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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 선별과 편견

2301)박 재 옥*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 제

도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의 출신대학은 선별 기능을 갖

는 한편 편견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기

관이 입사자의 능력과 학벌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의 분석을 통해 블

라인드 채용의 도입이 출신대학에 따른 선별과 편견을 모두 차단하여 기관의 성과 측면

에서 상반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기관의 학벌주의의 정도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달

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은 명문대 출신 구직자가 누리는 우

위를 약화시켜 명문대 출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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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재산 등 편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요구하지 않고, 직

무능력 위주로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이다.1) 정부는 구직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부

터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이 2019년 7월 시행되면서 민간 기업에서도 블라

인드 채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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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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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효과에 대

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비리 및 기존 채용제도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는 기대감과 더불어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여 채용결정이 필기시험 점수,

외모, 말솜씨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상민 외

(2018)는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 이후 2개 반기와 이전 5개 반

기 동안의 채용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블라인드 채

용이 다양성, 효율성, 공정성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다양성 성과와 관련하여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에 지역인재, 여성, 비수도권 대

학 출신자의 비율과 출신대학 수는 증가하고 서울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

려대) 출신자의 비율은 감소하였음을 제시한다. 한편 2019년 6월 국회 정무위원

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블라인드 채용 전후 서울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비율 비교2)

(단위: %)

기관명
블라인드 채용 전

주요 대학 출신 비율

블라인드 채용 후

주요 대학 출신 비율
전후 차이

금융감독원 52.3 53.4 +1.1

기술보증기금 18.1 14.7 -3.4

신용보증기금 24.0 17.7 -6.3

예금보험공사 46.7 50.7 +4.0

중소기업은행 17.1 4.7 -12.4

한국무역보험공사 56.3 53.1 -3.2

한국산업은행 47.8 48.3 +0.5

한국수출입은행 50.0 50.0 0

한국예탁결제원 32.6 22.8 -9.8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없음 28.6 비교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41.5 18.5 -22.9

2) <표 1>의 자료는 “[팩트체크] 블라인드 채용해도 SKY 출신 뽑힌다?”, 김은종,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1일 기사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최운열 의원이 제공한 자료로 추정되는

자료는 “금융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명문대 집중 현상 완화”, 조필행, 서울뉴스통

신, 2019년 6월 27일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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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동일한 자료를 서로 다

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다. 우선, 한국경제 기사3)에서는 서울에 본사를 둔 5개

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4)을

구직자들에게 인기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며, 이들 중 4개 기관(금융감독원, 예금

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서울 주

요 대학 출신 비율이 높아지거나 동일하게 유지된 것을 근거로 블라인드 채용을

비판한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하여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필

기시험 위주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되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역설적으로 명문대

출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각주 2)에서 언급한 서울뉴

스통신 기사 등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에 서울 주요 대학 출신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나머지 기관에

서는 변화 양상이 불규칙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에 주목하여,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이 명문대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사가

서울 지역에 위치하고 서울 주요 대학 출신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5개 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구직자들에게 인기 있는 금융공공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블라인

드 채용 시행 전후 서울 주요 대학 출신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5) 반

면, 그 밖의 기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블라인드 채용 시행 이후에 서울

주요 대학 출신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서울 주요 대학 출신의 비율을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이상민 외

(2018)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

하고, 서양에서는 인종, 종교, 이민자 출신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블라인드 채용과 관

련한 최근의 쟁점은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3)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 강경민․공태윤․하헌형, 한국경제, 2019년 6

월 26일.

4)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해당 기사는 <표 1>에 나열된 기관 중 기

술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제외한 9개 기관만을 고려한다.

5) 구직자들에게 인기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들 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시행 전후

서울 주요 대학 출신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를 <표 1>의 자료에서 도출한 가

벼운 관찰(casual observation)으로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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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출신대학과 관련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김

영철(2019)은 노동시장 차별 이론의 관점에서 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을 평가하

였는데, 그의 논지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출신대학에 따

른 차별은 대학입학제도에서 유래하는데, 대학입학제도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모

든 수험생들이 비교적 균일한 잣대로 평가받아 대학 및 학과의 서열에 따라 배

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학의 서열은 고착화되었고, 노동시장에서 출

신대학이 인적자원을 선별(screening)할 수 있는 도구로써 작동하게 되었으며, 대

학입학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노동시장에서 기관 또는 기업은 지

원자의 직무역량과 조직적합성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필

기시험, 면접 등의 채용심사를 실시하는데, 출신대학 역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기관이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속 집단의 통

계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을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라 한다. 그

렇지만 현실에서는 출신대학의 선별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을 넘어선 비합

리적인 편견 또한 존재하는데, 이를 흔히 학벌주의라 일컫는다. 출신대학 블라인

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신대학에 따른 편견을 차단할 수 있

는 순기능을 갖지만, 출신대학에 따른 선별을 마비시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출신대학에 따른 선별과 편견의 두 요소를 포함

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이 기관과 구직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의 자료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듯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금융공공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으

로 인해 서울 주요 대학 출신의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모

형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기관(기관 1과 기관 2)과 두 개의 대학

(대학 A와 대학 B)이 존재하는 모형을 고려하고, 기관 1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관으로, 대학 A를 서울 주요 대학으로 해석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기 이

전에는 기관의 통계적 차별로 인하여 대학 A 출신 구직자들이 대학 B 출신에

비해 입사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기관의 학벌주의는 이와 같은 우위를 심화

시킨다.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은 모든 구직자들을 출신대학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게 하고, 이는 통계적 차별과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을 동시에 차단

