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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성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사업체패널조사 기업 중 1,039개를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고, 조사자료는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 자료였다. 주
요 종속변인은 기업의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
균 교육시간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무조건성장모형 분석에서 3개년간 기업의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
훈련비 비율,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고, 초기값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종속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 상관관계에는 양적, 부적 상관을 보
여서, 초기 교육훈련 투자 양상에 따라 변화율의 추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
났다. 무조건 이차함수 성장모형 분석결과,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율이 가속적
으로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성장모형 분석결과, 투입된 기업의 특성
에 따라 순간 변화율에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제언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교육훈련, 교육훈련 투자, 다층성장모형, 사업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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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혁신, 연구개발,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속도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자의 인적역량을 높이고, 숙련향상이 지속해서 이루어
지는 교육훈련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전략적인 인사관리 관점에서 기
업의 교육훈련은 개별 근로자의 역량을 극대화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지속해서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근로자 개인 관점에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개인의 역량 강화와 숙
련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여서 장기근속과
임금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미란 ․ 김민경, 2008;
Almeida, Behrman, & Robalino, 2012). 또한,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응
하여, 직무능력을 강화하면서 전직을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Inder, 2015).
한덕기(2009)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직무수행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용진과 채창균
(2009)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 투자가 1인당 매출액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화와 이상직(2018)의 연
구에 따르면, 기업의 교육훈련은 1인당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나 1인당 순이
익의 경우, 일부 효과에서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
강(2016)은 동태적 패널분석을 통해 기업의 교육훈련이 1인당 매출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교육훈련은 단일연도
를 기반으로 회귀분석할 때와 동태적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차이가 많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업교육과 관련된 연구동향에서도 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윤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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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채충일 ․ 김정환 ․ 한수정, 2017).
최근 기업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정에 의한 자기주
도적인 학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개인주도학습 지원방식과 유사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을 통해 근로
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의지에 기초한 평생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최
영섭 외, 2018; 최영섭 외, 2017).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장려한 이유에는
자기조절력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계획과 통제
권을 행사하도록 한 성인학습자의 특성도 있지만, 근로자의 학습권이라는
권리부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된 부분도 있다. 또한, 자기부담률을 통
해 성인학습자의 자기규율적인 통제성을 높이거나 교육훈련비 지원 자체의
규모를 적절히 축소하여 개인주도학습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
도 작용하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 의지와 능력에 기초한 개인학습 활성화 정책과 동향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은 기업의 인사관리제도 및
투자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교육훈
련 참여 관심 등에 의해 기업의 교육훈련은 업종별, 기업 규모별, 수요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부
담 주체가 기업이고, 투자의 최종 수혜자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교육
훈련은 여전히 사업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근로자 교육
훈련 정책의 일차적인 지원 대상도 사업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 기업의 교육훈련은 고용주 중심 모델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 교육훈련의 기대수익 및 유인효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다(김안국,
2008). 기업이 교육훈련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다양하다(Bartel, 2000).
첫째, 교육훈련 투자와 기대수익 간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투자비와 비교
할 때 기대수익을 과소평가하가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장기간 근
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보다,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노동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강순희, 2010). 특히,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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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보다,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의 전형
적인 외부효과에 기인한다. 집중적인 교육훈련 투자 후, 해당 근로자가 다
른 기업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이는 교육훈련 투자 실패로 귀결된다.
넷째, 교육훈련의 투자 순편익이 노동생산성 증가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
단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교육훈련은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다섯째, 기업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교
육훈련 참여 의지와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을 높이더라도, 기업의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
담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괜찮은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기
업 특성에 맞는 상담을 받을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서 교육훈련 투자에 소극
적일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의 교육훈련 전담부서나 전문인력도 부재하
거나 역량이 낮아서 교육훈련 자체가 시행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일곱
째,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정부의 환급 지원절차나 행정처리 자체가 복잡하
여 정부의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 참여 가능성에도 제한이 많다.
이처럼,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회의적인 시각을 전환하고, 기업의 자발
적인 참여와 투자 의지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
안국, 2008; 이영민 ․ 임정연, 2012).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1인당 매출액
이나 순이익과 같은 재무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거나, 생산
성 제고를 통해 기업 수익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다시 이를 통해 교육
훈련에 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업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강
창희 ․ 유경준, 2009). 또한, 기존 교육훈련 투자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하
거나 교육훈련 투자 정도와 수준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변화하는지 실증적
인 분석들을 통해 규명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기업 규모, 업종, 숙련 분야, 교육훈련부서 유무(강순희 외,
2002; 한창선, 2014) 등에 따라 기업 교육훈련의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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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제시되었다. 조준모 ․ 박성재(2008)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
나 총자산 규모에 따라 기업의 교육훈련비 투자 비율은 달라지고, 비정규직
비율이나 무노조 기업 여부에 따라 교육훈련비 투자의 규모나 방식이 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기업의 교육훈련은 기업의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고, 장기적
인 투자가 수반될 경우, 기업 경쟁력과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창선(2014)의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특성이나 근무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가 매우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
가운(2013)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역량 부족에 의해 교육훈련
참여나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
에 대한 한계점도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
자에 대한 성과를 횡단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
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일부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분석, 잠재성장모형,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예, 김종관 ․ 배상림,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에서도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위계를 분리하지 않고 선형
적으로 분석하여, 단층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내생성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는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교육훈련비로만 환원하여 분석함으로써, 노동비용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나 근로시간에 비례한 투자 시간 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
았다(나호수 외, 2018).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은 측정값들의 변화율을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율에 나타나
는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강상진, 2016; 손성철 ․ 정범구 ․ 주지훈, 2013).
또한, 개인과 집단의 차이를 동시에 측정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제
공한다는 점에서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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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러한 변화가 나
타나는 이유를 종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목적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
육훈련비,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업종, 규모에 무관하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에 참여한 사업체 중 2013년,
2015년, 2017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사업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최근의 경향성을 살피기 위해 최근의 3개년도 조사인 2013~2017년도 조사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여 총 1,03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기업의 평균 업력은 31.06년, 평균 근로자 수는 315
명이다. 이 외 훈련과 관련된 변인은 37.2%의 기업이 교육훈련 전담부서를

