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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강 순 희**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YP2007) 자
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직후와 국제금융위기 직전 두 코호트 간 대졸 청
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경로 분석결과, 국제금융위기를 거친 2007년 대학생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대학생에 비해 취업으로의 이행 비율이 더 높다. 둘째, 재학
중 취업노력으로서 직업적성이나 흥미검사, 면접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준
비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2차 코호트인 2007년 대학생이 더 높으나, 공공알
선기관이나 이력서 제출, 인터넷 활용 등 통상적 방법은 더 낮다. 특히 전
통적 구직경로로 나타나는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경험
은 크게 낮다. 셋째,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로 높은 비중을 보여 왔던
PC통신, 인터넷 활용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를 통한 비중은 크
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생존분석 결과, 1차 코호트에 비해 2차 코호트의
취업 소요기간은 단축되고 있으며, 전문대졸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4년제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코호트에서 전문대
졸자와 4년제 졸업자 간의 취업 소요기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경험의 경우 2차 코호트에서 구직기간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었던 반면, 직업훈련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1차 코호트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1차 코호트 대학생

논문접수일: 2018년 8월 29일, 심사의뢰일: 2018년 9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6일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고용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2016
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교수(soonhiekang@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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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졸업하는 시점인 외환위기 직후의 노동시장 상황이 2차 코호트 대학
생들이 처한 국제금융위기 상황보다 더 어려웠으며, 또한 대학이나 고용지
원기관의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의 직업탐색 행태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지는 점을 고
려하여 세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 경험, 교육훈련 등이 연계되는 패키지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핵심용어 : 청년패널, 대졸청년 코호트, 노동시장 이행, 카플란-마이어분석, 생존분석

Ⅰ. 문제 제기

청년층의 고용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간 수많은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청
년 취업자는 2013년 하반기 이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실업률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로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 고용
률은 전체 고용률 증가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구조적
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고학력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초기단계에서 문
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청년의 초기단계 노동시장 이행에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산업수요와
의 매칭의 문제 등으로 이행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 취업 - 미취업 - 비
경제활동 등 경제활동상태 간에 이동이 잦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
라에서 고학력자들의 첫 일자리 진입시점이 장기화되는 등에서의 이행이 지체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학교교육, 진로와 직업지도의 문제, 과잉 고학력화 등 공
급 측 원인도 있지만 최근에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대기업 등에서의 대규모
공채 축소, 경력직 선호 등 수요 측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이러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측면에서
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청년들의 인식 및 대응방식의 변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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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기별, 세대별로 달리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대졸 청년들이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과 성과를 청년패널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YP2007) 자료를
활용하여 두 코호트(cohort)의 대졸 청년 간에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행과
정에서는 취업준비 활동과 취업경로에 주목하였으며, 이행성과로서는 취업 소
요기간과 첫 일자리의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졸자들은 1차 웨이브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 재학 시기인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대 초반 회복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차 웨이브의 경우에는 졸업 및 노동시장 이행 시점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
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나 성과에서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
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먼저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Ⅲ장
에서는 기초통계 및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두 코호트 간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생존분석을 통하여 구직기간, 즉 취업으로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두 코호트 간 비교․분석하고 주요 변수들의 이행 기
간에 미치는 영향이 두 코호트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함의와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과 선행연구

1. 인적자본이론, 직업탐색이론, 그리고 노동시장구조론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1)은 통상 인적자본이론 또는 직업탐색이론의 관점에
서 설명한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기대수익의 현재 가치가 기대비
용의 현재가치보다 더 큰 경우 추가적인 교육선택이나 노동이동 등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이나 이동으로부터의 기대
1) 여기에서 이행은 학교-노동시장-학교 간, 취업-실업-비경활 간, 취업상태에서 일터 간, 학
교 내 상급학교 진학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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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기대비용에는 심리적 측면 등 비금전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고교 졸업 후 취업 시 기대수익의 현재가
치가 크다고 하여도 사회적․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할 경우 대학 졸업이 주는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크다면 대학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게 되기에 과도
한 고학력화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직장이동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진로와 직업정보 등이 불충분한 경우 경험이 일천한 청년들의 경우 더 좋은 일
자리를 찾아 빈번한 노동이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클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층의 노동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병존한다. 경
력이동을 포함한 노동이동은 경력개발의 일환이며, 빈번한 직장이동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일자리 탐색(job shopping) 과정으로서 생산적인 투자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직장이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증대할 수 있다
(Neal, 1999; Topel & Ward, 1992). 반면 노동이동이 소모적이고 오히려 경력
개발을 해치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즉 빈번한 직장이동과 잦은 노동
시장 유출입은 근로생애 초기의 혼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원 축적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는 관
점이다(Light & McGarry, 1998).
직업탐색이론은 구직자의 직업탐색(구직) 활동과 기업의 근로자 탐색(구인)
활동, 그리고 이 둘에 의한 탐색기간(실업기간)의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청
년들의 경우 불완전 정보, 직무나 숙련, 그리고 유보임금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 있
음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남재량․이철인(2011)에서는 직업탐색이론을 마
찰적 요인(market friction), 임금제안의 질적 요인(wage-offer distribution), 본인
의 선택(reservation wage)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에 의하면
미래의 일자리의 기대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소득 증가분이 많을수록 탐색기
간이 길어져 실업이 늘어난다. 또한 유보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탐색기간이 길
어지는데, 유보임금은 실업급여나 최저임금액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실업급여액이나 최저임금액이 높을수록 유보임금 수준도 높아져 일자리 탐
색기간은 길어지게 된다(김유배, 2004: 163〜170; 조우현, 2010: 389〜39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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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직자들의 실직과 재취업 노력을 파악하려는 직업
탐색이론은 기존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만 실업 양상에 접근하였던 방법론에
비하여 실직기간 구직자들의 행태규명과 실직상태의 지속, 재취업 결정의 양상
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이상록, 2000:
301〜305).
그러나 이들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며, 현실
에서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적자본투자의 관점에서 개인은 고등교육이나 노동이동,
시장정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기대수
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정착까지 잦은 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구직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을 복합하여 개인들의 노동
시장 정착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본다. 이는 Ryan(2001)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일자리의 기대수익(인적자본이론)과 더불어 정
보비대칭성(직업탐색이론)이 청년층의 높은 노동이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Jovanovic(1979)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빈번한 일
자리 탐색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매칭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동을
통한 인적자본투자수익의 극대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인적자본투자이론과 직
업탐색이론을 혼합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고용전략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중요
한 작용을 한다. Anderson(1993)은 기업이 채용과 교육훈련, 해고, 실업보험 부
담 등의 고용조정 비용이 클수록 고용조정을 덜 하려는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인력의 신규채용을 신중히 하게 되어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청년층 노동시장이 하나의 경쟁적이며 연속적인 노동
시장임을 전제로 한 이른바 경쟁노동시장가설에 근거한 이론이다. 청년층의 노
동시장 이행과정은 청년층 내에서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또는 성별 등에 따
라,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
여 경쟁적 노동시장과 대비되는 노동시장구조론으로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Osterman(1987), Marsden and Germe(1991) 등은 분단된 노동시장(seg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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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에서 청년들은 저임금의 이차적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고임금의
일차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동안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
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시장의 분단성
(segmentation)이 강하고 고학력화가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고졸자와 대졸(이상)
자 사이의 노동시장구조나 그 이행과정에는 차이가 클 수 있다.