하여 대학 A 출신 구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기관의 성과가 입사자의 능

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통계적 차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기관의 성과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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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은 기관의 성과에 상반된 효과를 동시

에 갖는다. 또한 기관 1에 비해 기관 2의 학벌주의가 심한 경우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으로 인한 대학 A 출신 입사자의 감소가 기관 2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통해 <표 1>의 자료를 통해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제

공함으로써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와 관련한 논의를 보다 정교하고 풍성하게 하

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이론적 틀은 유사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대학입시 지원서에 고교정보를 블라인

드 처리하는 정책을 2021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 정책과 유사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은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해서도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블라인드 채용, 특히 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 많

은 편이 아니지만, 관련된 연구를 일부 소개한다. 우선 Cain(1986)은 노동시장에

서의 차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하는 서베이 논문을 작성하여, 성별, 인

종, 민족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조사한다. Lee(2007)

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노동시장에서는 출신대학의 평판을 중

시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반면에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

대학의 평판보다는 대학에서 획득한 학점을 중시하여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

는 현상을 신호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김영철(2015)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서의 선별과정을 대학 입시단계와 노동시장 진입단계로 구분하고 대학 입시단계

에서의 선별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통해 입시경쟁의 과열 현상을 설명한

다. 또한 김영철(2015)은 출신대학이 갖는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상술한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에

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학벌에 따른

차별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벌에 따른 차별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신

대학 블라인드 채용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학벌보다

는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블라인드 채용

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차별을 주로 다룬다. Krause et

al.(2012)은 경제학박사 신규 취득자들이 박사후과정에 지원하는 절차에서 일반적

인 지원서와 개인정보를 삭제한 블라인드 지원서6)를 사용하는 것의 영향을 현장

6) Krause et al.(2012)은 현장실험에 사용한 블라인드 지원서에는 성명, 연락처, 연령, 국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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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블라인드 지원서 사용은 채용

면접 초청 확률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 지원자는 블라인드

지원서를 사용할 때 남성 지원자에 비해 초청 확률이 낮아졌다. 이는 소수 그룹

에 대한 우대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이 오

히려 소수 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inne(2018)와 Neumark

(2020)는 각각 소수인종과 연령에 따른 차별에 초점을 맞춰 블라인드 지원서의

효과를 역시 현장실험을 통해 연구한다. 그들의 결과에 따르면, 블라인드 지원서

가 차별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갖지만 면접단계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

는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 이론적 모형을 제

시하고, 제Ⅲ절에서 이를 분석한다. 제Ⅳ절에서는 제Ⅲ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신

대학 블라인드 채용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명제의 증명은

부록에 모아서 제공한다.

Ⅱ. 모형

두 개의 기관과 무수히 많은 구직자로 구성된 대졸자 취업시장을 고려하자.

두 개의 기관을 기관 1과 기관 2로 부른다. 모든 구직자들은 기관에 입사하는 것

을 그렇지 않는 것보다 선호하며, 두 기관 중에 기관 1에 입사하는 것을 기관 2

에 입사하는 것보다 선호한다. 각 구직자는 한없이 작은 존재로서 전체 구직자의

크기(mass)는 1로 표준화한다. 각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특징으로 가지며, 구

직자의 능력은 대학입시와 채용심사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능력은 

구간 안의 실수인 로 나타내며, 큰 수일수록 높은 능력을 나타낸다. 대학 A와

대학 B로 불리는 두 개의 대학이 있으며, 대학 A가 대학 B에 비해 입학이 어려

운 명문대에 해당한다. 구직자의 절반(즉, 크기 )은 대학 A 출신이며, 나머지

절반은 대학 B 출신이다. 대학    출신 구직자들의 능력은 구간  상

에서 양의 값을 갖는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에 따라 분포

하며, 이에 대응하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로 표기

한다. 대학 A가 대학 B보다 입학 난이도가 높은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

별, 그 밖의 인적사항이 삭제되어 있다고 하여, 출신학교는 삭제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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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도비(likelihood ratio)의 관점에서 지배한다(dominate)고 가정한다. 즉,

′ 를 만족하는 모든 ′∈ 에 대하여  ′ ′≥   가

성립한다. 이는 대학 A 출신 구직자가 대학 B 출신 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우수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구직자의 능력의 확률밀도함수와

누적분포함수는 각각 와 로 표기하고, 모든 ∈ 에 대하여  

   와      의 관계가 성립한다.

기관   의 채용정원은 로 표기하고, 모든   에 대해     

이 성립한다. 즉, 기관 는 최대 크기 의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다. 구직자는

두 기관에 모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고,7) 지원에 수반되는 비용은 무시한다. 각

기관은 그 기관에 지원한 구직자들에 대하여 서류평가, 필기시험, 면접 등의 채용

심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점수를 결정한다. 채용심사 점수는 구간  안의 값

을 가지며, 능력이 인 구직자가 획득하는 점수는 구간  상에서 양의 값을

갖는 확률밀도함수 ⋅에 따라 실현되며, 이에 대응하는 누적분포함수를

⋅로 표기한다. 능력이 인 구직자가 두 기관에 모두 지원하는 경우, 두

기관에서 획득하는 점수는 동일한 분포 ⋅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현된다. 즉,

두 기관은 별도의 채용과정에 따라 지원자들을 심사한다. 능력이 우수한 구직자

일수록 높은 채용심사 점수를 획득할 확률이 높고,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 

와 ′ 를 만족하는 모든 ′′∈ 에 대하여 ′′′≥
′가 성립하여 가 단조 우도비 성질(monotone likelihood ratio

property)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구직자와 기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다.