<표 5-1> 연구대상 기술통계
구분
업력
근로자 수
정규직 근로자 비율

평균

표준편차

31.06

15.337

315.48

653.774

91.97

.178

남성 근로자 비율

72.21

.237

중장년근로자 비율

17.96

.202

1인당 매출액(로그)

8.69

.732

1인당 순수익(로그)

7.31

.990

17.99

26.922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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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의 계속
구분
2016 정년연장
적용 여부
제조업 여부
노조 유무
정년제 유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전체

빈도

%

아니오

759

73.1

예

280

26.9

아니오

578

55.6

예

461

44.4

아니오

625

60.2

예

414

39.8

아니오

184

17.7

예

855

82.3

아니오

729

70.2

예

310
1,039

구분

빈도

%

아니오

653

62.8

예

386

37.2

교육훈련
사전계획 여부

아니오

502

48.3

예

537

51.7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아니오

1004

96.6

예

35

3.4

경력계획
수립 여부

아니오

970

93.4

예

69

6.6

직무분석
시행 여부

아니오

202

19.4

29.8

예

837

80.6

100.0

전체

1,039

100.0

교육훈련
전담부서 유무

운영하며, 51.7%의 기업이 교육훈련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노동수요, 고용구조,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체계, 노사관계
실태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노동수요,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적
자원개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를 단위로 실시하는 종단조
사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2005년 WPS2005
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 조사된 WPS 7차 자료
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3개년도 조사 자료인
WPS2013~2017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경향을 탐색하기 위해 종속 변인으로
기업의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을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특성으로 업력, 정년연장(2016년) 적용 여부, 전체 근로자 수,
정규직 근로자 비율, 남성 근로자 비율, 중장년근로자 비율, 업종(제조업 여
부), 1인당 매출액(로그), 1인당 순수익(로그), 유노조 여부, 정년제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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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 유무, 교육훈련 사전계획 여부,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비율,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경력계획 수립 여
부, 직무분석 시행 여부를 설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다층성장모형은 종단자료의 종속 변인 변화에 개체 간 차이를 반영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시간의 개체 내 배속성을 고려할 수 있다(Gelman & Hill,
2007; Heck, Thomas, & Tabata, 2014). 또한, 다층모형은 자료수집의 불
규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elson, Jones, & Kwan, 2002;
Osgood & Smith, 1995).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무조건성장모형
을 검증하고 이의 무선효과가 유의할 시 조건성장모형을 구성하고 독립변
인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훈련투자에 대한 종속변인
으로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을
설정하였다.
무조건성장모형은 종속 변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 비선형으로 변
화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차함수 무조건성장모형과 이차함수 무조건
성장모형을 탐색하였다. 일차함수 무조건성장모형은 아래와 같다. 일차함수
무조건성장모형의 1수준 종속 변인인 는 t시점에서 개별 사업체 i의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을 나타낸
다. e는 t시점에서 개별 사업체 i가 지니는 오차를 의미한다. YEAR는 종속
변인이 측정된 시간 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층성장모형
에서 일반적으로 초기시점을 0으로 설정하는 것에 착안하여(김세형, 2016),
2013년 측정을 0, 2015년을 1, 2017년을 3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는
2013년 측정한 초기값을 의미한다.
2수준의  는 사업체별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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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평균 교육시간 초기값의 전체 평균,  은 사업체별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변화율의 전체 평균으로
고정효과(fixed effect)이다. 는 기업체 i의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
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초기값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
도, 는 기업체 i의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