2.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성과와 관련하여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많이 인
용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대기 현상은 결과적으로 첫 일자리
질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문혜진, 2012), 이는 학교 졸업 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로 머무를 경우 청년층의 경력에 오점효과(낙인효과, scarring effects)
가 발생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
에 겪게 되는 미취업은 잠재적인 노동수요자에게 나쁜 신호(bad signals)를 보
내어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며, 미취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애 전반에 걸친 근로
기회의 손실과 사회로부터 전반적인 소외현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Corcoran, 1982; Ellwood, 1982). 강순희․안준기(2010)는 대졸자에 있어 실
업의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실업의 예방과 초기의 실업경험
을 막기 위하여 단기적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 투자, 진로․직업지도와 상담의
확대 및 내실화 등이 중요한 정책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행경로와 관련한 논의로는 공식적인 구직경로가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확
률을 낮춘다는 반정호․김경희․김경휘(2005), 구직횟수, 구직방법, 구직태도
등을 포괄한 구직활동이 구직자의 재취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록
(2000), 희망임금과 경력이 높을수록 취업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오성욱․윤성
준(2005), 취업알선서비스 등 공공구직지원서비스가 재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 이시균․김두순(2008) 등이 있다. 박진희(2010)는 대졸
구직자들이 일자리 탐색방법으로 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은 84.2%에 이
를 만큼 높으나 이를 통한 취업성공 비율은 다른 탐색방법에 비하여 낮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우가 이행기간이 가장 짧다는 것, 그리고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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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하여 취업한 경우 임금으로 본 일자리 질이 가장 좋다는 점 등을 밝히
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일자리 탐색방법의 분류로는 공공서비스나 청년층
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탐색방법의
성과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직행태의 취업성과와 관련한 국외의 연구로는 재직 중 구직활동(on-the job
search)이 실직 중 구직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Blau & Robins(1990), 호주
의 사례를 가지고 공공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직활동이 다른 구직방법보다 취
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실증하고 있는 Weber & Mahringer(2008), 그리고
고용지원 등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자의 유보임금을 낮추고 구직노력을 강화시
킴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있는
Van den Berg et al.(2009) 등이 있다. Reid(1972)는 구직탐색 방법을 비공식적
(친구․친척, 직접지원 등 포함) 방법과 공식적(고용서비스) 방법으로 구분하여
비공식적 방법이 공식적 방법에 비해 효율적인지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
과, 실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 사람에게도 비공식적 방법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Holzer(1986)는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자리 탐색방법은 친구․친척, 직접지원이며 이 방법이
일자리 제의와 수락에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Bagues & Labini
(2009)는 이탈리아 구직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구직탐색 방법은 고용서비스와
친구를 통한 일자리정보수집이며, 이 방법이 일자리 취득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Weber & Mahringer(2006)는 오스트리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할 때, 실업자와 비교해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은 직접지원을 통해
구직탐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은 다른 구직탐색 방법을 사용
한 것에 비해 10% 정도 높았고, 이직 위험률(hazard rate)도 상대적으로 낮음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서 직업탐색이라는 노동시장 행위가 몰사회적인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위치한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
에 의해 그 목표설정과 진행방식 및 과정, 그리고 성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Granovetter, 1974; 이병훈, 2002: 5〜6에서 재인용)은 단순히 구
직활동 비용, 유보임금 등 경제적 변수가 구직행태를 결정한다는 그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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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접근법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나아가 Granovetter(1974)나 Hanson &
Pratt(1991)는 구직방법 중 친구․지인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되는 일자
리 정보가 공공 및 민간 취업알선기관, 대중매체 등 공식적 일자리 탐색방법을
통해 얻는 정보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용주의 특성이나
일의 내용, 회사 분위기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구직자의 입장에서 해당
일자리와 자신과의 적합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외로 구직활동의 취업성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실험방식(social experiments)
을 이용하여 Heckman et al.(1999), Bjorklund & Regner(1996), Dolton & O'Neill
(1996) 등은 공공구직지원서비스가 구직자의 재고용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침을 밝히고 있다. Fougere et al.(2009)은 프랑스에서 공공구직서비스가 효과
적인데 저학력 여성, 저숙련자들에게 더 유효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러한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공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Fougere et al.(2009)에서는 공공구직
지원서비스가 여성과 청년층에만 효과적일 뿐 다른 집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
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청년 코호트 간 비교
청년층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기 또는 세대 간 비교분석을 한 연구는 그다
지 많지 않다. 시기 또는 세대 간 비교연구에서는 특정 기간 내에 출생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특성을 공유하는 대상집단을 의미하는 코호트(cohort)를 가지고
하는 분석이 많다.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코호트 분석과 결합하여 생애과정 관
점(life-course perspective)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생애분석, 즉 노동궤적에서
나타나는 경로와 노동성과의 차이,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문혜진(2010)은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의 생애과정과 역사적, 사회
적 변화를 접목시키는 시도로 1930～1979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의 성인으로
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후속 이행의 시기와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196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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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종료와 노동시장 진입, 결혼과 첫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연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구성원이 압축된 연령구간에서 이행을 완료
하는 생애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문혜진(2013)은 외환위
기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면에서
첫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청
년 코호트는 미취업형과 실업형, 비대기업형, 비정규직형 및 이동형 특성을 갖
는 경력유형에 속할 상대적 위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졌으며, 내부노동시장형에 비해 외부
노동시장형 경력유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영민․임
정연(2014)은 X세대, Y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등 세 코호트로 나누어 직업이동
패턴과 유형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코호
트 집단별 주된 직업특성에 차이가 있어 Y세대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로 올라갈
수록 직업유형 중 전문가와 사무직, 준전문가의 비율은 줄고, 기능직, 조립종사
자,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
게 된 코호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X세대의 경우, 직업 간 이동보다는 같은
직업으로의 이동패턴이 두드러지고 사무직과 기술․기능직 직업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코호트 집단은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퇴
직에 근접하여 농어업전문가 직업이 확대되고 귀농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
났고, 단순노무직과 같은 낮은 일자리로의 직업이동 패턴도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지원(2015)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 코호트를 비교․분석
하고 있는데, 이들 두 코호트의 경력유형은 대체로 유사하나 세부 직업 및 고용
상태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코호트에 상관
없이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고 있어 초기경력자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정보 비대
칭성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며, 이는 경제상황과 무관
하게 청년층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고유한 경력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2015)은 코호트 연구는 아니지만, 금융위
기 이후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구인자와 구직자의 격차) 지수가 주요국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베버

10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리지 곡선 추정결과도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됐음
을 보이고 있다. 즉 베버리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빈 일자리가 생겼는데
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퇴직 등으로 일자리가 생겼지만 신규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았거나, 고학력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만 몰리는 현상 등이 복합
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할 때, 최근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인 취업애로
집단이 되고 있는 대졸 청년들의 구직행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그
성과가 어떠한지,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와 2000년대 후반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이행과정이나 성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Ⅲ. 자료와 기초분석

1. 자 료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
(YP2007) 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연구이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
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 예비조
사를 시작으로 1차 프로젝트(YP2001)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2006년까지 6
차례에 걸쳐 매년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존 패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저연령대 청년 통계를 보완하고, 현재의 청년 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대표통
계를 제공하고자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 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
성하여 2차 프로젝트(YP2007)를 구축하였으며 2017년까지 11차 추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만 15∼29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
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YP2001의 원표본은 5,956명이며, YP2007
은 10,2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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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자료는 1차 및 2차 웨이브의 1∼3차 자료를 각각 연결하여 사용
하였다. 청년패널자료에는 중고교 재학, 대학 재학, 기타 비경활, 취업 및 실업
상태 등 다양한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청년이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재 청년 고용문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중심으로
두 코호트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1차 조사연도 기준 대학 졸업자
를 대상으로 3년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2)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
는 대졸자들은 1차 웨이브(1차 코호트)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 재학 시기인 90
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대 초반 회복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
으며, 2차 웨이브(2차 코호트)의 경우에는 졸업 및 노동시장 이행 시점에 글로
벌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나 성과에서 두 경
제위기 간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3)
한편 본 연구는 1차, 2차와 3차 조사에서 분석에 필요한 모든 조사항목에서
누락이 없는 표본만을 활용한 균형패널(balanced panel) 분석이다. 이와 같이
자료를 정제한 결과, 1차 웨이브 분석 표본(1차 코호트)은 292명, 2차 웨이브(2
차 코호트)는 568명으로 나타났다.4)

2. 대졸 청년의 이행 경로 비교
1차 조사연도에 대학생이었다가 다음 해에 활동상태가 바뀐 경우를 졸업자
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2차 코호트(YP2001)는 1차(YP2001)에 비하여 취업
으로의 이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다음 해에 대학원
진학, 취업이나 미취업 상태를 거쳐 조사 3년차에 취업상태에 있는 비중을 보
면, 1차 코호트의 경우 67.4%(=57.5+9.9)이나 2차 코호트에서는 72.1%로 나타

2) 3년으로 국한한 이유는 본 연구가 대학으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에 주목하기에 이행의 초기
상태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
3) 익명의 심사자는 2001년 또는 2007년 당시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했다면 이들은 분석 표본에서 빠지기에 졸업당시의 경제상황이 취업기간에 미친 효과
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청년일반에서 대졸자만을 추출한 결과 분석표본수가 적어지고 가중치가 변화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익명의 심사자는
이 경우 Lee bounds 추정방법 등을 권고하였으나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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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차 코호트의 경우 2차 연도에 취업상태나 미취업
상태에 있다가 3차 연도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중이 2차 코호트보다 상대적
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는 대졸자들에게 2000년대 초 외환위기 직후의 노동시
장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상황보다 더 어려웠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졸업 이후 3개년 동안 계속 미취업상태로 머문 비율이 1차 코호트가 더 높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 대졸자의 이행 경로(2001 vs. 2007)
1st wave(2001)

변동 유형

t

t+1

대학원

대학생

취업

미취업

2nd wave(2007)

t+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원

12

4.1

29

5.1

취업

0

-

1

0.2

미취업

2

0.7

1

0.2

대학원

10

3.4

1

0.2

취업

168

57.5

327

57.6

미취업

20

6.9

46

8.1

대학원

7

2.4

4

0.7

취업

29

9.9

81

14.3

미취업

44

15.1

78

13.7

292

100.0

568

100.0

전체

자료 :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다음으로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을 비교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취업준비 활동
이란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구직사이트 등록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
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취업 관련 정보공유, 면접준비를 위한 그룹(집단) 스터디,
취업을 위한 공사/공무원 시험 등의 준비, 인턴 경험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
동을 모두 포함한다. 2차 코호트가 1차에 비하여 취업준비 활동을 덜하고 있으
며 직업훈련 참여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보유한 비
율은 2차 코호트에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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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2001 vs. 2007)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
취업준비
훈련경험
자격증
보유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st wave(2001)
빈도
비율
161
55.1
131
44.9
28
9.6
264
90.4
133
45.5
159
64.5

2nd wave(2007)
빈도
비율
269
47.4
299
52.6
23
4.1
545
95.9
287
50.5
281
49.5

차이

-7.7***
(72.8)
-5.4***
(83.2)
5.0***
(90.1)

주 :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 )은 t값을 의미하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임.
자료 :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표 3> 대졸자들의 재학 중 취업을 위한 노력
1st wave
(2001)

2nd wave
(2007)

차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직업적성․흥미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55

34.6

116

43.1

8.5***
(51.9)

2. 면접훈련을 받아 본적이 있다

33

20.8

65

24.2

3.4***
(67.2)

4. 공공알선기관에서 상담해 본 적이
있다

31

19.5

50

18.6

-0.9***
(76.4)

6. 회사에 이력서를 내본 적이 있다

89

55.3

141

52.4

-2.9***
(48.3)

7.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

75

46.9

126

46.8

0.0***
(50.3)

8.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적이 있다

77

47.8

70

26.0

-21.8***
(64.1)

주 : 1) 취업을 위한 노력 가운데 ‘3. 학교에서 상담선생님과 의논해 본 적이 있다’와 ‘5.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2차 웨이브의 조사 항목에서는 누락되어
제시하지 않음.
2) 비율은 각 항목별 결측값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3)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4)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 )은 t값을 의미하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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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학 중 취업을 위한 노력에서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직
업적성이나 흥미검사, 면접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2
차 코호트에서 더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공공알선기관이나 이력서 제출, 인
터넷 활용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간 조사에서 주된 경로로 나타나는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경험은 21.8%p나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학이나 취업지원기관에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보급이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예전보다 이들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를 1순위 응답만 가지고 보면,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왔던 PC통신, 인터넷 활용의 비중이 크게 감소
하고 있으며, 반면에 선생님, 학교기관 등 학교를 통한 비중이 13.2%p나 증가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공기관 활용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1순위)

1. 학교(선생님 등)
2. 신문, TV 등 언론매체
3. 생활정보지
4. 부모 또는 친척
5. 친구 또는 선후배
6. 공공취업알선기관
7. 사설취업알선기관
8. PC통신, 인터넷
9. 회사에 직접 연락
10. 직업 및 취업박람회
11. 학원
12. 현장실습/인턴쉽
13. 기타

1st wave(2001)
빈도
비율
50
31.1
6
3.7
4
2.5
6
3.7
11
6.8
9
5.6
1
0.6
70
43.5
0.0
1
0.6
2
1.2
0.0
1
0.6