[1단계] 각 구직자는 두 기관에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 각 기관은 지원자들 중 합격자를 선발한다.

[3단계] 각 구직자는 합격한 기관에 입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 각 기관이 지원자들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7) 박진석ㆍ박재옥(2020)은 본 논문과 유사한 모형에서 두 기관이 합동채용을 실시하여 구직자

들이 두 기관 중 한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본 논문과는 달리 박진석ㆍ

박재옥(2020)은 구직자들의 출신대학을 고려하지 않으며, 모든 구직자들이 기관 1을 기관 2

보다 선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기관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이 절반씩 있는 경우도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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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 기관은 지원자들이 그 기관의 채용심사에서 획득한 점수를 관찰한다. 어

떤 지원자가 두 기관에 모두 지원한 경우, 각 기관은 그 지원자가 다른 기관의

채용심사에서 획득한 점수는 알지 못한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 도입의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지원자들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각 살펴볼 것이다. [3단계]에서 두 기관의 입사자가 결정되면, 각

기관   에 입사한 구직자들의 능력의 합과 그 기관에 입사한 대학 A 출신

구직자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각각 와 로 표기하자. 기관 의 성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 실적 등)는 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로 나타낸다.

또한 기관 의 명성(대외 평판 등)은 대학 A 출신 입사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

고 이를 로 나타낸다. 즉, 기관 에 있어 는 물질적인 보수로, 

는 심리적인 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관 의 보수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합  으로 주어진다.8)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두 함수 와 가 모두

선형의 함수인 것을 가정하고, 와 의 계수의 합을 로 정규화하여 기관 의

보수를 
   로 나타낸다. 함수 는 강하게 증가하고 는 약하게 증

가한다고 가정하여 를 구간 에 속하는 실수로 취급한다. 즉, 각 기관은 입

사자의 능력과 학벌을 동시에 고려하며,9) 가 클수록 기관 는 입사자의 능력을

중시한다. 서론에서의 논의와 연결 짓자면, 기관 의 보수에서  항은 출

신대학에 따른 기관 의 편견 또는 학벌주의를 나타낸다. 극단적으로 가 1이면,

기관 는 출신대학에 따른 편견을 전혀 갖지 않고,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출신대학의 선별 기능으로 인한 통계적 차별만이 존재한다.

8) 각 기관의 보수가 입사자의 능력의 ‘합’ 대신 ‘평균’, 대학 A 출신의 ‘크기’ 대신 ‘비율’에 따

라 결정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평균 또는 비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기관이 채용정원을 채우지 않을 수도 있어 분석이 더 복잡해진다. 또한 기관의 성과는 구

성원 능력의 평균보다는 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각 기관이 채용

정원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능력의 평균과 대학 A 출신의 비율에 따라

기관의 보수가 결정된다고 해도 분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9) 기관이 출신대학에 따라 통계적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표 1>의 자료와 이상

민 외(2018)의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계적 차별과 편견에 따른 차별의

각각의 크기 및 기관 사이의 차이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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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본 절에서는 제Ⅱ절에서 묘사한 모형을 분석한다. 우선, 기관의 보수는 입사자

의 능력과 출신대학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관은 지원자의 점수와 (관찰 가능한

경우) 출신대학 이외에 다른 정보(예를 들어, 이름 또는 지원번호)를 고려할 필요

가 없다. 따라서 기관의 전략은 지원자의 점수와 (관찰 가능한 경우) 출신대학에

따른 합격 여부로 생각할 수 있다. 구직자들의 [1단계]와 [3단계]에서의 최적 전

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구직자는 기관 1에 입사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지원 비용은 없기 때문에 모든 구직자는 최적 전략에서 기관 1에 지원한다. 기관

1의 채용정원은 보다 작으므로 기관 1이 점수와 출신대학에 대하여 어떠한

합격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기관 1에 확실히 합격하는 구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구직자는 기관 2에도 지원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요컨대, [1단계]에서

각 구직자는 두 기관에 모두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최적 선택이다. 논의의 편의

상, 두 기관의 입사일이 동일하여 두 기관에 모두 합격한 구직자는 최대 한 기관

에만 입사할 수 있다고 하자. 모든 구직자는 기관 1에 입사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기관 1에 합격한 구직자는 기관 1에 입사하고, 기관 1에 불합격하나 기관 2에 합

격한 구직자는 기관 2에 입사한다. 두 기관에 모두 불합격한 구직자는 입사에 실

패한다. 이처럼 [1단계]와 [3단계]에서의 구직자의 최적 전략은 [2단계]에서의 기

관의 전략과 무관하게 유일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2단계]에서

의 기관의 최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한다.

1. 기관이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지 않아 구직자가 기관에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자신

의 출신대학을 기재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각 기관은 지원자의 채용심사 점수와

출신대학을 관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   가 점

수 ∈ 를 획득한 대학    출신의 구직자를 합격시킬 확률을

  ∈ 로 표기하자. 즉, 기관 의 전략은 모든 ∈ 와   에 대

한  로 나타낸다. 기관 가 출신대학별로 커트라인 점수를 설정하여 커트라

인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지원자만을 합격시키는 전략을 커트라인 전략으

로 부르고, 이러한 전략을   로 나타낸다. 즉, 기관 가 커트라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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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하는 것은 각 대학   에 대해,  ≥ 에 대해      ,

그리고   에 대해   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0) 아래 명제에서

기관의 최적 전략을 제시한다.