균 교육시간 변화율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로,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의미한다.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기업 간 차이를 나타내는 독립
변인을 추가하여 기업 간 차를 설명할 수 있다(김세형, 2016).
분산-공분산 행렬 T는 성장선의 기업차 규모, 전체 성장선의 분포양상을
나타낸다.  는 종속 변인의 초기값 분산,  은 변화율의 분산을 나타내
며,  과  은 초기값, 변화율의 공분산을 의미하여  이 +인 경우 총 교
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많은 사업
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1수준(시간)

      
2수준(기업)
    
    



 
 
 

한편, 종속 변인의 변화량이 모든 시점에서 같다는 것을 가정하는 일차함
수 무조건모형과 달리, 시간이 변함에 따라 각 시점 사이의 변화는 다를 수
있어 곡선모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Raudenbush et al., 2001). 이에
따른 이차함수 무조건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차함수 무조건모형은 일차함수
무조건모형과 유사하나, 시간의 제곱항을 추가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차
함수 무조건모형에서 는 시점이 0일 때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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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은 시간이 0일 때 순간 변화율, 
는 변화율의 가속, 감속변화율이다.  은 시점에 따른 변화율의 전체 평균
이다. 분산-공분산 행렬 T에서  는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
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성장선이 이차함수를 나타낼 때, 이차항의 계
수 개인차를 나타내며,  = 는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
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한 가속적 변화가 있
는가를 나타낸다.
1수준(시간)

          
2수준(기업)
    
    
    

 

  
    
  

일차 및 이차함수 무조건성장모형에서 무선효과가 유의한 경우, 사업체
간 차이를 나타내는 독립변인을 추가하여 조건성장모형(conditional
growth model)을 분석한다(강상진, 2016). 사업체 간 차이를 나타내는 독
립 변인들은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로, 기업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이 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차함수모형에서는 선형
기울기 계수와 이차함수 기울기 계수를 토대로 기업의 투자 변화를 예측하
게 된다. 이차함수 기울기 추정은 시간을 제곱하여 센터링하였다. 차이를
위한 조건성장모형은 다음과 같다.
1수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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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개인)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표 5-2>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이다. 종속 변
인 중 총 교육훈련비의 평균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동
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종속 변인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총 교육훈련비(로그) 1

10.664

2.462

총 교육훈련비(로그) 2

11.321

2.038

총 교육훈련비(로그) 3

11.138

2.235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1

1.374

5.988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2

1.318

2.827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3

0.914

1.997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1

24.955

40.176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2

21.021

20.410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3

19.933

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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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교육훈련비 분석결과
가. 무조건 일차함수 성장모형
기업의 총 교육훈련비 투자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 일차함수 모형
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3>과 같다. 로그값으로 계산한 총 교육
훈련비의 초기값( )은 11.4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교육훈련
비의 평균 변화율( )은 -0.0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기업의 총 교육
훈련비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총 교육훈련비 초기값
의 분산( )은 3.6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기업별 변화율 분산( ) 또
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기업의 총 교육훈련비는 기업마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기값과 변화율 간 상관계수( )는 크기는 작으
나 양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초기 총 교육훈련비가 많은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훈련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3> 총 교육훈련비 변화의 일차함수모형
구분
고정효과
무선효과
상관계수