2nd wave(2007)
빈도
비율
119
44.2
10
3.7
6
2.2
8
3.0
15
5.6
2
0.7
1
0.4
88
32.7
5
1.9
4
1.5
4
1.5
0.0
7
2.6

변동

13.2***
0.0***
-0.3***
***
-0.8
-1.3***
-4.8
-0.2
-10.8***
1.9
0.9
0.2
0.0
2.0

주 : 1) 2차 웨이브(2007)의 ‘2.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은
1. 학교(선생님 등)로,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는 13. 기타로 포함함.
2)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조사되고 있음.
3) 변동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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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1,2,3순위 통합)

1. 학교(선생님 등)
2. 신문, TV 등 언론매체
3. 생활정보지
4. 부모 또는 친척
5. 친구 또는 선후배
6. 공공취업알선기관
7. 사설취업알선기관
8. PC통신, 인터넷
9. 회사에 직접 연락
10. 직업 및 취업박람회
11. 학원
12. 현장실습/인턴쉽
13. 기타

1st wave(2001)
빈도
비율
101
21.4
52
11.0
28
5.9
23
4.9
64
13.5
27
5.7
6
1.3
124
26.2
6
1.3
19
4.0
11
2.3
8
1.7
4
0.8

2nd wave(2007)
빈도
비율
239
33.7
51
7.2
18
2.5
23
3.2
95
13.4
20
2.8
10
1.4
167
23.6
11
1.6
29
4.1
19
2.7
13
1.8
14
2.0

변동

12.4***
-3.8****
-3.4***
-1.6***
-0.1***
-2.9***
0.1***
-2.7***
0.3***
0.1***
0.4***
0.1***
1.1***

주 : 1) 2차 웨이브(2007)의 ‘2.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경력개발센터 등’은
1. 학교(선생님 등)로,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는 13. 기타로 포함함.
2)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3) 변동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 대체로 하나보다는 복수의 구직정보 경로를 활용할 것
이기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통합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
지만 1순위만을 본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 PC통신, 인터넷 활용의 비중은 감
소하고 있으며 학교를 활용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공공
기관 활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신문, TV 등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를
활용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Ⅳ. 이행과정과 노동시장 성과의 코호트 간 비교

이제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인 두 대졸 청년 코호트 간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성과를 구직기간과 변수별 영향 정도를 가지고 비교․분석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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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통계
본 분석에서 사용한 기초통계는 <표 6>과 같다. 1차 코호트에 비하여 2차 코
호트의 평균 연령이 0.44세 많으며 부모의 학력도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4년제
대학생이나 서울 소재 대학의 비중 역시 2차 코호트가 높다. 2차 코호트에서
인문, 교육계열은 감소하고 사회, 공학, 자연계열 등 실용분야 전공이 증가하고
있다.5)
<표 6>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

1st wave(2001)
평균

표준편차

2nd wave(2007)
평균

표준편차

sex

성별(남성=1)

0.514

0.501

0.479

0.500

age

연령(만 나이)

22.880

2.307

23.317

2.339

edu_f

아버지 교육연수

10.404

3.733

12.113

3.163

edu_m

어머니 교육연수

9.243

3.290

11.560

2.585

univ

대학 유형(4년제 대학=1)

0.555

0.498

0.620

0.486

region

학교권역(서울=1)

0.144

0.352

0.202

0.402

major1

전공 : 인문계열

0.137

0.344

0.092

0.289

major2

전공 : 사회계열

0.182

0.386

0.290

0.454

major3

전공 : 교육계열

0.490

0.501

0.107

0.310

major4

전공 : 공학계열

0.041

0.199

0.264

0.441

major5

전공 : 자연계열

0.048

0.214

0.072

0.259

major6

전공 : 의약계열

0.055

0.228

0.065

0.247

major7

전공 : 예체능계열(기준)

0.045

0.207

0.109

0.312

alba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0.634

0.483

0.741

0.438

p_job

취업준비 경험여부

0.551

0.498

0.474

0.500

training

직업훈련 경험여부

0.096

0.295

0.040

0.197

licence

자격증 보유여부

0.455

0.499

0.505

0.500

자료 :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5) 하지만 전공 비중의 변화는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에 각 코호트에서 통제변수로만 사용하
였으며 전공 비중의 변화와 관련한 결과는 적극적 해석을 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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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기간(취업 소요기간)
가.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식
졸업 후 직장 이행기간 및 첫 직장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
기 위하여 본래 의학데이터 기간 분석에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인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계
층(strata)별로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살펴본 후, 비례적 위험(hazard) 모
형인 콕스 회귀모형(Cox Regression)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림 1] 성별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코호트 간 비교
1st wave(2001)

2nd wave(2007)

time variable duration

time variable duration

percent

여성

남성

percent

여성

남성

75%

18.0

19.0

75%

15.5

16.0

50%

8.0

9.0

50%

6.0

6.0

25%

2.0

2.0

25%

2.0

2.0

test of equality

test of equality

Log-Rank

0.0127

Log-Rank

0.3495

Wilcoxon

0.0186

Wilcoxon

0.0842

-2Log(LR)

0.0164

-2Log(LR)

0.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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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Kaplan과 Meier에 의하여 고안된 Kaplan-Meier 방법은 관찰된 생존
시간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사건(event)이 관측된 시점마다 생존 확률을 산출
한다. 본 모형에서는 졸업 후 첫 직장에 진입하기까지의 기간이 생존시간이 된
다.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중도 절단된(censored) 유형의 경
우(구직자가 취업을 한 경우를 사건(event)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조사 시
점까지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중도 절단되었다고 판단) 변수를 0으로 처리하였
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로 처리하였다.
1차 코호트인 2001년 대학 졸업자의 경우, 여성의 50%가 취업하기까지 소요
된 평균기간은 8.0개월이며 남성은 9.0개월로 나타났으며, 75%가 취업하기까
지의 기간이 여성은 18개월, 남성은 1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질성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코호트인 2007년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여성의 50%가 취업하기까지의 평균
[그림 2]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별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코호트 간 비교
1st wave(2001)

2nd wave(2007)

time variable duration
percent
전문대학 등
4년제 대학
75%
14.0
50%
7.0
9.0
25%
1.0
2.0
test of equality
Log-Rank
4.4155**
Wilcoxon
3.6556*
-2Log(LR)
6.1389**

time variable duration
percent
전문대학 등
4년제 대학
75%
9.0
50%
4.0
7.0
25%
2.0
2.5
test of equality
Log-Rank
26.8388***
Wilcoxon
23.7306***
-2Log(LR)
3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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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이 남녀 모두 6.0개월, 75%가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15.5개월, 남성
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질성 검정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코호트 간 비교를 해 보면 1차에 비하여 2차
코호트에서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소요기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외환위기 직후에 비하여 금융위기 시 대졸자들이 처한 노동시장 상황이 덜
나빴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전문대학(4년제 이외의 대학)과 4년제 대졸자로 나누어 두 코호트 간
비교를 하여 보았다. 1차 코호트인 2001년에 전문대 등 졸업자의 50%가 취업
하기까지는 평균 7.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9.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가 취업하기까지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14개월
이 걸리나 4년제는 자료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차이는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코호트에서는 전문대 등 졸업자의 50%가 취업하기까지 평균 4.0
개월, 4년제 대학은 7.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5%가 취업하
기까지는 전문대학의 경우 9.0개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미실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학 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2]를 보
면, 2007년 웨이브에서 전문대 등과 4년제 대학교 간 구직 기간 차이가 1차 코
호트에서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대졸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1차 코호트에 비하여
2차 코호트의 경우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전문대졸자 등의 취
업 소요기간이 4년제 대졸자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차 코
호트에서 2년제와 4년제 졸업자 간의 취업 소요기간의 차이가 1차 코호트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 콕스 회귀모형(Cox-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졸업 후 취업 또는 실업이라는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time interval)
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Kaplan-Meier 방법의 경우 각각의 카테고
리를 나눈 후 첫 직장 이행기간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어서 각 속성에 대한
시간 간격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기간에 따른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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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변수의 집합과 종속변수의 관
계를 밝히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은 중도 절
단된 관측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대한 시간을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콕스회귀(Cox
regression)모형이다. 콕스모형에서 사용되는 해저드 모형(위험률 모형)은 관측
기간 동안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 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
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저드 함수 h( t) 는 어
떤 사건( T )이 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이 이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다. 본 추정에서는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

다가 취업으로 순간적인 이행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된다.

   

Pr  ≦     ∆     

lim 
∆

(1)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콕스회귀모형은 식 (1)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X
라는 설명변수 벡터를 가지는 관측치의 t 기에서의 해저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p′

(2)

이때 h 0 (t) 는 설명변수와는 독립적인 t 기에서의 기본 해저드(baseline hazard)
를 나타낸다. 따라서 콕스모형에서는 매기에서의 해저드 변화가 기본 해저드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변수 x 는 그 크기와 β의 값에 따라 단순히 기본 해저드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콕스모형으로는 기본 해저드의 분포에 대
한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즉 분포의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설명변수가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콕스 회귀 분석의 위험률(탈출률)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
다. 위험률 모형은 생존률 모형과 구분이 되는데, 그 차이는 분포를 고려하느냐
유무에 있다. 전자는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와이블(Weibul), 지
수(Exponential), 로그정규(Log-Normal) 등의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는 분포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위험률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사건(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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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모형으로 계수값이 양의 값을 가질수록 그 기간이 짧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코호트 모두에서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탈출
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경향은 2차 코호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의 KM곡선에서도 시사되었던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코호트가 덜
젊은 코호트에 비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혜진(2010)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경험의 경우 2차 코호트에서 구직
기간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었던 반면, 직업훈련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1차
코호트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콕스회귀분석(위험률 모형)
1st wave(2001)
변수

계수

2nd wave(2007)

표준
오차

탈출률

표준
오차

계수

탈출률

성별(남성=1)

0.039

0.168

1.040

-0.010

0.126

0.990

연령(만 나이)

-0.918 **

0.473

0.399

0.003

0.402

1.003

연령2

1.989

1.021

7.306

-0.003

0.856

0.997

아버지 교육연수

0.007

0.021

1.007

-0.037 **

0.018

0.964

**

어머니 교육연수

0.027

0.025

1.027

0.007

0.022

1.007

대학 유형(4년제=1)

-0.252 *

0.154

0.777

-0.448 ***

0.119

0.639

학교권역(서울=1)