[명제 1] 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자.

기관 1과 2는 커트라인 전략 형태의 최적 전략 
 

 와 
 

 를 각각

갖는다. 기관 1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은 
 ≤ 

 를 만족하며, ′ 를 만족하

는 모든 ′∈ 에 대하여




 ′ ′


 ′ ′
≥


  


  

가 성립하면 기관 2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은 
 ≤ 

 를 만족한다. 각   

에 대해 
 와 

 의 두 값이 모두 구간 에 속하면 가 작아질수록 
 는

감소하고 
 는 증가한다.

우선 기관 1의 최적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기관 1에 합격하는 구직자는 무조

건 기관 1에 입사하므로, 기관 1은 전체 구직자를 잠재적 입사자로서 상대한다.

점수 를 획득한 대학  출신의 구직자의 크기는 






 로 주어진

다. 모든 ∈ 와   에 대해서

 















(1)

로 정의하면,   는 기관 1이 점수 를 획득한 대학  출신의 구직자를 한

단위 입사시킬 때 그들의 능력의 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관 1이 점수 를 획득

10) 모형의 가정하에서 각 기관 의 채용심사에서 임의의 특정 점수 ∈를 획득한 각 대

학  출신 구직자의 크기는 0이므로 기관 는   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  출신 구직

자의 합격 확률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박 재 옥 109

한 대학 A 출신의 구직자를 한 단위 입사시킬 때 추가적으로 얻는 보수는

    로 표현되고, 점수 를 획득한 대학 B 출신의 구직자를 한

단위 입사시킬 때 추가적으로 얻는 보수는   로 표현된다. 분포 의

단조 우도비 성질 가정에 의하여 능력이 우수한 구직자가 높은 점수를 획득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보면 이는 점수가 높은 지원자의 능력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에 대하여 는 에 약하게 증가한다.

또한 가 를 우도비의 관점에서 지배하므로, 대학 A 출신의 구직자가 대학

B 출신에 비해 능력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모든 ∈ 에 대하여

 ≥   를 함의한다. 즉,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구직자라도 대학 A 출

신이 대학 B 출신에 비해 능력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차이는 두 대학

의 입학 난이도가 다른 것에 따른 두 대학 출신 구직자 집단의 통계적 차이에

기인한다.

함수  는 약하게 증가하므로, 기관 1은 각 대학 출신 지원자들 중에서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는 기관 1이 커트라인 전략 형

태의 최적 전략을 가짐을 함의한다. 우선 기관 1이 출신대학에 대한 편견을 전혀

갖지 않는 (즉,   인) 상황을 고려하자. 최적 커트라인 점수 
 

 가

 구간의 내부(interior)에 있다면  
    

 를 만족하고, 모든

∈ 에 대해   ≥  가 성립하는 것에 의해 
 ≤ 

 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두 함수   와   의 차이가 충분히 크다면, 기관

1은 채용정원 을 대학 A 출신 지원자만으로 채우는 것이 최적이 된다.11) 즉,

기관 1이 학벌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구직자의 출신대학이 그의 능력에 대

한 선별도구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기관 1은 대학 A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

을 선호하고 대학 A 출신 지원자에게 대학 B 출신에 비해 낮은 커트라인 점수

를 적용한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통계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학벌에 대

한 편견이 전혀 없는 기관의 합리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관 1이

구직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학벌도 고려하는 상황을 고려하자. 이 경우에는 기관

1이 대학 A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을 더욱 더 선호하게 되어 두 대학 출신

의 지원자들에게 적용하는 커트라인 점수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바꿔 말하면, 기

11) 대학입시의 변별력이 높아서 대학 A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의 학생들이 몰려 있을 때

두 함수 와  의 차이가 클 것이다. 반면에 두 함수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일 때 기업 1은 두 대학 출신의 구직자를 모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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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1의 학벌주의가 심할수록 채용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출신대학에 따른 차

별이 커진다. 기관 1의 학벌주의가 극심한 경우(즉, 이 0에 충분히 가까운 경

우)에는   와  의 차이에 상관없이 기관 1은 채용정원을 대학 A 출

신 지원자만으로 채운다.

다음으로 기관 2의 최적 전략을 살펴보자. 기관 2에 합격한 구직자는 기관 1

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기관 2에 입사한다. 기관 2에 입사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1에 불합격한 구직자를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구직자라고 부르고, 그들

중 점수 를 획득한 대학  출신의 구직자의 크기는 







 

로 주어진다. 모든 ∈ 와   에 대해서

 







 







 

(2)

로 정의하면,  는 기관 2가 점수 를 획득하고 기관 1에 불합격한 대학 

출신의 구직자를 한 단위 입사시킬 때 그들의 능력의 합을 나타낸다. 기관 1과

마찬가지로, 기관 2는     와  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값을 주는 점수 및 출신대학을 갖는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모든

  에 대하여  와 마찬가지로 는 에 약하게 증가한다. 따라

서 기관 2도 기관 1과 마찬가지로 커트라인 전략 형태의 최적 전략을 갖는다. 기

관 2는 기관 1에 불합격한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상대하고 
 ≤ 

 가 성립하므

로,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대학 A 출신 구직자는 대학 B 출신에 비해

기관 1의 채용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거두었다. 따라서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