주:

†



계수/분산
11.406***

표준오차
0.110



-0.073***

0.066



3.668***

1.915



0.669***

0.818



0.009***

P<.1, * p<0.05, ** p<0.01, *** p<0.001.

나. 무조건 이차함수 성장모형
기업의 총 교육훈련비 투자가 시간에 따라 비선형으로 변화하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무조건 이차함수모형을 적용하였다. 기업의 총 교육훈련비 평
균 초기값( )은 11.397, 평균 변화율( )은 0.340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교육훈련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감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변화율( )은 -0.205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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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총 교육훈련비 변화의 이차함수모형
구분
고정효과

무선효과

상관계수

주:

†



계수/분산
11.397***

표준오차
0.110



0.340***

0.216



-0.205***

0.087



3.906***

1.976



7.160***

2.676



0.736***

0.858



0.047***



-0.067***



-0.999***

P<.1, * p<0.05, ** p<0.01, *** p<0.001.

의 총 교육훈련비 초기값 분산( )은 3.906, 기업별 일차 변화율의 분산( )
은 7.160, 기업별 이차 변화율의 분산( )은 0.73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총 교육훈련비 투자가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정효과로 추정한 이차함수 식은       이다.

다. 조건성장모형
기업의 총 교육훈련비 투자 변화에 기업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무조건 이차함수 모형에 변인을 투입한 조건성장모형을 적용하였
다.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은 기본 조건성장모형과 동일하지만, 2수
준 모형의 과  공식에는 초기값()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여 통제
하였다. 는 초기 상태에서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고, 는 기울기가 가속
혹은 감속되는지를 의미한다. 조건 성장모형은 유의한 무조건성장모형에 기
업 특성 변인을 투입한 것으로, 결과는 <표 5-5>와 같다. 투입된 기업의
특성들은 총 교육훈련비의 순간 기울기(순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 변인 중 제조업 여부(β27=0.349, p<0.05)가
총 교육훈련비 가감속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제조업 기업이 비제조업 기업보다 총 교육훈련비가 증가하다가 시
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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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총 교육훈련비 변화율에 대한 기업 특성의 효과
구분
For YEAR slpoe 절편, β10
업력, β11
2016 정년연장 적용여부, β12
근로자 수, β13
정규직 비율, β14
남성 비율, β15
중장년 비율, β16
제조업 여부, β17
1인당 매출액, β18
1인당 순이익, β19
노조 여부, β110
정년제 유무, β111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β112
교육훈련 전담부서 여부, β113
교육훈련 사전계획 여부, β114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비율, β115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β116
경력계획 수립 여부, β117
직무분석 시행 여부, β118
2
For YEAR slope 절편, β20
업력, β21
2016 정년연장 적용여부, β22
근로자 수, β23
정규직 비율, β24
남성 비율, β25
중장년 비율, β26
제조업 여부, β27
1인당 매출액, β28
1인당 순이익, β29
노조 여부, β210
정년제 유무, β211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β212
교육훈련 전담부서 여부, β213
교육훈련 사전계획 여부, β214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비율, β215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β216
경력계획 수립 여부, β217
직무분석 시행 여부, β218

주 : † P<.1, * p<0.05, ** p<0.01, *** p<0.001.