-0.138

0.212

0.871

-0.013

0.123

0.987

전공 : 인문계열

-0.441

0.357

0.643

-0.220

0.231

0.802

전공 : 사회계열

-0.246

0.340

0.782

0.304 *

0.173

1.356

전공 : 교육계열

-0.210

0.318

0.810

0.119

0.212

1.126

전공 : 공학계열

-0.244

0.436

0.783

0.173

0.183

1.188

전공 : 자연계열

-0.481

0.437

0.618

0.707 ***

0.223

2.028

전공 : 의약계열

-0.439

0.402

0.645

-0.091

0.258

0.913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0.236

*

0.149

1.267

0.076

0.114

1.079

취업준비 경험여부

0.257

*

0.146

1.293

0.317 ***

0.100

1.373

직업훈련 경험여부

0.426

*

0.227

1.532

0.037

0.238

1.037

자격증 보유여부

0.045

0.141

1.046

0.053

0.099

1.055

N

292

568

주 : 1) *** p<0.001, ** p<0.05, * p<0.1
2) 전공은 예체능계열 기준임.
자료 : 청년패널 1차 웨이브(2001),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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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YP2007) 자료를
활용하여 두 코호트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의 이행경로를 비교한 결과, 2차 코호트는 1차에 비하여 취업
으로의 이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차 코호트의
경우 2차년도에 취업상태나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3차년도에 대학원으로 진학
하는 비중이 2차 코호트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직전에 외
환위기를 경험한 학생들이 비슷한 연령대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학생들
에 비해 취업보다는 대학원으로 더 진학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의 엄정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6)
둘째,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을 비교하여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차
코호트 대졸자가 외환위기를 거친 1차 코호트 대졸자에 비하여 취업준비 활동
을 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참여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자격
증을 보유한 비율은 2차 코호트가 더 높다.
셋째, 재학 중 취업을 위한 노력에서는 직업적성이나 흥미검사, 면접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2차 코호트에서 더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통상적인 프로그램인 공공알선기관이나 이력서 제출, 인터넷 활용은 감
소하고 있다. 특히 그간 조사에서 주된 경로로 나타나고 있는 친인척, 선배, 친
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경험은 1차에 비하여 2차 코호트에서 21.8%나 큰 폭
으로 줄어들고 있다. 첫째 사실과 연결시켜 보면, 2차 코호트의 대졸 청년들이

6) 1차와 2차 코호트의 졸업 직전인 2001년과 2007년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 실업률은 4.0%
와 3.2%,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9%와 7.2%, 대졸 청년이 속하는 20∼29세의 실업
률은 7.3%와 7.1%로 외환위기 직후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노동시장 상황이 더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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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보다는 당장 도움이 되는 준비활동에 집중하는 실용적
인 접근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구직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를 보면,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여 왔던 PC통신, 인터넷 활용의 비중이 2차 코호트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선생님, 학교기관 등 학교를 통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공기관 활용 비중과 신문, TV 등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를 활용
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다섯째, 카플란-마이어 방식과 콕스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취업 소요기간을 분
석한 결과, 1차 코호트에 비하여 2차 코호트의 경우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
되고 있으며 전문대졸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4년제 대졸자에 비하여 짧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차 코호트에서 2년제와 4년제 졸업자 간의 취업 소요
기간의 차이가 1차 코호트에서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적어도 대학생들의 경우, 1차 코호트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시
점인 외환위기 직후의 노동시장 상황이 2차 코호트 대학생들이 처한 국제금융
위기 직전 상황보다 더 어려웠으며, 또한 대학이나 고용지원기관의 취업준비
프로그램들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실용
성이 높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4년제 대
졸자, 비실용분야 전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몇 년 전부터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인문분야 대졸자에 대한 취업지원정
책은 당초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학 재학
중 취업지원정책을 물량보다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하고, 개인 맞춤
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대학생들의 참여유인과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이 증가하고 효과가 높아
지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자에 대한 고용 관련 직접서비스는 대학일자리센터 등 대학을 통하도록
하고 인프라 제공 등 이를 지원하거나 학교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전문특화서비
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셋째,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변수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하였

24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지만 청년의 탐색행태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세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 경험, 교육훈련 등이 연계되는 패키지 정책이 확충되어
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보 시장에서의 시장실패,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보
의 한계비용보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비용이 너무 높아 일자리 매칭
이 잘못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가용한 일자리 정보 획득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 역시 공공취업알선기관이나 민간알선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정보 취득비용을 낮추어 탐색과정의 속도를 증가시켜 실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일자리 매칭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구직자는 이렇게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만 일자리 정보를 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망을 이용하거나 직접적
인 방법 등으로 구직활동에 나선다. 이렇게 개인이 일자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즉 일자리 탐색방법은 공식적/비공식적, 직접/간접, 공공/민간, 개인적/
사회적 등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시기, 세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
련이다.
청년패널자료는 2001년 기준 청년층(1차 웨이브)과 2007년 기준 청년층(2차
웨이브)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지만, 비교연구를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청년 일반에서 대졸자만을 추출한 결과 분석
표본수가 적어지고 가중치가 변화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과도한 일반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2차 웨이브로 개편 당시 1차 웨이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큰 폭의 설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설문문
항이 없어지거나(예, 취업자의 정규직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 응답), 문항이 신
설되면서(예, 어학연수 등) 코호트 간 비교연구에서 해당 변수들은 통제변수나
분석변수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항목 내에서도 보기 문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직접적인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변수의 불
균형 및 정의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통제변수 및 분석변수를 이용하여
두 코호트 간 비교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
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과변수를 중심으로 코호트 간 비교․분석을 하고 그 차
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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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는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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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Labor Market Transition between
Two Cohorts of Young College Graduates
Kang SoonHie
This paper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between two cohorts of young college graduates using YP2001 and YP2007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of the transition
paths of college graduates showed that the transition to employment was increased
in college students in 2007 compared to 2001, and the job preparation activities
in 2007 were less than the cohort in 2001. Although 2007 cohort has little experience
in job training, they have much more vocational certifications. Second, in the job
seeking efforts, the participation in systematic preparation for job preparation
programs such as job aptitude, interest test, and interview training is increasing
in the 2007 cohort, but the use of public job service agencies, resume submissions
and internet use is decreasing. In particular, the asking for a relative, a senior,
or a friend, who have appeared as a traditional job search path, is greatly diminishing.
Third, while the PC communication and internet use, which have shown the highest
proportion of job search information, is decreasing, the proportion of those using
the school is increasing. Fourth, the survival analysis shows that the transition period
for employment of the 2007 cohort is shorter than that of the 2001 cohort.
Particularly, in the 2007 cohort, the difference in the period required for employment
between junior college graduates and four-year graduates is larger. Fifth, while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 preparing for work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job seeking time in the second cohort, vocational training and part-time work
experience are more effective in the first coh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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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labor market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when the first cohort students
graduat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abor market situation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t the time of graduation of the 2001 cohort college students, was at least
more difficult for the college students than fo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tuation
of the 2007 cohort students, Also, as the employment preparation programs of
universities and employment service organizations are systematized and expanded,
it shows that university students are using more structured programs in the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ver time.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ckage policy that is
related with generation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 work experience,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young people, considering the change of labor market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search behavior of young people.

Keywords : youth panel, young college graduate cohort, labor market transition,
kaplan-meier method, survival analysis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최요한)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8. 제18권 제4호 pp.31~5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31

연 구 논 문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최 요 한**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층(20～40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정규직 고용
으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에 머무르게 하는
덫으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에서 정규직
고용으로의 이행확률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용형태를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1년 전의 특정 고용형태
에서 현재의 특정 고용형태로 이행할 확률을 모두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
는 한국노동패널 12～19차(2009～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40세
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행확률의 일관된 추정을 위하여, 설명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불변한 개인의 미관측 요인과, 미관
측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동태적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여
성과 남성 모두에서 1년 전 비정규직에서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은 1년 전 미취업에서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보다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
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머무
르게 하는 덫으로 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형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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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청년층(20～40세)1)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정규
직 고용2)으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덫으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한편으로는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한 개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경험이 양질의 인적자본을 축적
하는 것을 저해하고 낮은 인적자본의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Booth et al., 2002; Scherer, 2004;
Amuedo-Dorantes & Serrano-Padial, 2010; Cockx & Picchio, 2012). 또한 여성
과 남성은 비정규직의 이행에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Booth et al., 2002). 여성
은 남성보다 가사의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따라서 비정규직은 남
성보다는 여성에게 가구의 일시적인 2차 소득의 원천으로 작용할 확률이 더 높
기 때문이다.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의 상황
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례로 Autor & Houseman(2010)은 미국의 정책 시행에서
발생한 자연실험의 상황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자연실험의 상
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형태 선택의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
한 계량모델을 이용하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29세를 청년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청년층은 이
와 같이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노동시장의 초기 진입과 인적자
본의 초기 축적의 시기에 있으며,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은 크게 상승하여 왔다
(최경수․김정호, 2016; 성재민,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세까지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초기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의 이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서 20～30대를 청년층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년층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를 의미하며,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의미한다(서정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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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개인 간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 어떠한 개인들
은 정규직으로의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 비정규직 고용보다는 미취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떠한 개인들은 정규직으로의 취업의 가능성이 낮아 미취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태적 랜덤효과 모델
(Wooldridge, 2005)을 사용하여,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을 가정한 한 시점의
동태적 모델을 추정하였다. 또한 모집단이 3개 이상의 다항의 범주를 가지므
로,3)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추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최효미(2014)의 연구가 있다. 최효
미(2014)는 20∼45세 기혼 여성과 23∼48세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용형태를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계량적 접근을 사용하여 한 시점의 동태적 모델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
는 최효미(2014)의 연구에 더하여, 고용형태 간 이행확률을 추정함으로써 회
귀계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이행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2～19차(2009～2016년) 자료를 사용하
여, 고용형태를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 미취업으로 구분하고 1년 전의 각 고
용형태에서 현재의 각 고용형태로 이행할 확률을 모두 추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인적자본의 초기 축적 시기에 관심을 두기 위하여 20～40세인 경우로 한정하
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는 추정모델을 설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분석자료를, 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결론을 논의하
였다.