하는 구직자만 놓고 보면, 대학 A 출신 구직자의 능력이 대학 B 출신의 그것보

다 반드시 통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만 비율 
  


  가 에 약하게 증가하면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구직자

중 대학 A 출신이 대학 B 출신에 비해 여전히 통계적으로 우수하고, 따라서 [명

제 1]에서는 이를 가정하여 모든 ∈ 에 대해   ≥   와


 ≤ 

 의 관계를 도출한다. 보통은 
 

 이 에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명제 1]의 가정은 기관 1의 커트라인 점수 
 와 

 가 가깝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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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에 빠르게 증가할 때 성립한다. 예를 들어, 누적분포함수

가  구간상에서 양의 값을 갖고 증가하는 함수 에 대해

    형태를 띤다고 하면,12) 
 

   
 

  가

되어 
  

 일 때 
 

 는 에 강하게 감소한다. 만약

       인 가 존재한다면, 
  

 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학입시와 구직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에서는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관에 합격한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상위권 대학 출신 구직자의 능

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할 것이므로, 
  

  가 에 약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관 1과 마찬가지로 기관 2의 학벌주의가 강해질

수록 기관 2는 대학 A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을 더 선호하여 대학 A 출신

지원자에 대한 기관 2의 커트라인 점수는 낮아지고 대학 B 출신 지원자에 대한

커트라인 점수는 높아진다.

기관 1과 2가 [명제 1]에서 도출한 
 

 와 
 

 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을 각각 사용한다고 하자. 각 대학    출신 구직자들 중에서 기관 1에

입사하는 구직자들의 크기는 






 
   , 그들의 능력의 합은








 
  로 주어지고, 기관 2에 입사하는 구직자들의 크기는









  

   , 그들의 능력의 합은 







 

 
 로 주어지며, 마지막으로 입사에 실패하는 구직자들의 크기

는 







 

  , 그들의 능력의 합은 







 

 

로 주어진다. [명제 1]에서 보였듯이 두 기관의 학벌주의가 강해지면 대학

A 출신 구직자들에게 적용하는 커트라인 점수는 낮아지고 대학 B 출신에게 적

용하는 커트라인 점수는 높아진다. 따라서 두 기관의 학벌주의가 강해지면 대학

A 출신 구직자들 중 기관 1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크기 및 능력의 합은 증가하고

입사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크기 및 능력의 합은 감소하며, 대학 B 출신 구직자들

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가 성립한다. 한편 기관 2에 입사하는 구직자들의 크기

및 능력에 대해서는 학벌주의의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단조 우도비

성질 가정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질

12) 이러한 분포는 단조 우도비 성질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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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커트라인 점수를 넘긴 구직자들의 평균 능력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학벌주의가 강해지면 대학 A 출신 구직자들 중 기관 1에 입사하는 사람

들의 평균 능력은 낮아질 것이며, 대학 B 출신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

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모형에서 를 기관 의 선호를 반영하는 주어진 숫자로 취급하지

만, 진화 경제학적 관점을 따라 기관이 자신의 보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호를

조정해 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기관의 능력주의 및

학벌주의의 정도는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자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채용 인원

의 구성이 달성되도록 결정된다. 두 기관의 과 가 주어져 있을 때, [명제 1]

에서 구한 두 기관의 최적 전략에서 기관 에 입사하는 구직자들의 능력의 합을




 로, 기관 에 입사하는 대학 A 출신 구직자의 크기를 


 로 표기

하자. 그렇다면 최적 전략에서 기관 의 보수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 기관 1이 처하는 상황은 기관 2의 결

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 


, 

는 만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일 때 기관 1은 입사자의 능력만을 고려하므로 


는 가장 큰 값을 갖고




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 감소할수록 


는 감소하고 


는 증가

하며, 이 0에 충분히 가까우면 기관 1은 대학 A 출신 구직자만을 고용하여 



와 


의 값이 상수가 된다. 따라서 기관 1이 두 대학 출신을 모두 선발하는 의

범위에서 이 감소할 때 
를 구성하는 첫 번째 항 




는 감소하고 두 번째

항   


는 증가한다. 함수 

가 에 오목하다면 기관 1의 보수를 극대화

하는  값은  구간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고, 
가 볼록하다면 구석

(corner)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함수 
의 형태와 기관 1의 최적  값은 모형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구직자의

집합은 기관 1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 


, 

는 뿐만 아니라 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주어져 있을 때, 가 


, 


, 

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 1

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감소할수록 기관 1은 대학 A 출신 구직자를

많이 선발하므로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구직자들 중에서는 대학 B 출신

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진다. 따라서 이 감소할 때 


도 감소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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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및 

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의 구체적인 양

태 없이는 예상하기 어렵다.

2. 기관이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어 구직자가 입사 지원서에 자신의 출신대학

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우에 각 기관은 지원자의 채용심사 점

수만을 관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   가 점

수 ∈ 를 획득한 구직자를 합격시킬 확률을   ∈ 로 표기하자(아

래 첨자의 은 출신대학에 대한 ‘no observation’을 나타냄). 즉, 기관 의 전략

은 모든 ∈ 에 대한   로 나타낸다. 기관 가 커트라인 점수를 설정하

여 커트라인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지원자만을 합격시키는 전략을 커트라

인 전략으로 부르고, 이러한 전략을 로 나타낸다. 즉, 기관 가 커트라인 전략

를 사용하는 것은  ≥ 에 대해      , 그리고   에 대해

    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이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의 경우와는 달리 각 기관은 커트라인 전략에서 지원자의 출신대

학에 따라 서로 다른 커트라인 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아래 명제에서 기관의 최

적 전략을 묘사한다.

