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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대학생 규모

o 통계청이 2011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30세 미만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253만 명이다. 

- 남자는 138만 명(54.5%)이고 여자는 115만 명(45.5%)이며, 전문대생은 64만 명(25.3%)이고 

4년제 대학생은 189만 명(74.7%)이다. 재학생은 197만 명(77.8%)이고 휴학생은 56만 명(22.2%)

으로, 4~5명 중 1명꼴로 휴학을 하고 있다.

2. 대학생 아르바이트 규모

o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54만 명(21.3%)으로, 5명 중 1명꼴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 남자는 21.9%, 여자는 20.5%로 남녀 모두 5명 중 1명꼴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전문대는 

28.2%, 4년제 대학은 19.0%고, 재학생은 15.8%, 휴학생은 40.9%로, 휴학생은 절반 가까이 아르

바이트 하고 있다. 

3.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

o 아르바이트 학생 중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사람이 17만 명(31.9%)으로, 3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법 사각지대에 있다. 

- 남자(32.1%)와 여자(31.8%), 재학생(32.3%)과 휴학생(31.4%)은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거의 

같다. 하지만 전문대생(37.8%)은 4년제 대학생(29.0%)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8.8%p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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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르바이트 시간

o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3.2시간이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40시간으로 성

인 풀타임 노동에 근접한다.

-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남자(36.2시간)가 여자(29.3시간)보다 길고, 전문대생(36.4시간)이 4년

제 대학생(31.6시간)보다 길며, 휴학생(42.9시간)이 재학생(26.0시간)보다 길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남자, 전문대생, 휴학생 모두 40시간으로 여자(30시간), 4년제 대학생(35시간), 재학생(20시간)보

다 길다. 

- 휴학생의 주당 근로시간이 42.9시간(중앙값 40시간)인 것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성인 풀타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음을 말해준다. 재학생의 주당 근로시간

이 26시간(중앙값 20시간)인 것은 정상적 학업이 어려운 수준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말해준다.

5. 아르바이트 임금

o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한 달 일해 받는 월급은 평균 89만원(중앙값 80만원)이다.

- 월평균 임금은 휴학생(107만원)이 재학생(77만원)보다 많고, 남자(98만원)가 여자(79만원)보

다 많지만, 전문대(90만원)와 4년제 대학(89만원)은 거의 같다. 중앙값 기준으로 휴학생(100만원)

이 재학생(49만원)보다 2배 많고, 남자(90만원)가 여자(70만원)보다 많지만, 전문대(84만원)와 4년

제 대학(80만원)은 거의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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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o 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28개교) 평균이 443만원이고 사립대(163개교) 평균이 

769만원이다. 국내 한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가 전국 대학생 3,637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

면 대학생 한 달 평균 생활비는 42만원(연간 504만원)이다. 따라서 4년제 사립대를 한 해 다니려

면 적어도 1,273만원은 있어야 한다. 

o 학업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풀타임 노동해서 휴학생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107만원(중앙값 

100만원)이다. 따라서 휴학 기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1년 열두 달 꼬박 일해야 다음 해 등록금

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빚을 내지 않는 한 학생들 자력으로 등

록금과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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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 휴학

대학생

(30세미만)

수(천명) 2,527 1,376 1,150 639 1,888 1,967 560

구성비(%) 100.0 54.5 45.5 25.3 74.7 77.8 22.2

아르바이트
수(천명) 539 302 236 180 359 310 229

비율(%) 21.3 21.9 20.5 28.2 19.0 15.8 40.9

최저임금 미달자
수(천명) 172 97 75 68 104 100 72

비율(%) 31.9 32.1 31.8 37.8 29.0 32.3 31.4

주당 근로시간
평균값 33.2 36.2 29.3 36.4 31.6 26.0 42.9

중앙값 40.0 40.0 30.0 40.0 35.0 20.0 40.0

월임금(만원)
평균값 89 98 79 90 89 77 107

중앙값 80 90 70 84 80 49 100

시간당임금(원)
평균값 6,195 6,318 6,039 5,561 6,512 6,507 5,772

중앙값 5,117 5,181 5,066 4,758 5,316 5,071 5,181

임금총액합계

(억원)

월 4,811 2,941 1,870 1,606 3,205 2,375 2,435

연 57,727 35,292 22,435 19,269 38,457 28,502 29,2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3월)

주: 1) 아르바이트 비율=아르바이트생÷대학생수×100

2)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최저임금 미달자수÷아르바이트생×100

<표1>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2011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