계수
0.3505
0.0002
0.1963
-0.0001
-0.1435
0.3974
-0.7740
-0.6262
-0.5945
0.3903
-0.4465
0.0937
0.3833
-0.1254
0.4518
-0.1109
0.4976
-0.2971
0.2428
-0.2095
0.0009
-0.0699
0.0000
0.0076
-0.0884
0.1612
0.3490
0.1949
-0.1637
0.2725
-0.1911
-0.1309
0.0365
-0.1401
-0.1287
-0.0666
0.2288
-0.1403

S.E.
0.2097†
0.0200
0.4823
0.0003
1.4080
1.0626
1.3885
0.4309
0.5093
0.3968
0.4831
0.7340
0.4721
0.4042
0.4674
0.9173
1.0361
0.8575
0.5990
0.0860*
0.0078
0.2020
0.0001
0.6817
0.4240
0.5971
0.1734*
0.2059
0.1591
0.1948
0.2821
0.1893
0.1667
0.1974
0.3619
0.3974
0.3150
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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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분석결과
가. 무조건 일차함수 성장모형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투자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 일
차함수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6>과 같다. 로그값으로 계산
한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의 초기값( )은 1.5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의 평균 변화율( )은 -0.19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가 감소하고 있었다. 기업들
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초기값의 분산( )은 53.6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기업별 변화율 분산( ) 또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는 기업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기값과 변화율 간 상관계수( )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초기 노동
비용 대비 교육훈련비가 많은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비용 대비 교
육훈련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6>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변화의 일차함수모형
구분
고정효과
무선효과
상관계수

계수/분산

표준오차



1.555***

0.401



-0.191*

0.086



53.627***

7.323



0.004*

0.060



-0.063

주 : † P<.1, * p<0.05, ** p<0.01, *** p<0.001.

나. 무조건 이차함수 성장모형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투자가 시간에 따라 비선형으로 변화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무조건 이차함수모형을 적용하였다. 기업의 노동비
용 대비 교육훈련비 평균 초기값( )은 1.561, 평균 변화율( )은 0.443
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가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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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변화의 이차함수모형
구분

고정효과

무선효과

상관계수

주:

†

계수/분산

표준오차

1.561***

0.4101



0.443*

0.5378



-0.327*

0.2592




57.250***

7.566

65.851***

8.115



15.546***

3.943



0.826



-0.882



-0.994

P<.1, * p<0.05, ** p<0.01, *** p<0.001.

남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감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변화율( )은 -0.32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초기값 분산
( )은 57.250, 기업별 일차 변화율의 분산( )은 65.851, 기업별 이차 변
화율의 분산( )은 15.54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가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때, 고정효과로 추정된 이차함수 식은       이다.

다. 조건성장모형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투자 변화에 기업의 특성이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무조건 이차함수 모형에 변인을 투입한 조건성장모형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5-8>과 같다. 투입된 기업의 특성 중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의 순간 기울기(순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정년제 유무(β111=1.700, p<.1),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β
116=5.879,

p<.05)로, 정년제 시행과 퇴직자 전직 지원 시행이 노동비용 대

비 교육훈련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비용 대비 교
육훈련비 가감속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력(β21=0.037,
p<.1), 제조업 여부(β27=1.042, p<1), 정년제 유무(β211=-0.894, p<.05), 퇴
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β216=-2.352, p<.1)이다. 업력, 제조업 여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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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변화율에 대한 기업 특성의 효과
구분
For YEAR slpoe 절편, β10
업력, β11
2016 정년연장 적용여부, β12
근로자 수, β13
정규직 비율, β14
남성 비율, β15
중장년 비율, β16
제조업 여부, β17
1인당 매출액, β18
1인당 순이익, β19
노조 여부, β110
정년제 유무, β111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β112
교육훈련 전담부서 여부, β113
교육훈련 사전계획 여부, β114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비율, β115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β116
경력계획 수립 여부, β117
직무분석 시행 여부, β118
2
For YEAR slope 절편, β20
업력, β21
2016 정년연장 적용여부, β22
근로자 수, β23
정규직 비율, β24
남성 비율, β25
중장년 비율, β26
제조업 여부, β27
1인당 매출액, β28
1인당 순이익, β29
노조 여부, β210
정년제 유무, β211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β212
교육훈련 전담부서 여부, β213
교육훈련 사전계획 여부, β214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비율, β215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β216
경력계획 수립 여부, β217
직무분석 시행 여부, β218

주 : † P<.1, * p<0.05, ** p<0.01, *** p<0.001.