[명제 2] 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없다고 하자.

기관 1과 2는 커트라인 전략 형태의 최적 전략 
 와 

 를 각각 갖는다.


 

 와 
 

 를 각각 [명제 1]에서 구한 기관 1과 기관 2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이라 하자. 기관 1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은 
 ≤ 

 ≤ 
 를 만족하

며, ′ 를 만족하는 모든 ′∈ 에 대하여




 ′ ′
 ′ ′


 ′ ′

 ′ ′
≥


  

  


  

  

가 성립하면 기관 2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은 
 ≥ min

 
 를 만족한다.

각   에 대해 
 는 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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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관 1의 최적 전략을 살펴보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어 기관 1이 지

원자들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없게 되면 채용심사 점수만으로 지원자들의 합

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관 1에 합격하는 구직자는 모두 기관 1에 입사하므

로, 기관 1이 점수 인 구직자들을 합격시키면 크기 




의 구직자

가 입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 1이 점수 인 구직자들을 한 단위 입사시킬 때

얻는 보수는

  













   






 

(3)

로 표현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은 구직자일수록 능력이 우수할 확률이 높고 대학

A 출신일 확률도 높기 때문에, 기관 1은 능력과 학벌 측면에서 모두 점수가 높

은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기관 1은 커트라인 전략 형태의 최

적 전략을 갖고, 기관 1이 지원자들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관 1의 최적 커트라인 점수 
 가 

 ≤ 
 ≤


 의 관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는 기관 1의 정원 제약에 의해 결정되

고 정원 제약은 과 무관하므로, 
 는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기관 2의 최적 전략을 살펴보자. 기관 2에 합격한 구직자는 기관 1의 채

용심사에서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관 2에 입사하므로, 기

관 2가 점수 인 구직자들을 합격시키면 크기 





 의 구직

자가 입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 2가 점수 인 구직자들을 한 단위 입사시킬 때

얻는 보수는

   







 







    







  

(4)

로 표현할 수 있다. 기관 1에 불합격한 구직자들만을 고려해도 여전히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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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직자일수록 능력이 우수할 확률이 높고 대학 A 출신일 확률도 높기 때문

에, 기관 2도 커트라인 전략 형태의 최적 전략을 갖는다. 기관 2의 최적 커트라인

점수 
 는 기관 2의 정원 제약에 의해 결정되고 정원 제약은 와 무관하므로,


 는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는 
 와 

 사이의 값을 가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후의 두 경우에 기관 2가 실

질적으로 상대하는 구직자의 집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정 없이 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기관 2가 실질적으

로 상대하는 대학    출신 구직자들의 밀도함수는 
  로 주

어지고,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구직자들

의 밀도함수는 
  로 주어진다. 

  
 일 때에는 두 경우에 기관 1

의 커트라인 점수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와 
 사이에 위치하는 것

을 보일 수 있다. 비율




  
  


  

  
(5)

가 에 약하게 증가하는 경우 
 ≥ min

 
 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식 (5)의 비율이 에 약하게 감소하는 경우 
 ≤ max

 
 가 성

립함을 보일 수 있다. 식 (5)의 비율은 기관 1이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와 있을 때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구직자 능력의 밀도 비율을 뜻한다.


  

 인 경우 기관 1이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있을 때 대학 A 출신 구직자

가 상대적으로 기관 1에 더 많이 입사하므로, 기관 1에 불합격한 구직자의 전반

적인 능력이 기관 1이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더 우수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명제 2]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식 (5)의 비율이 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어 기관 1과 2가 [명제 2]에서 도출한 
 와 

 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을 각각 사용한다고 하면, 각 대학    출신 구직자들

중에서 기관 1에 입사하는 구직자들의 크기는 






 
  , 그들

의 능력의 합은 






 
  로 주어지고, 기관 2에 입사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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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들의 크기는 







  

  , 그들의 능력의 합은









  

   로 주어지며, 마지막으로 입사에 실패하는

구직자들의 크기는 







 

  , 그들의 능력의 합은









 

  로 주어진다. 단조 우도비 성질 가정에 의하여

모든   에 대하여 
 는 에 약하게 감소하므로, 기관 1에 입사하는

대학 A 출신 구직자들의 크기 및 능력의 합이 대학 B 출신의 그것에 비해 크고,

입사에 실패하는 구직자는 대학 A 출신보다 대학 B 출신이 더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대학 A 출신 구직자의 능력이 대학 B 출신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구직자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때 대학 A 출신 구직

자들이 더 우수한 취업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지 않

을 때와 비교해 보면,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이후에 기관 1에 입사하는 구직자 중

대학 A 출신은 감소하고 대학 B 출신은 증가한다. 또한 
 ≤ 

 ≤ 
 의 관

계가 성립한다면,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이후에 입사 실패자 중 대학 A 출신은 증

가하고 대학 B 출신은 감소한다. 한편, 기관 2에 입사하는 구직자들은 기관 1에

불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크기 및 능력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절에서는 제Ⅲ절에서 도출한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도입이 기관과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블라

인드 채용은 기관 1의 선택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기관 1의 보수를 낮춘다. 즉,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으로 인해 기관 1이 지원자들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없

게 되면, 출신대학에 따라 상이한 합격 기준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1은

    로 정의된 보수의 측면에서 피해를 본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은

기관 2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제한하지만 기관 2가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지원자

의 구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갖는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기관 1이 출신대학

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면 대학 A 출신의 비교적 우수한 구직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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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2에 입사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블라인드 채용은 기관 2에 상충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구직자들이 덜 선호하는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받게 되

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입사자들의 능력에 의

해 결정되는 기관의 성과 측면을 살펴보자면, 기관의 학벌주의가 심한 경우 블라

인드 채용은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에 대한 기관의 지나친 편향을 방지하여 기관

의 성과를 개선할 수도 있다.

