받기어

려운상태이다. 하지만기업체내에서단순히인턴사원을 ‘훈련생’으로여

기기보다는다른정규직직원과동일한업무를지시하는경우도있기때

문에 이러한 경우 인턴사원의 법적 지위는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과

‘실근무’를 한다는 점에서직업훈련생과근로자의지위를동시에갖게된

다. 이렇듯 아직까지 인턴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때문에이로인한인턴의근로조건역시기업체마다다르게적용되

고있다. 또한 인턴기간종료후정직원연계채용에대한일관된기준이

없어인턴사원은인턴기간종료후반드시정직원으로연계채용될수있

는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인턴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지 못

한기회손실에대한보상을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강성태,

1999).

둘째, 해외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 캐나다와같은산학연계가

대졸 인턴, 청년 인턴과 관련한 청년층 이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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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향후 산학연계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기업차원에서사회적책임부분이자연스레연결될것이

고그렇지않다면일시적인아르바이트의성격에서벗어날수없다. 학점

인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Retention 기간 축소를 위해 취업 시

남은 학기를 면제해 주거나 인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 정

부․학교․기업 간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기업 10곳모두정부의제도적인간섭은피하고싶다고답변하

였다. 대신 금전적인 지원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부 인턴제가 활성화되

기를원한다고답변하였다. 대기업대졸인턴제의경우필요에의해자율

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적인 간섭 대신 인력수급이 어려

운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지원금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인턴제는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학

생들이 기업주에게 임금착취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중견기업수준의중소기업에포커스를맞추어서중소기업인턴제가실시

되는것이보다제도의효과성을얻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를위해중

소기업 인턴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성

도 보여진다.

넷째, 대졸 인턴의 경우 신입 공채보다 채용규모가 적으므로 서울시내

대학몇곳만을지정하여캠퍼스리쿠르팅을진행한다고한다. 따라서타

학교 학생들이 친구에 의해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제때 수집하지 못해

인턴기회를놓친경우가있다고한다. 대졸인턴을경험한학생들이한목

소리로 주장하는 점이 관련 정보를 단일화된 채널에서 획득하기를 원한

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취업 포털사이트(예, 잡영)에서 인턴 정보를 탐색

하고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통해 여전히 기업 채용담당자와 학생 간에 인턴에 대

한 인식 및 과정에서 느낀 점 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공식적인루트가있다면학생의인턴수요조사를하여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호, 요구하는 산업, 직군,

운영 체계 및 기간, 커리큘럼, 교육내용, Retention제도, 인턴 경험 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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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개선방안등의의견을수집하여제공한다면기업과학생간의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턴제 운영 측면에서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인턴제의 경우에도 기업을 상대로 제도적인 압박

만을 할 것이 아니라 산업별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뷰 결과 인턴제에 대

한 인식 및 만족도에 있어서 건설분야에 비해 유통업, 금융업, 서비스업

에서 월등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여섯째, 정부 차원에서 인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

인턴의 개념, 법적 위치, 고용형태 및 실습비와 관련한 근로조건과 운영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면대기업․중소기업모두에게효과적인제도설계및운영에도움이될

것이다. 조사 기업 인사담당자 대부분이 인턴제도가 효과적인 제도로 인

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방법과 시스템에 대한 혼선이

많아서 매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이 많았다.

일곱째, 인사담당자 간에 커뮤니케이션 장(場)의 마련이 필요하다. 인

사부문은기업내부의주요사안이므로본연구를통한인터뷰대상자선

정에어려움도많았으나조사결과기업간커뮤니케이션을꺼려하면서도

다른 기업의 정보를 알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 인사담당자 협회 등을

활용하여인사담당자모임신설을요구하고있다. 이를통해타사의우수

사례를 공유하면 제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상으로 정부 측면과 기업 측면으로 나누어 제도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는데 대졸 인턴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

턴제개념의명확화’와 ‘인턴 등 상시근로자보호를위한법적장치마련’

등두가지문제해결이무엇보다시급하다는점을분명하게말하고자한

다. 단순한 직무경험뿐아니라, 기업들이인턴사원을채용한후직무경험

을기회를주고난후일정기간이종료되면정규직으로채용하면서인턴

제도가채용프로세스의하나로포함되어두가지의미가혼재되어쓰이

고있기때문에학생들의입장에서불만이고조되고있다. 인턴제도자체

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정규코스로 자리

잡고있기에학생들은정규직채용만을위해열심히일은하지만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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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채용률은 낮은 상황이며, 실제로 채용공고에서 제시된 채용률을 지