계수
0.434
-0.076
1.497
0.000
3.383
0.486
3.631
-1.776
0.047
-1.186
-0.449
1.700
1.736
-0.332
0.006
1.096
5.879
0.085
0.017
-0.331
0.037
-0.662
0.000
-1.607
-0.459
-1.757
1.042
-0.113
0.608
0.401
-0.894
-0.931
0.162
-0.105
-0.755
-2.352
-0.046
-0.034

S.E.
0.477
0.046
1.531
0.001
2.590
3.093
2.662
1.137
0.869
0.838
1.180
0.911†
1.304
1.027
0.664
1.801
2.955*
1.424
0.923
0.233
0.021†
0.783
0.000
1.311
1.476
1.307
0.576†
0.395
0.390
0.594
0.433*
0.644
0.522
0.320
0.915
1.331†
0.66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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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변화의 가감폭을 증가하며, 정년제 유무,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는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변화의 가감폭을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분석결과
가. 무조건 일차함수 성장모형
기업의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 일차함수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9>와 같다. 로그값으로 계산한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의 초기값( )은 23.5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인
당 연평균 교육시간의 평균 변화율( )은 -2.9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감소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1인당 연평균 교육시
간 초기값의 분산( )은 287.8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기업별 변화율
분산( ) 또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은 기업마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기값과 변화율 간 상관계수( )는
양적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초기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많은 기업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변화의 일차함수모형
구분

계수/분산

표준오차



23.520***

1.151



-2.957**

1.135

무선효과




287.853***

16.966

173.155***

13.159

상관계수



0.101

고정효과

주:

†

P<.1, * p<0.05, ** p<0.01, *** p<0.001.

나. 무조건 이차함수 성장모형
기업의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시간에 따라 비선형으로 변화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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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무조건 이차함수모형을 적용하였다.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평균 초기값( )은 23.559, 평균 변화율( )은 -6.539이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감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변화율( )은 1.8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기업의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초기값 분산( )은 339.368, 기업별 일
차 변화율의 분산( )은 931.076, 기업별 이차 변화율의 분산( )은
128.34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때, 고정효과로 추정된
이차함수 식은       이다.
<표 5-10>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변화의 이차함수모형
구분
고정효과

무선효과

상관계수

계수/분산

표준오차



23.559***

1.169



-6.539†

3.389



†

1.805

1.521




339.368***

18.422

931.076**

30.514



128.348*

11.329



-0.662



0.926



-0.886

주 : † P<.1, * p<0.05, ** p<0.01, *** p<0.001.

다. 조건성장모형
기업의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변화에 기업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무조건 이차함수 모형에 변인을 투입한 조건성장모형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5-11>과 같다. 투입된 기업의 특성 중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의 순간 기울기(순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
근로자 비율(β15=-30.858, p<.1), 1인당 매출액(β18=13.581, p<.05), 1인당
순이익(β19=-11.061, p<.05),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β112=-13.097, p<.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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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변화율에 대한 기업 특성의 효과
구분
For YEAR slpoe 절편, β10
업력, β11
2016 정년연장 적용여부, β12
근로자 수, β13
정규직 비율, β14
남성 비율, β15
중장년 비율, β16
제조업 여부, β17
1인당 매출액, β18
1인당 순이익, β19
노조 여부, β110
정년제 유무, β111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β112
교육훈련 전담부서 여부, β113
교육훈련 사전계획 여부, β114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비율, β115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β116
경력계획 수립 여부, β117
직무분석 시행 여부, β118
2
For YEAR slope 절편, β20
업력, β21
2016 정년연장 적용여부, β22
근로자 수, β23
정규직 비율, β24
남성 비율, β25
중장년 비율, β26
제조업 여부, β27
1인당 매출액, β28
1인당 순이익, β29
노조 여부, β210
정년제 유무, β211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β212
교육훈련 전담부서 여부, β213
교육훈련 사전계획 여부, β214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비율, β215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β216
경력계획 수립 여부, β217
직무분석 시행 여부, β218

주 : † P<.1, * p<0.05, ** p<0.01, *** p<0.001.