기관 1의 최적 커트라인 점수가 
 ≤ 

 ≤ 
 의 관계를 만족하므로, 블라

인드 채용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학 A 출신 구직자는 기관 1에 입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대학 B 출신 구직자는 기관 1에 입사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기관 2

의 최적 커트라인 점수도 
 ≤ 

 ≤ 
 의 관계를 만족한다면, 기관 2에 입사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성립한다. 즉,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대학에

따른 선별과 편견을 차단하여 명문대 출신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론에서 소개한 금융공공기관의 채용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가 구직자가 덜 선호하는 기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모형의 기관 1과

같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관은 명문대 출신 직원이 많아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입사자들의 출신대학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수 있다. 반면에, 모형의 기관 2와 같이 구직자들이 덜 선

호하는 기관은 명문대 출신 직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하여 채용과정에서 학벌을

더 중요시했을 가능성이 있다.13) 즉, 기관 1은 학벌주의가 약해서  값이 1에

가깝고, 기관 1이 만약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비주요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정

책을 사용했다면 음수의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

 ≈
 이 성립하여,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후 기관 1에 입사하는

구직자의 출신대학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기관 2는 학벌주의가

강해서  값이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이로 인해 
 와 

 의 차이가

크다면,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이후 기관 2에 입사하는 대학 A 출신 구직자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표 1>에 요약된 자료를 통해

관찰된 현상에 대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이러한 가설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

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3) 기관 의 일반적인 보수 형태 
  

에서 함수 가 강하게 오목하다면, 명문대

출신 직원이 적은 기관일수록 학벌주의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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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블라인드 채용은 기관의 통계적 차별을

방지하여 기관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학벌주의에 의한

채용 결정의 왜곡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가질 수 있다. 또한 블라인드 채

용은 명문대 출신 구직자가 기존에 누리던 우위를 약화하여 명문대 출신에게 불

리하게 작용하고 비명문대 출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그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

짓기는 어렵다.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확보된다면, 블라인드 채용이 기관, 구

직자,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수치적으

로 추정하는 작업을 후속 연구에서 시도할 수 있다. 모형에서는 두 대학 출신의

구직자 능력의 분포가 블라인드 채용 전후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블라인드 채용의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블라인드 채용은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에 따르는 보상을 약화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입시 경쟁과 대학의 서

열화를 완화할 수 있다.14)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블라인드 채용의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라인드 채용은 기관, 구

직자, 사회후생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지므로, 이러한 영

향을 앞으로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

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이러한 노력을 촉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4) 마찬가지로 구직자들은 스펙 쌓기 등 취업 관련 신호(signal) 활동에서 블라인드 채용과정

에서 전달 가능한 정보 위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지 않은, 구직자

의 신호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는 모형을 분석하는 것은 후속연구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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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명제 1]의 증명

기관 1은 전체 구직자를 잠재적 입사자로서 상대하므로, 기관 1이 전략

를 사용할 때 얻는 보수는












 



  













 



  

   













 



  

로 표현된다. 따라서 기관 1의 최적 전략은 다음 최적화 문제의 해로 볼 수 있다.

   
max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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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원 제약에 라는 승수(multiplier)를 붙여 라그랑주 함수(Lagrangian function)를

작성한 뒤 최적화의 1계 조건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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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각   에 대한  는 식 (1)에 의해 정의된다.

  















로 정의하면   




 로 쓸 수 있다. 우선 가 약하게 증

가하는 함수임을 보인다. 임의의 ∈ 와 ′ 를 만족하는 임의의

′∈ 을 고려하자.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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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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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고, 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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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표현할 수 있다. 식 (10)에서 ′≥ ≥ 이므로 의 단조 우도비 성질

가정에 의하여 ′ ′≤  ′′가 성립하여 식 (10)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즉, ⋅′은 ⋅ 를 1차 확률지배하고, 이는   가 약하

게 증가함을 함의한다. 따라서 기관 1은       또는   가

높은 지원자부터 합격시키는 것이 최적이고, 이는 기관 1이 커트라인 전략 형태

의 최적 전략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든 ∈ 에 대하여  ≥  가 성립함을 보인다. 임

의의 ∈ 와 임의의 ∈ 를 고려하자.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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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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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고, 이는











′ ′  ′′
≤ 










′′ ′ ′ 

로 표현할 수 있다. 식 (11)에서 ′≥ ≥ 이므로 의 단조 우도비 성질

가정에 의하여 ′ ′≤  ′′가 성립하고, 가 를 우도비의

관점에서 지배하므로   ′≤  ′ 가 성립하여 식 (11)의 부등식

이 성립한다. 즉 ,  ⋅ 는  ⋅ 를 1차 확률지배하고, 이는

 ≥   가 성립함을 함의한다. 따라서     ≥

  가 성립한다. 기관 1이 대학 A 출신 지원자들만으로 정원 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커트라인 점수를



로 표기하자 . 즉 ,




는











   을 만족하는 유일한  값을 나타내며 구간 에

속한다. 기관 1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을 
 

 로 표기하자.  