3) 방법론적으로는 모집단을 포괄하는 범주가 ‘3개 이상인 다항’이고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
수(latent variable)의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모집단을 포괄하는 다항의 범주를 모
두 고려하는 확률모델을 사용해야만 한다(Skrondal & Rabe-Hesketh, 2003; Train, 2009).
그 이유는 두 범주 간의 선택이 다른 범주의 존재유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이는 잠재변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for details, see Skrondal & Rabe-Hesket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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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 기능한다는 주장은 주로 다음
의 세 개의 이론들에 기초한다. 첫째는 통관항 가설(port-of-entry hypotheses)로
서 개인의 비정규직 선택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Contini et al.,
1999; Scherer, 2004). 개인은 더 나은 일자리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교육수준과 능력에 비하여 도전적이지 않은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
우, 비정규직은 개인의 이후 경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는 기업내
부노동시장 모델에 기초하여 기업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Booth et
al., 2002; García-Serrano, 2004; Scherer, 2004). 기업은 정규직 해고의 부담이
크므로, 쉽게 정규직을 늘리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을 인적자본을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는 비정규직 경험의 혜택을 강조하는 이
론이다(Gebel, 2013). 비정규직 경험은 실업에 비하여 인적자본의 축적, 더 나
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근로경험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매칭에 유리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 기
능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머무르게 하는 덫
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은 주로 다음의 두 개의 이론에 기초한다. 첫째는 이중노
동시장이론이다(Scherer, 2004). 노동시장은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
의 노동시장과, 취약하고 기술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두 노동시장 간의 이동성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어, 주로 2차노동시장의 일자리
인 비정규직으로의 진입은 오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는 신호이론(signal
theory)이다. 기업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교육수준의 정보에 의존하
는 것과 같이 개인의 이전의 고용상태도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신호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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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의 비정규직의 경험을 낮은 인적자본에 대한 신호로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덫으
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가구의 일시적인 2차 소득의 원천일 확률
이 높으며(Amuedo-Dorantes & Serrano-Padial, 2010),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
직으로의 이행은 적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남성부양자 가족모델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2차 소득자일 확률이 높아, 여성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
로 이행하는 확률이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국외의 선행연구 검토
국외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Amuedo-Dorantes et al.(2008)은 스페인의 모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
를 취합하는 행정자료(the Official Register of Contracts of the Spanish Public
Employment Service)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1998년에 고용계약이 처
음 관찰된(1998년 이전의 정보는 없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4년까지의
관찰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1998년에 무기계약과 파견고용 계
약(temporary help agency contract)을 맺은 개인들은 제외하였으며, 처리집단은
7년의 기간 동안 파견고용 계약의 경험이 있는 개인들로, 통제집단은 파견고용
이 아닌 유기계약 직접고용(direct-hire temporary employment)의 경험이 있는
개인들로 구성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파견고용의 정규
직 이행확률이 유기계약 직접고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utor & Houseman(2010)은 미국의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에서 TANT 수
급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연계 프로그램인 WORK FIRST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9～2003년 미시간 주의 실업보험 임금 기록과
연계된 Detroit Work First 프로그램의 행정기록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37,000명 이상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WORK FIRST 프로그램은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랜덤하게 발생한 직접고
용과 파견고용의 배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파견고용은 이후 7분기의

36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기간 동안 근로소득과 고용결과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감소시켰으며, 직접고
용은 근로소득과 고용결과를 상당히 개선시켰다.
de Graaf-Zijl et al.(2011)은 네덜란드에서 2년마다 시행되는 OSA 노동공급
패널(OSA labour supply panel)의 1988～2000년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기간 중
한 번이라도 실업을 경험한 16～64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정규직
일자리(regular work), 일시적 일자리(temporary jobs),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구
분하여 다상태 기간 모델(multi-state duration model)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일시적 일자리는 실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자 중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비율을 몇 년 안에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ockx & Picchio(2012)는 벨기에의 1998년에 졸업 이후 9개월 동안 실업 상
태에 있는 18～25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벨기에에서는 졸업자가 9개월 동
안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보가
CBCC(Cross-roads Bank for Social Security)의 행정자료에 기록된다. 이들의
처음 등록된 정보와 이후 분기별로 기록되는 최대 4년 후까지의 정보를 사용하
였다. 고용상태는 1분기 이하로 지속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끝나는 일자
리를 ‘단기간 일자리(short-lived jobs)’로 1년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를 ‘장기간
일자리(long-lasting jobs)’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은 첫 번째 단계로 동태적 다
상태 다기간 모델(dynamic multi-state multi-spell model)을 추정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추정된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졸업
후 2년 안에 단기간 일자리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기간 일자리
를 가질 확률이 여성은 9.5%p, 남성은 13.4%p 더 높았다.
Givord & Wilner(2015)는 프랑스의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cey)의 2002
～2010년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18～64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개인들은 최대 6개의 분기 동안 조사된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openended), 유기계약직(fixed-term contract), 일시적 파견근로(temporary agency
work), 자영업, 공공부문(public sector), 비근로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동태적 다항 로지스틱 모델을 사용하여 고용형태들 간에 1분기 기간의 이행에
대한 동태적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유기계약직은 비근로에 비하여 무
기계약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지만, 일시적 파견근로는 비근로보다 무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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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더 높지 않았다. 이들은 또한 2008년 대침체(the Great
Recession) 전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보였다.

3. 국내의 선행연구 검토
국내의 연구로는 김우영․권현지(2008)와 최효미(2014)의 연구가 있다. 김우
영․권현지(2008)는 한국노동패널 5～9차 자료를 사용하여 비정규직의 상태의
존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산업, 직종, 기업규모에 따
른 상태의존성을 추정하였다. 동태적 프로빗 모델의 분석결과, 상태의존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상태의존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았고, 특히 기혼
여성과 저학력 여성의 비정규직의 상태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최효미(2014)는 한국노동패널 7～13차 자료를 사용하여, 7차년도 기준 20～
45세의 기혼 여성과 23～48세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고용형태를
전체 모집단을 포괄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시점의 각 고용형태가  시점의 각 고용형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Wooldridge(2005)의 동태적 랜덤효과 확률모델을 사용하여 다항 로지
스틱 모델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 각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확률이, 미취업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추정모델

본 연구는 현재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다음의 한 시점의 동태적 확률모델을
가정한다.
                            

(1)

                              
 는 개인,  는 시점이다.  는 고용형태,  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는 미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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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이다.  는 다항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벡터이며,  는 고용형태에 따라
각각의 값을 가지는 벡터이다.  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1년의 동태
적 영향을 가정하였다.  는 엄격한 외생성(strict exogeneity; Wooldridge, 2010:
165)을 가정한다. 식 (1)은 다항 로지스틱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는  와 항상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동태적 랜덤효과 확률모델로 이를

추정해야 한다. 동태적 랜덤효과 확률모델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Wooldridge(2005)의 접근을 사용하였다.4) 이에 따라 미관측 이질성은 다음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5)
       ∼       ′   
  ′  ∑ 
          ′   
  ′  ∼   ∑ 

(2)

   








 

따라서 미관측 이질성에 조건화하지 않은 개인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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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균이 0인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이는 정태적 랜덤효과 모델을

추정하는 것과 같다. 단,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기
위하여, Stata 13의 -gsem- 명령어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Stata Corporation,
2013).

4) Wooldridge(2005)는 이항의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5)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에 조건화한 이유는 불균등화 패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평균값에
조건화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Mundlak(197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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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자료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은 많은 표본과 긴 시계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보
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적합하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여부를 조사하는 4～19차(2001～2016년)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최근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2～19차 자료(2009～2016년)를 사용하였다. 12차 자료부터 사용한 이
유는 한국노동패널이 12차 조사부터 추가표본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
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40세 남녀로,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인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
근로,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임금근로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부가 실질적으로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지만 남성은 비임금근로자
로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의 구분은 한국노동패널의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대한 자기보고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고용형태에 대하여 변량이 존재한다고 나타난 변수들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
교육수준, 결혼지위, 장애여부6)를 포함하였다.
<표 1>은 분석자료의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이다. 먼저, 여성의 미취업 비
중은 45.2%, 남성은 10.7%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보다 크게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2.38(=4,147/1,743)인 데 반하여 남성은 4.50(=7,165/1,592)로 나타나, 임금근로
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남성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여성은 미취업자의 유배우자 비율이 85%로 다른 고용형태보다도 높은 데
6) 한국노동패널의 p**6104, p**6105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두 문항에 하나라도 응답에 있
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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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량
정규직 고용

(여성)
만 나이
배우자 있음
장애 있음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관찰 수(%)

(남성)
만 나이
배우자 있음
장애 있음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관찰 수(%)

비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전체

평균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편차
편차

32.1
0.55
0.00

5.0
0.50
0.06

33.3
0.58
0.01

5.4
0.49
0.07

35.5
0.79
0.00

3.8
0.41
0.06

33.6
0.85
0.02

4.6
0.36
0.12

33.2
0.71
0.01

4.9
0.46
0.10

0.25
0.71
0.03

0.44
0.45
0.18

0.47
0.48
0.05

0.50
0.50
0.21

0.41
0.55
0.04

0.49
0.50
0.20

0.44
0.55
0.02

0.50
0.50
0.14

0.38
0.59
0.03

0.49
0.49
0.17

4,147
(33.2)

1,743
(14.0)

959
(7.7)

5,650
(45.2)

12,499
(100.0)

34.1
0.66
0.00

4.1
0.47
0.07

32.7
0.38
0.01

5.2
0.49
0.09

35.4
0.71
0.01

3.9
0.46
0.08

30.4
0.16
0.09

5.6
0.36
0.28

33.7
0.57
0.01

4.6
0.49
0.12

0.29
0.64
0.06

0.46
0.48
0.24

0.59
0.39
0.02

0.49
0.49
0.15

0.48
0.50
0.02

0.50
0.50
0.13

0.55
0.44
0.01

0.50
0.50
0.09

0.39
0.57
0.04

0.49
0.50
0.21

7,165
(76.0)

1,592
(13.8)

1,527
(13.3)

1,232
(10.7)

11,516
(100.0)