키지않는기업도많을뿐더러채용상불이익을당했다고하더라도법적

제제조치가전혀없기때문에채용이되지않더라도기회비용에대한어

떠한보상도받을수없고, 근로조건에대한불만도언급할수없는상황

이다. 이렇게모호한인턴제를운영한다면이는또다른비정규직의양산

이라는문제점을낳게될것이다. 따라서취업형/경험형인턴제가반드시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대기업 인사담당자 인터뷰 결과, 고용계약서

미작성 및 4대 보험 미가입기업도두 곳이나있었고학생들은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턴’을 근

로자로볼것인지에대해서논의가필요하고취업형인턴의경우노동자

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보장,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정부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금전적인지원을하고있지만이

러한대기업의채용관행변화를중소기업에게유도하는방향으로정책을

구상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중소기업인턴제는 10인 이하영세사업장

위주로 운영되기에 대학생의 관심이 저하되어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상대로제도를시행한다면대학생의참여도를높일수있다고생

각된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가 이러한 제도개선방안을 미리 마련한다면

성공적인 기업-학생 간의 인턴제가 정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존데이터활용의제약과전반적인대졸인턴제의실태를

분석해 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간 비

교연구를 통해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고, 대기업의 대졸

인턴제 도입과 기업성과(근로자 만족도, 재무성과 등)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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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DI, FGI 질문지

국내기업 인턴채용 담당자 IDI 질문지

Part A. Internship 채용프로세스 탐색

진행

동기

- 올해 인턴채용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인턴채

용을 하셨나요?

- 어떤 계기/이유로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 그럼 현재 인턴채용은 정기적인 채용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일

회적인가요?

진행

시기,

규모,

직군

- 올해 인턴채용 시기가 언제였나요?

- 그럼 다른 채용(신입공채)도 같은 시기에 하시나요?

- 올해 인턴채용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신입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되

며, 규모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 매년 인턴 규모가 확대/축소되는 편인가요? 그 이유는?

-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인턴채용 모집 분야/직군은 어떻게 되나요?

선발

요건

- 그럼 인턴선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이러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 스펙 이외 업무지식이나 태도적인 측면을 보시나요?

- 선발요건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 실제 합격된 요건을 보면 어떤가요?

선발

절차

- 인턴사원 채용프로세스/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특이한 절차의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그것을 하는 이유는?

- 공개 vs. 비공개, 추천제 등이 있는지요?

채용

계획

과정

탐색

- 인턴채용 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까?

- 모집분야 및 인원 수 관련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인턴채용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주요 책임자 및 관련자는 누구인가요?

- 인턴채용과정에서 신입채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 인턴채용과정에서 그룹사와 해당 계열사의 역할/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 계열사마다 인턴 채용프로세스가 같은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

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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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Internship 교육 및 업무 과정

교육
프로
그램

- 선발된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며, 담당자는?
- 인턴교육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 신입사원 교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
프로
그램

- 인턴들에게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기나요?
- 업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인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항
목, 평가비중 등)

- 인턴들의 직무태도, 능력, 자질 등은 회사에서 기대하는 수준 대비 어
느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 인턴을 위한 복리후생이나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것이 있는지요?
- 급여부분은 어떤가요? 고용형태는요?

Part C. Internship 기대효과

기대
및
우려

- OO의 인재상(철학)과 채용의 목표나 방향성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
까요?

- 그러한 목표나 방향성에서 인턴채용의 의미, 중요성, 포지션 등을 말
씀해 주신다면요?

- 인턴채용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고려 중인 것이 있거나, 최근 인
턴채용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나, 문제가
있다면요?

- 인턴채용을 O회째 진행하시면서 인턴채용과 관련해서 이전 대비 변
화된 것이 있다면요?

- 인턴채용을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 인턴채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도 있으신가요?
-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요?

연계
채용
효과

- 채용된 인턴이 100% 계약기간을 완료하나요?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없나요?

- 주로 어떤 경우에 중도 탈락하는지요? 이러한 원인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 인턴의 정규직 연계 채용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이전에도 OO비율이었나요? 연계 채용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 연계 채용되는 경우 특히 어떤 점이 우수해서인가요?
- 반면 연계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점이 원인이 되나요?
- 앞으로는 연계 채용 비율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인턴
채용
평가

- 종합적으로 OO사에서 인턴채용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
면요?