계수
-6.507
0.239
-7.232
-0.000
6.709
-30.858
-4.673
0.873
13.581
-11.061
-8.412
8.353
-13.097
2.356
1.031
7.125
-12.985
-20.252
4.388
1.725
-0.147
3.845
-0.001
-4.859
15.310
-2.489
-1.640
-6.978
4.656
2.790
-3.540
3.842
-0.515
1.605
-4.848
11.079
7.466
-1.070

S.E.
3.246*
0.283
8.547
0.002
19.740
17.792†
20.781
7.144
6.114*
4.323*
8.488
12.904
6.745†
7.541
10.117
12.018
17.462
12.675
7.913
1.463
0.112
3.496
0.001
8.323
8.081†
8.708
3.354
2.612**
1.951*
3.760
5.020
2.929
3.299
4.419
5.547
8.013
5.034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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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1인당 매출액은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가감속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성 근로자 비율(β25=15.310, p<.1), 1인당 매출액(β
28=-6.978,

p<.01), 1인당 순이익(β29=4.656, p<.05)이다. 남성 근로자 비

율, 1인당 순이익은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변화의 가감폭을 증가하며, 1인
당 매출액은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변화의 가감폭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러한 변화에 대해 기업의 특성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적용하여 지
난 3년간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총 교육훈련비,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업력, 정년연장(2016년) 적
용 여부, 전체 근로자 수, 정규직 근로자 비율, 남성 근로자 비율, 중장년근
로자 비율, 업종(제조업 여부), 1인당 매출액(로그), 1인당 순수익(로그), 유
노조 여부, 정년제도 유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의 변인들이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하는 교육훈련비는 연간 30만 원 전후인데, 대기업은 35만 원
수준이고 중소기업은 24만 원 수준으로 10만 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
다. 그런데, 이 교육훈련 투자비는 경기변동이나 기업 경영상황(순이익이나
매출 등)에 따라 잦은 변동이 있고, 전반적인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경
영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훈련 투자 규모나 방식을 변경하고 있어서 지속적

136

2019년도 사업체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황성수 ․ 정지운 ․ 설귀환, 2016).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에서도 기업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 총액은 26.6
만 원으로 나타났고,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훈련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규모가 축소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에서 교육훈련 투자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
을 것이고, 기업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부족해서 투자가 적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외생적인 경기변동 상황이나 업황과 같은 경영조건의 악화가 교육훈련
투자의 매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방식의 변화로, 정부가 기업 자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지원보다는 근로
자들에게 직접적인 바우처나 계좌 형태의 비용 보전을 통해 기업 교육훈련
통계가 과소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개인 교육훈련 참여는 점
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주도하는 교육훈련의 규모나 대상자는
정체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총 교육훈련비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업들의 총 교육훈련
비 초기값과 변화율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에 투자하던 기업이
여전히 교육훈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변화하여도
유의미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총 교육훈련비의 규모는 업종, 규모, 업력, 주
요 직종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훈련 투자에 관
심을 두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평균
변화율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투자의 초기값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업에
따른 변화율은 차이가 없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장기 지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순
간 변화율이나 가감속 변화율 등을 통해 추정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비제
조업보다 교육훈련비가 증가하다가 시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교육훈련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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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변화의 경우에도 총 교육비와 같이
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기업 특성에 따
라 투자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변화의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년제 유무, 퇴직자 전직
지원 실시 여부 등의 기업 특성 변인은 미세하나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퇴직관리나 전직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가 활성
화된 기업들의 경우 교육훈련비를 축소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
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전직
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으므로, 기업의 전직훈련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전직과 관련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인당 연평균 교
육시간이 많은 기업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교육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남성 근로자가 많거나 1인당 순이익이 높은 기업일 경우, 1인
당 연평균 교육시간 변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선(2014),
Renaud, Morin, and Clutier(2006), Renaud, Lakhdary, and Morin
(2004) 등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가능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순이익과 매출액의 관계에서 순
이익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투자가 많으나, 매출액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투
자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들과는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부분도 있
으나, 대체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있어서, 기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횡단조사에서는 기업 특성이 기업
의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와 같이 종
단적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기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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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연구에서 3개년 기간만 분
석하고, 각 패널조사가 격년마다 이루어져서 시간 효과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실태나 양상을 조사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교육훈련 참여나
투자에 관한 결과가 단편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고,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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