반하여, 남성은 미취업자의 유배우자 비율이 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은 한국이 여전히 남성부양자 가족모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정규직 고용이 다른 고용형태보다 대졸자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비정규직 고용의 대졸자 비중이 모든 고용형태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수준
으로 측정한 인적자본이 가장 낮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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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표 2>와 <표 3>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모델의 추정결과이다.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를 비정규직으로 하여, 정규직, 비임금근로, 미취업 각각에 대한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고용형태 변수들의 영향을 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해
석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고용형태의 이행확률은 예측확률을 도출하여 살펴보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이의 영향은 여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나
이가 33.7세보다 적을 때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정규직 고용보다 비임금근로
일 확률이 더 높았고 33.7세보다 많을 때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임금근로보
다 비정규직 고용일 확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미취업에서만 유의한 영향
이 나타났으며, 37.2세보다 적을 때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미취업보다 비정규직
고용일 확률이 더 높았고 37.2세보다 많을 때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정규직
고용보다 미취업일 확률이 더 높았다. 분석대상 나이의 상한이 40세임을 감안
한다면, 대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것보
다는 비정규직 고용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이 남성에게 실업
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하였음을 함의한다.
교육수준의 영향은 여성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에 비하여 대학교
일 때 비정규직 고용보다는 정규직 고용과 미취업일 확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에 비하여 대학교일 때 비정규직 고용보다는
다른 고용형태일 확률이 더 높았고, 또한 고등학교 이하에 비하여 대학원인 경
우 비정규직 고용보다는 정규직 고용일 확률이 더 높았다.
결혼지위의 영향은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 비정규직 고용보다는 미
취업일 확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결혼지위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주로 남성이 1차 소득자이고 여성이 2차 소득자임을 함의한다.
장애여부의 영향은 여성의 경우, 장애가 있을 때 비정규직 고용보다는 미취
업일 확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장애여부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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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에 대한 분석결과
회귀계수

1년 전의 고용형태
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만 나이
만 나이 제곱
교육수준
대학교
대학원
배우자 있음
장애 있음
초기시점의 고용형태
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평균) 배우자 있음
(평균) 장애 있음
조사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수항
랜덤효과의 분산
랜덤효과의 공분산
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정규직 고용, 미취업
비임금근로, 미취업
log-likelihood
person-year observations

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4.762***
1.717***
1.822***
0.001
0.000

2.344***
5.481***
1.845***
0.539*
-0.008*

2.373***
1.846***
2.894***
0.125
-0.003

0.770***
0.235
-0.418
0.465

0.251
0.146
0.223
0.488

0.287**
-0.449
2.096***
1.749*

1.456***
-0.345
0.144
0.326
-0.470

-0.012
1.717**
0.404
0.379
1.087

0.333
0.824*
1.132***
-0.476
0.774

0.049
0.051
0.305
0.140
0.140
0.349
-2.428
1.427

-0.018
0.011
0.376
0.152
0.653**
0.298
-13.624***
2.061

0.143
0.073
0.255
0.166
0.148
0.197
-3.381
1.640

0.460
0.511
1.113
-7,201
12,499

주 : 종속변수, 1년 전의 고용형태, 초기시점 고용형태의 기준범주는 비정규직 고용임.
교육수준의 기준범주는 고등학교 이하임. 조사연도의 기준범주는 2010년임.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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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성에 대한 분석결과

1년 전의 고용형태
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만 나이
만 나이 제곱
교육수준
대학교
대학원
배우자 있음
장애 있음
초기시점의 고용형태
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평균) 배우자 있음
(평균) 장애 있음
조사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수항
랜덤효과의 분산
랜덤효과의 공분산
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정규직 고용, 미취업
비임금근로, 미취업
log-likelihood
person-year observations

정규직 고용

회귀계수
비임금근로

미취업

4.608***
1.899***
1.870***
0.269
-0.005*

2.535***
5.892***
2.442***
0.272
-0.004

2.414***
1.760***
2.138***
-0.372*
0.005*

0.971***
1.220***
-0.321
-0.078

0.428**
0.021
0.246
0.302

0.340*
-0.304
-0.667
1.486

1.545***
0.541
0.917***
1.066**
0.446

0.950**
1.574**
0.150
0.661
-0.525

0.657*
0.819
1.621***
-0.291
2.235*

-0.054
-0.031
-0.068
-0.011
0.009
0.040
-6.639**
1.175

-0.084
0.135
0.170
-0.036
-0.226
-0.093
-8.736**
1.373

-0.140
-0.145
-0.451*
-0.625**
-0.626**
-0.484*
4.072
1.847

0.814
0.643
0.527
-5,421
11,516

주 : 종속변수, 1년 전의 고용형태, 초기시점 고용형태의 기준범주는 비정규직 고용임.
교육수준의 기준범주는 고등학교 이하임. 조사연도의 기준범주는 2010년임.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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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추정된 모델로 계산한 여성과 남성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이다. 비교
를 위하여, 단순히 자료에 나타난 이행확률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행확률은 각
개인의 예측확률을 도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각 개인의 예측확률은
<표 2>와 <표 3>에서 도출된 랜덤효과의 분산 - 공분산 행렬로부터 총 10,000
개의 오차항을 반복추출하여, 10,000개 각각에 대한 예측확률들을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1년 전 비정규직에서 현재의 고용형태들로 이행할 확률은 여성의 경우, 비정
규직으로는 48.1%, 정규직으로는 15.0%, 비임금근로로는 3.5%, 미취업으로는
33.4%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으로는 52.3%, 정규직으로는 19.6%,
비임금근로로는 3.8%, 미취업으로는 24.4%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이 여성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확률이 4.6% 더 높았다.
<표 4> 고용형태의 이행확률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1년 전
비임금근로
미취업
남성
비정규직
정규직

1년 전
비임금근로
미취업

비정규직
0.481
(0.705)
0.046
(0.025)
0.101
(0.038)
0.111
(0.073)

정규직
0.150
(0.093)
0.639
(0.870)
0.147
(0.026)
0.169
(0.068)

비정규직
0.523
(0.760)
0.046
(0.022)
0.110
(0.031)
0.138
(0.145)

정규직
0.196
(0.123)
0.743
(0.928)
0.187
(0.050)
0.236
(0.231)

현재
비임금근로
0.035
(0.024)
0.030
(0.010)
0.524
(0.828)
0.033
(0.025)
현재
비임금근로
0.038
(0.026)
0.031
(0.018)
0.540
(0.893)
0.041
(0.005)

미취업
0.334
(0.179)
0.284
(0.096)
0.389
(0.107)
0.687
(0.834)
미취업
0.244
(0.091)
0.181
(0.032)
0.262
(0.027)
0.585
(0.574)

주 : 괄호 밖의 값은 모델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이며, 괄호 안은 자료에 나타난 추정되
지 않은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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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의 결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
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보다 미취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의 더 크다는 것이다. 여성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이 0.31(=0.150/0.481), 그리고 미취업
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이 1.52(=0.169/0.111)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각각 0.37(=0.196/0.523), 1.71(=0.236/0.138)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중노동시장화가 분명히 나
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선택은 결과적
으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선택이 될 개연성이 높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징검
다리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에 머무르게 하는 덫으로 기능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2～19차(2009～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20～
40세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년 전에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인 경우, 현재 각각의 고용으로 이행할 확률
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미취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
규직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행
확률의 상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선택은 정
규직으로의 이행을 위한 징검다리로 기능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선
택을 의미하는 덫일 가능성이 높다.
바람직한 노동시장정책은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체 일자리 수의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좋은 일자리 수의 증가이다.
그러나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이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덫으로 강하게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단
순히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어렵게 하고 현재 많
은 비정규직 고용을 정규직으로 고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안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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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정책은 전체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정규직 고용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
한 개입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바람직한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하나
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연구들에서 크게 세 가지의 방향에서 보완될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의 고용형태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물론, 국가 간에 이질적인 고용구조,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단순히 수치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인적자본의 수준과 특성을 정교하게 통제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고용형태의 이행을 살펴보았으며,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들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여전히 고용형태에서 자기
선택(self-selection)의 내생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물론 인적자본
의 수준과 특성에 대한 정교한 통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연구 문제이
다. 그러므로 이는 보다 미시적인 연구들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본 연구는 계량적인 부분에서 여러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1년 전 동태적 영향의 외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 전 동태적 영향을
가정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Wooldridgte(2005)의 접근방법을 불
균등화 패널에 적용하는 것은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Rabe-Hesketh &
Skrondal, 2013). 셋째, 본 연구는 예측확률의 신뢰구간을 도출하지 않았다. 신
뢰구간의 도출은 특정한 설명변수들의 단일 조합에 따른 예측확률에 대해서 가
능하다(Rabe-Hesketh & Skrondal, 2009). 넷째, 통제변수를 매우 적게 포함하
였으며 더 풍부한 통제변수들의 통제에 따른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지 않
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분석의 긴 소요시
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ata의 -g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Mplus를
사용한 분석도 소요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항의 범주에서 연속분포를 가
지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분석들은 상당한 수준의 소요시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연
구들을 통하여 보완되고 검증되어야 함을 밝히며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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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s of Temporary Employment in South Korea
Choi Yohan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emporary employment is functioning as
a stepping stone for or a barrier against permanent employment in South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classifies employment status into temporary employment,
permanent employment, non-wage work, and non-employment, and estimates the
probabilities of one-year transition between each employment status. The 12th to
19th waves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re used, and men and
women aged 20-40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in both men and women,
temporary employment is functioning mainly as a barrier against permanent
employment.