- 인턴채용에 대한 사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편인가요?
- 현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점이나 아쉬워하는 점이 있다면요?

지원
기대

- 인턴채용을 진행하시면서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좌담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언하여 주신 내용은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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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인턴경험자 FGI 질문지

Part A. Internship 참여계기

취업

준비

[미취업자]

- 취업이나 진학 등을 위한 준비로 바쁘시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

요?

- 어떤 회사/사업군/업무 등에 지원해 보셨나요?

- 현재 희망하는 회사/사업군/업무가 어떤 것인가요? 그 이유는?

- 최근에 인턴십에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부서에서 / 얼마 동안 / 어떤 일을 해 보셨나요?

[취업자]

- 최근에 인턴십에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부서에서/얼마 동안/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 현재 재직 중인 회사도 OO인데요, 이 회사를 결정하신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인가요?

인턴

참여

결정

계기

최근에 경험하신 인턴십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어, 어떤 이유로 참여하

게 되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보탐색]

- 인턴쉽 정보를 어디서 알게 되었죠?

- 평소 지속적으로 인턴십 정보를 확인하는 편인가요?

- 몇 학년부터 이런 정보를 확인하게 되나요? (3, 4학년)

- 주로 어디에서 그 정보를 확인하나요?

[인지]

- 경험한 인턴십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준비]

- 인턴십 지원을 위해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 중점적으로 노력/준비했던 거라면요?

[참여 동기]

- 본인이 경험한 인턴십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 해당 기업에 인턴십 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기대점]

- 인턴으로 지원하면서 어떤 점을 기대했나요? 가장 기대하셨던 점은

요?

- 반대로 우려되었던 점도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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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D. Internship 업무 수행 과정

업무
배치

- 업무 배치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 업무 배치에 대해 만족스러웠나요? 어떤 점에서요?
- (불만족한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았나요?

업무
수행

-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 보셨나요?
- 그러한 업무들을 경험한 소감은 어때요? (좋았던 점/좋지 않았던 점)
-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던가요?
- 부족한 부분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했으며, 부서에서 필요한 도움
을 적절히 제공했나요?

업무
평가

- 인턴과정 중 어떤 테스트를 수행했나요?
- 그러한 평가 내용이 적정했다고 생각되시나요?
- 원하는/적정한 평가 방식, 내용이라면?

Part B. Internship 선발과정

선발

과정

※ 지금부터는 인턴선발 단계별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

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턴선발 과정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해당 기업의 인턴선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선발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공채선발 과정과 같았나요? 다른 점이 있다면요?

- 인턴선발 과정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이며,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은?

Part C. Internship 교육 과정

교육

과정

- 인턴으로 합격된 이후 어떤 교육을 얼마 동안 받았나요?

- 그러한 교육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 것 같으세요?

-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은 받았나요?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 실제 업무수행에 어떤 도움을 주었던 것 같으세요?

- 멘토링 제도가 있었나요?

- 누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멘토링 제도가 인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좋은 점/좋지 않았던 점은?

- 인턴교육 과정과 공채교육 과정에서 다른 점이 있었나요?

- 어떤 점이 달랐나요?

- 두 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면요?

- 회사 입문교육이나 업무 관련 교육과정은 만족스러웠나요?

-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는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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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근무기간이라면 얼마 동안인가요?
- 근무시간이 어땠나요?
- 불필요한 야근 등은 없었는지요?

복리
후생

[임금수준]
-인턴기간 동안 제공되는 임금수준은 적절했나요? 적절하지 않다면,
원하는 수준은?
[복리후생] 복리후생으로 어떤 것들이 제공되었나요?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나요?
[근무환경] 근무환경은 어떠했나요?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부서 내 직원 태도] 부서 내 직원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Part E. Internship 평가

정규직
연계
채용

- 인턴십 완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 이러한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취업을 위해 인턴십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인턴 경험이 실제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Retention

- 기업에 따라 방학기간 인턴십 완료된 후 정규직으로 선발된 인원에
게는 남은 학기 동안 Retention 차원에서 과제나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요?

- 원하는 Retention 프로그램이 있다면?

만족도
평가

- 본인의 인턴십 경험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떠했나요?
- 인턴십 과정에서 좋았던 점은요? 인턴십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요?

인턴
인식

- 인턴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지요?
-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대졸 채용 트렌드, 방향 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지, 앞으로 어떨 것 같은지요?

- 인터십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인턴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어떤 지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좌담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언하여 주신 내용은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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