 

  ≥  인 경우,




 
  

  이 성립한다. 반면에

 




      인 경우에는  
     

 
 를 충족하도록 

 와 
 가 선택이 되며





 
 ≤ 

  가 성

립한다.   이므로 등식  
       

 는

 
       

 로 다시 쓸 수 있다. 이 감소하면

  가 증가하고,  
       

 와 채용정원 제약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는 감소하고 

 는 증가하여야 한다.

이제 기관 2의 선택을 고려하자. 기관 2에 입사하는 구직자들은 기관 1에 불

합격한 사람들이므로 기관 2는 대학    출신의 구직자의 크기를 

대신에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기관 2가 전략  를 사용할

때 얻는 보수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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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따라서 기관 2의 최적 전략은 다음 최적화 문제의 해로 볼 수 있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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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   에 대해  를 식 (2)에 의해 정의하면, 기관 2는 기관 1과 마찬

가지로       또는  가 높은 지원자부터 합격시키는 것이

최적이다.  가 약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였듯이   도 약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 이는 기관 2가 커트라인 전략 형태의 최적 전략을 가짐을 함

의한다. 기관 1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을 
 

 로 표기하자. 두 커트라인 점

수 
 와 

 가 구간 에 속하면  
       

 를 만

족하고, 가 감소하면 이 등식과 채용정원 제약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하여 


는 감소하고 
 는 증가하여야 한다. 

  
  가 에 약

하게 증가하면, 모든 ∈ 에 대해   ≥   가 성립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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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 에 대해   ≥   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고, 모든 ∈ 에 대해     ≥   가 성립하여


 ≤ 

 가 만족된다.

2. [명제 2]의 증명

기관 1은 전체 구직자를 잠재적 입사자로서 상대하므로, 기관 1이 전략

 를 사용할 때 얻는 보수는

















 

   













 



  

로 표현된다. 따라서 기관 1의 최적 전략은 다음 최적화 문제의 해로 볼 수 있다.

   
max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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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원 제약에 라는 승수를 붙여 라그랑주 함수를 작성한 뒤 최적화의 1계 조건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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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식 (3)에 의해 정의된다. [명제 1]의 증명에서  가 약

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인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가 에 약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한편,

















 

가 에 약하게 증가하는 것은








 






 

가 에 약하게 증가하는 것과 동치이고, 이는 의 단조 우도비 성질과 

가 를 우도비의 관점에서 지배하는 것에 의하여 함의된다(Shaked and

Shanthikumar, 2007의 Theorem 1.C.17 참조). 따라서  은 약하게 증가하

고 기관 1은 커트라인 전략 형태의 최적 전략을 갖는다. 최적 전략에서 정원 제

약은 바인딩(binding)하고     이므로, 기관 1의 최적 커트라인 점수


 는 

 


 












 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 식은 

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는 과 무관하다.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의 기관 1의 커트라인 최적 전략 
 

 도 정원 제약을 등식으로

만족하여야 하고, 두 경우의 정원 제약을 비교하여 
 ≤ 

 ≤ 
 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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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관 2의 선택을 고려하자. 기관 2에 입사하는 구직자들은 기관 1에 불

합격한 사람들이므로 기관 2는 구직자의 크기를  대신에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기관 2가 전략   를 사용할 때 얻는 보수는














 




  

   














  




  

로 표현된다. 따라서 기관 2의 최적 전략은 다음 최적화 문제의 해로 볼 수 있다.

   
max 













 




 

   














  




 

subj 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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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식 (4)에 의해 정의하면, 기관 2는 기관 1과 마찬가지로  가 높

은 지원자부터 합격시키는 것이 최적이다.   가 약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인

것과 유사한 과정에 따라   도 약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 이는

기관 2가 커트라인 전략 형태의 최적 전략을 가짐을 함의한다. 최적 전략에서 정

원 제약은 바인딩하고        이므로, 기관 2의 최적 커트라인 점

수 
 는 




 









 




 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 식은 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는 와 무관하다. 식 (5)의 비율이 에

약하게 증가한다고 하자. 
 ≥ min

 
 를 보이기 위해, 이와 반대로


  min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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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하여 모순이 발생한다. 위 식의 첫 번째 부등식은 
  min

 
 

의 가정에 의하여 성립하고, 두 번째 부등식은 
 가 에 약하게 감소하고

식 (5)의 비율이 에 약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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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versity-Blind Recruitment:

Screening and Bias

15)Jaeok Park
*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s of university-blind recruitment. which

recently became mandatory for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In the labor

market, an employer can infer job applicants’ abilities from their universities, and

at the same time an employer may favor applicants from top universities. In order

to reflect these two roles of universities in the labor market, we assume that an

institution cares about an employee’s ability as well as her university’s prestige.

We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university-blind recruitment can have opposite

effects on the output of an institution by blocking both screening and bias

according to applicants’ universities, and the magnitude of these effects may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an institution’s favoritism toward top universities. We

also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university-blind recruitment works against job

seekers from top universities by weakening their advantages in the job market.

Keywords: blind recruitment, universities, screening, bias, favoritism toward top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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