Keywords : temporary employment, permanent employment, employment transitions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박천수) 

노
1)

동 정 책 연 구

2018. 제18권 제4호 pp.51~75
한 국 노 동 연 구 원

51

연 구 논 문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박 천 수**

이 연구는 최근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정착 곤란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진로교육 참여 현황과 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관련 자료(2013
GOMS1)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대학 졸업생은 여러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지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만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재학 중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개수가 늘
어날수록,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금수준에도 유의미하
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박람회, 직장체험, 취업캠프는 정규
직 취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금수준 향상에도 체계적으로 기여하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진로교육 관련 지원 강화, 진로교육 수준 제고,
개인 혹은 전공별 프로그램 선별 추진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핵심용어 : 대학생 진로교육, 취업, 임금수준,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별

논문접수일: 2018년 6월 18일, 심사의뢰일: 2018년 6월 22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6일
* 2016년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다. 논문의 완성
도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econodr@krivet.re.kr)

52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I. 머리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직무보다 조직(단위 기업 등) 중심
으로 발전했다. 급여는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수행업무는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특정한 직무에서조차 전문성보다 일반능
력 혹은 잠재능력을 우선시하며, 직원 채용도 학력수준별로 일괄 선발하여 배
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설정보
다 고학력과 학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천수 외, 2012: 17). 그 여파
로 중등단계 직업계 학생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상급학교 진학 비중도 높은 편이다(교육부․한국교육
개발원, 2017).
이렇듯 과도한 고학력의 추구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노동시장
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고학력자의 취업곤란과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
은 2017년 기준 9.9%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도 계
속 높아져 10.7%(2016년 1/4분기)로 전년동기대비 1.1%p나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들의 노동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OECD, 2011). 이는 2015년 대졸 이상 학력 보유자 가운데 비경제활동인
구가 33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7%나 증가했으며 2000년(159만 2천 명)
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늘었고, 그 비중도 전체 인구의 20.8%로 최고치를 기록
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각 연도).
이처럼 고학력자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인해 학교에서 일자리
(school to work)로의 이행을 돕는 데 목적을 둔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진로교육법」(법률 제13336호)도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 강화와 지원(제Ⅲ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 대학생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과정 확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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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인력확충 및 역량강화, 학생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6).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초․중등교육의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인 변화나 학업에 대한 태도 개선 등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김승보 외, 2013 등). 그러나 대학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
한 준비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의 성과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진로교육의 추진 현황과 이것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성과를 살펴
보고, 관련된 정책의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국내 대학은 일자리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졸업생들을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김정희 외, 2016). 진로교육의 목적은 진로준비를 통하여 진로장
애 혹은 진로장벽을 개선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김봉환,
1997). 진로장애 혹은 진로장벽이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계획의 불확실이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손은
령, 2001).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
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진로 측면으로 확대한 것으로 진로결정에서 자신의 적
성과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는 신념을 뜻한다(Tayor & Betz, 1983).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설문
조사 등 심리적인 변화로 확인될 수 있는데, 진로목표 선택, 문제해결, 미래계
획 항목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이기학 외, 2000).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므로 대학교육
단계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성과도 단순한 심리적 변화보다 노동시장 이행의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나 성과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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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zman(ed.), 1995). 대학 당국도 진로와 취업 관련 부서를 두고,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김정희 외, 2016).
진로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지도나 진로 관련 교과목 개설, 취업 멘토
링, 취업캠프, 취업특강, 취업동아리, 진로취업 상담프로그램, 현장체험(인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재호 외, 2015). 이 중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
는 것은 취업상담과 면접 클리닉, 취업 관련 교과목, 취업 동아리 참여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영대 외, 2007; 강원준 외, 2008).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
생들이 유익하다고 인식한 프로그램일수록 취업 가능성과 정규직으로의 진입
가능성, 취업 후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 프로그램 질에 대해
강조하는 분석 역시 보고되고 있다(노경란 외, 2011). 또한 유익한 진로 관련
교과목과 직장체험 등은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지만, 무익한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신혜숙 외, 2013).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실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 단계에서 중요한 요인인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취업이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삼, 2010; 박천수, 2016). 대학
의 특성인 대학 지명도나 소재지와 전공, 그리고 고등학교 계열이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접근 역시 다양하다(윤수경 외, 2014; 박환보, 2011). 인적자본 축적이
라는 관점에서 대학생의 자격 취득은 일반적으로 취업에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
되고 있으나,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기성 외, 2017).
해외어학연수와 평균 평점 역시 취업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남기곤 외, 2011). 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업이나 임금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상이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조준모 외, 2010; 정주연 외
2011). 대학생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여겨지는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에 대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과 높은 소득이 취업이나 임금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금선, 2015). 같은 맥락에서 재학 중 근로경험은 학점
관리 등의 불리로 인하여 취업이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된다(김성훈, 2011; 안준기 외, 2011).
이처럼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심리적인 측면이나 취업 가능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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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까
지 확대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도 진로교육 프로그램 추진 관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대학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참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가 현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
고, 이러한 진로교육 참여가 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임금 등 노동시장으로 이행
에 미치는 성과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과 변수

진로교육은 ‘다양한 활동과 학습을 통해 진로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진로선
택을 돕고자 대학과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반 활동’으로 규정
할 수 있다(서유정 외, 2016: 13). 이러한 진로교육 정의와 관련하여 2014년 대
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GOMS)에 진로 및 취업을 배우는 진로교과, 일자
리 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개인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이나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기타 진로활동 등에
대한 설문(F12)이 포함되어 있다.1) 설문은 대학생의 해당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이 참여가 참여자에게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 참여한 프로그램
별 효과, 도움 개수, 도움을 받은 프로그램별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2013GOMS 자료를 기반으로 계량경제학적인 기법을 주로 이용
한다.2) 연구대상은 교육 특성이나 교육 연한의 차이 등으로 전문대학 졸업생과
교육대학 졸업생은 진로선택의 내용과 진로교육이 주는 영향에서 차이가 분명
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대학 졸업자로 한정하였다.3) 분석 대상자는 2012년
여름과 2013년 겨울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졸업시점에서 연령이 30세 미

1) 괄호 속에 포함된 대문자와 숫자 조합은 조사(2013GOMS)의 설문번호이다.
2)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TATA(V. 14)이다.
3)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 졸업자와 진로교육 참여율이나 실제 도움의 정도에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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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남자 6,393명과 여자 5,483명(총 11,876명; 가중치 적용 291,467명)이다.4)
설명 변수는 인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에서 제공한 연령(최소 22.1
세)과 성별(여자=0)을 포함하였다.5) 교육경력과 관련된 변수로 직업계 고등학
교 졸업(=1)과 졸업한 학교의 소재권역과 전공계열이 있다.6)7)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준비와 관련된 변수로 졸업 평균 평점(F14)은 대학별
로 만점 기준이 달라 백분위로 환산(만점 1.00)하여 도출하였다.8) 졸업 전 취업
목표(J1), 구직활동 경험(K1),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L1), 자격증 보유
(M1), 대학 재학 중 일자리 경험(H1), 어학연수 경험(I1), 시험 준비 경험(N1)에
대한 변수는 응답을 바탕으로 있음과 없음(=0)으로 변환한다. 경제활동참가의
긴박성이나 주거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와 동거 여부(P4)를 그
렇다(=1)를 기준으로 변환하고, 혼인(P1)은 기혼(=1)을 중심으로 여타(=0)로 정
리한다.9) 현재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P11)은 각각의 값을 바탕으로 더미변수
로 도출한다.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만족 수준(A32-2, D31-2)과 전공일치 정
도(A35, D34)는 일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와 적응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포함
하였다.10)11) 기업 규모(A5, D6)는 기업체 단위로 설문에 주어진 규모 수준이
연속변수의 성격이 있어 그대로 활용한다.12) 일자리에서 노동조합(A41, D38)
4) 조사 원자료에서 부여한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291,467명(남자 150,609명과
여자 140,858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을 29세 이하로 보고 있고, 진로교육이 청년
층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졸업시점에서 30세 미만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
다. 전체 표본(303,032명, 표본 기준 12,765명)을 감안하면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
하고 있다.
5) 임금 분석을 위하여 연령 제곱 변수도 생성하였다(연령 제곱=연령×연령/100).
6)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전체 5.5% 수준인데, 서울권(2.3%)과 경인권 소재 대
학(5.0%)은 낮으나 호남권(8.6%)과 영남권(7.5%)에서 높다.
7) 학교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권(28.39%)이 많고 호남권(10.82%)이 적다.
8) 4.5만점(85.2%)이 대다수이지만 4.3만점(8.0%)과 4.0만점(3.5%)도 상당수이고, 무응답
(3.3%)도 적지 않는 편이다(최소 평균 평점, 0.38).
9) 이들 변수는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아 결혼 여부는 정의 상관관계(0.096)를 보이고, 부모
와 동거는 부의 상관관계(-0.047)를 보이고 있다.
10)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동시에 감안하여 동일한 변수로 전환하였다. 첫 일자리와 현
재 일자리가 달라 첫 일자리 정보(D)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26.8%)는 시점의 차이가 있
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11) 전공불일치는 22.9%에 이르고 있으나, 직무불만족은 7.5%로 낮은 수준이다.
12) 기업체를 기준으로 1) 1∼4명, 2) 5∼9명, 3) 10∼20명, 4) 21∼49명, 5) 50∼99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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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있음(=1)을 중심으로 변환한다.13)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그리고 사업체 유형
은 다른 사례를 감안하여 더미변수로 전환한다.14)
<표 1> 주요 설명 변수(일부 생략)
변수
남자

최대

평균

표준
편차

1.00

0.538

0.499 첫일자리임금#

변수

##

연령

31.92

26.392

1.774 기업규모

직업계고

1.00

0.055

0.229 노동조합

서울권대학

1.00

0.284

최대

평균

표준
편차

500.0

197.460

85.602

9.00

5.753

2.804

1.00

0.175

0.380

###

5.00

3.575

0.805

###

0.451 직무만족도

경인권대학

1.00

0.201

0.400 전공일치도

5.00

3.349

1.239

충청권대학

1.00

0.182

0.385 부모소득 없음

1.00

0.038

0.192

영남권대학

1.00

0.226

0.418 100만 원 미만

1.00

0.024

0.153

호남권대학

1.00

0.108

0.311 200만 원 미만

1.00

0.098

0.297

평균평점

1.00

0.817

0.085 300만 원 미만

1.00

0.203

0.402

취업목표

1.00

0.455

0.498 400만 원 미만

1.00

0.231

0.422

구직활동

1.00

0.443

0.497 500만 원 미만

1.00

0.183

0.386

직업훈련

1.00

0.115

0.319 700만 원 미만

1.00

0.123

0.328

일자리 경험

1.00

0.639

0.480 1,000만 원 미만

1.00

0.056

0.231

어학연수

1.00

0.151

0.358 1,000만 원 이상

1.00

0.043

0.203

자격보유

1.00

0.577

0.494 민간기업

1.00

0.455

0.498

시험 준비

1.00

0.177

0.381 경영지원직

1.00

0.230

0.421

기혼자

1.00

0.038

0.192 제조업

1.00

0.141

0.348

부모와 동거

1.00

0.595

0.491 첫 일자리

1.00

0.268

0.443

주 : 진로교육 관련 변수는 진로교육 참여 현황 참조.
자료 : 2013GOMS1(n=11,876, #9,205, ##8,084, ###8.476).
100∼299명, 7) 300∼499명, 8) 500∼999명, 9) 1,000명 이상이다.
13) 계열별로 취업기업의 노동조합 비중을 보면 교육계열(33.0%), 의약계열(20.2%), 공학계
열(20.1%)에서 높고, 예체능계열(7.9%)과 인문계열(14.5%)에서 낮다.
14) 산업(A6, D4)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중심으로 1차 산업(1∼2), 제조업(3), 건설인
프라산업(4∼6), 판매운수숙박업(7∼9), 사업서비스업(10∼14), 공공서비스업(15∼17), 개
인가구국제서비스업(18∼21)으로 분류하고 더미변수로 전환한다. 직업(A7, D5)은 한국고
용직업분류(KECO)에 따라 중분류를 기준으로 관리직(1), 경영지원직(2∼3), 사회서비스
직(4∼8), 개인서비스직(9∼13), 건설제조직(14∼22), 농림직(23), 군인(24)으로 구분한다.
사업체 유형(A8, D8)은 민간기업(1), 외국기업(2), 정부투자기관이나 공부기관 등 공공기
관(3∼5), 교육연구기관(6∼7), 여타(8∼9)로 구분한다(박천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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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청년층의 빈번한 노동이동을 감안하여 졸업 이후에 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한번(A14, D13, E11)이라도 있으면 정규직 취업으로 보았다.15)16)
임금은 첫 일자리에서 월평균 급여(A31, D30)를 기준으로 한다.17) 비임금근로
자는 그 결정요인이 임금근로자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금 분
석에서 제외한다.18)19)

Ⅳ. 연구 결과

1. 진로교육 참여와 도움
대학 졸업생이 재학 중에 참여한 진로교육 참여 개수를 보면 총 8개 가운데
평균 2.5개인데, 남자 졸업생보다 여자 졸업생이 약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전
혀 참여하지 않는 졸업생이 1/4 정도(24.0%)로 상당하고, 7개 이상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3.0%로 소수이다.
진로교육 프로그램별로 보면 직업심리검사(53.2%)와 진로교과 수강이 많은
편이나, 직접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취업캠프, 직장체험, 그리고 취업박람
회 참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취업박람회만 남자 졸업생이 상대적
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가장 졸업생의 참여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일
지라도 절반 정도의 졸업생만 참여하고 있어, 진로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을 제
15)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이 빈번하며 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한 번이라도 정규직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정규직으로 보았다(이병희, 2003: 90). 현재 일
자리가 정규직이라고 보고한 사례는 가중치 기준 153,844명으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
(56.3%)이 약간 높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정규직(34,154명)인 사례와 졸업 후 첫 일
자리 및 현재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경험(3,779명)도 포함된다. 졸업생 가
운데 정규직으로의 취업 경험자는 재직자를 포함하여 175,145명이다.
16) 임금근로자 수는 가중치로 265,635명이며, 비임금근로자는 8,143명이다.
17)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보았는데, 현재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하였다. 소득에 대한 변수 규정과 전환은 취업자 임금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18) 비임금근로자는 투자된 자본의 크기가 수입(소득)에 미칠 영향이 크거나, 가족 수입으로
전환이 발생하는 등 임금근로자의 소득결정요인과 상이하다(박천수, 2015).
19) 현재 일자리에서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일자리 재직자의 4.3%(9,561명) 수준인데, 남자의
비중이 약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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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충청권 대학의 졸업생(2.7개)이 가장 많이 진로교육
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권(2.1개) 소재 대학 졸업
생의 프로그램 참여 개수가 가장 적다. 충청권은 취업박람회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은데, 상대적으로 진로교과와 면접․이력서 프
로그램 참여가 많다. 서울은 취업박람회와 직업체험 참여가 평균을 상회하여
많은 편이나, 진로교과와 취업캠프는 평균보다 적은 편이다.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영남권 대학 졸업생은 전체 평균과 유사하지만, 졸업생 수가 가장 적은
호남권은 진로교육 참여가 적으며 특히 취업박람회 참여 비중이 낮은 편이다.
<표 2> 성․권역별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비중
(단위 : 개, %, 명)

남자

여자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전체

2.42

2.49

2.36

2.51

2.69

2.48

2.11

2.46

진로교과

46.6

49.5

42.7

49.5

54.2

49.1

43.8

48.0

직장체험

22.7

22.9

23.0

23.8

24.4

21.5

20.8

22.8

심리검사

50.1

56.6

51.4

53.0

58.4

53.2

48.8

53.2

취업박람회

38.8

33.0

39.8

34.6

36.4

36.3

28.5

36.0

진로상담

32.8

33.4

31.9

35.7

36.1

32.8

26.6

33.1

면접이력서

34.7

37.9

34.2

38.5

41.6

35.7

29.0

36.2

취업캠프

15.8

15.4

12.4

15.5

17.4

18.4

13.0

15.6

0.5

0.9

0.9

0.5

0.7

0.8

0.4

0.7

평균 개수

기타
학생 수

150,609 140,858

72,581 54,240 57,759

73,874 33,012 291,467

자료 : 2013GOMS1(가중치 적용).

계열별로 평균 참여 개수를 보면, 공학(2.70)과 사회계열(2.66) 졸업생은 높
고, 예체능(1.8)과 교육계열(1.9) 졸업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는 상대적
으로 적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 졸업생의 비율(프로그램 참여 졸업생 수/학생 수)
을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계열(35.1%)과 교육계열(26.7)은 높으나, 공학(20.2%)과
사회계열(20.5%)은 낮다.
사회계열은 진로교과, 직업심리검사, 진로상담, 면접 이력서, 취업캠프 프로
그램 참여가 가장 많다. 이에 비하여 공학계열은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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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참여가 가장 많아 계열 특성을 보여준다. 면접 이력서 프로그램은 인문, 사
회 그리고 의약계열 졸업생이 40% 이상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약계열은 취업
박람회 참여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계열은 진로상담과 면
접 이력서 참여가 낮다.
<표 3> 전공 계열별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비중
(단위 : 개, %, 명)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평균 개수

2.54

2.66

1.90

2.70

2.37

2.14

1.80

2.46

진로교과

50.1

51.8

41.0

50.7

45.2

42.7

38.5

48.0

직장체험

19.4

23.7

22.3

26.2

21.8

23.0

17.6

22.8

심리검사

54.8

56.4

51.3

53.5

52.7

50.5

45.9

53.2

취업박람회

35.3

38.5

19.9

46.8

39.5

17.5

18.2

36.0

진로상담

36.0

37.3

24.8

34.2

30.1

27.1

26.4

33.1

면접이력서

40.6

40.6

21.2

38.0

33.2

40.2

24.7

36.2

취업캠프

16.7

16.7

8.4

19.9

14.2

12.5

8.1

15.6

0.3

0.7

기타
학생 수

0.9

0.9

0.9

0.6

0.8

0.6

36,019

83,612

15,004

73,365

35,639

15,059

32,769 291,467

자료 : 2013GOMS1(가중치 적용).

학생 개인별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비율은 평균
72% 수준이며, 도움이 된 프로그램 개수를 더하면 학생 1인당 평균 1.8개 수준
이다. 프로그램별로 도움 비중(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졸업생 수/프로그램 참
여 졸업생 수)을 보면, 참여가 낮은 직장체험과 면접 이력서 프로그램의 도움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졸업생이 참여하는 비
중이 높은 직업심리검사와 진로교과의 도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개 이상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계열은 공학계열이 유일하고, 나
머지 계열은 2개에 미달하고 있으며 예체능계열은 거의 1개 수준이다. 특히 예
체능계열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졸업생이 절반(54.2%)
을 상회하고 있다.
계열에 따라 참여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는 비중을 보면, 교육계열(75.7%)
과 공학계열 졸업생(75.3%)에서 높으나, 예체능계열(63.5%)과 인문계열(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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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은 편이다. 인문, 사회, 공학계열은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프로그램이 도
움 되었다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교육계열은 직장체험은 물론 진로상담
과 취업캠프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는 비중이 높다. 자연계열은 면접․이력서
프로그램이, 의약계열은 직장체험과 취업캠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예
체능계열은 80%를 넘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특히 취업박람회나 취업캠프 프로
그램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예체능계열 재학생을 위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계열별 진로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전공 계열별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도움 개수와 도움 비중
(단위 : 개, %, 명)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도움 개수

1.79

1.93

1.44

2.03

1.67

1.54

1.14

1.77

진로교과

66.8

70.4

76.8

76.0

65.6

75.3

64.2

70.8

직장체험

84.1

84.9

85.2

83.9

79.0

84.1

70.2

82.4

심리검사

68.0

67.3

72.3

72.1

67.3

57.7

60.0

67.8

취업박람회

63.4

65.0

61.3

68.1

61.2

52.7

54.8

64.3

진로상담

66.1

73.4

80.7

73.8

69.4

78.7

65.8

71.8

면접이력서

80.1

80.7

78.6

82.3

85.2

79.2

70.8

80.7

취업캠프

76.5

74.7

80.6

78.4

75.5

81.6

59.9

75.7

기타

75.0

88.8

69.9

49.1

56.3

100.0

11.5

72.8

36,019

83,612

15,004

73,365

35,639

15,059

학생 수

32,769 291,467

자료 : 2013GOMS1(가중치 적용).

한편 30살 미만(졸업 시점) 대학 졸업생 가운데 1/3 이상(37.7%)이 재학 중에
진로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거나 참여는 하였더라도 프로그램이 도
움이 되지 않는 등 대학교로부터 진로선택이나 일자리 이행을 위한 지원을 받
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이 졸업생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F13)에서 진로 관련
만족도(3.22점)는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3.57점)나 전공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3.54점) 등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20) 이는
진로교육을 위한 개별 대학 (계열) 단위별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는 물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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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정규직 취업 효과
졸업시점에 30세 미만인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이 졸업 후 정규직
취업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표 5)으로 살펴보았다.21) 정규직 취업 경
험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성별로 남자의 취업 가능성이 아주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22) 교육계열 졸업생을 기준으로 정규직 취업은 자연계열 졸업생이
가장 어려운데, 특히 여자 자연계열 졸업생이 더 곤란에 직면해 있다. 인문계열
과 예체능계열 역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낮으며, 역시 여자 졸업생이 더 어려
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졸업생은 정규직 취업 가능성
이 높은 편인데, 특히 남자 졸업생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의약계열 졸업
자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자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이 매우 높아 교육계열에 비하여 2배(1.71)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호남권 소재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충청권 소재 대학 졸업자가 정규직 취
업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어서 경인권 소재 대학 졸업자도 체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영남권 대학 졸업자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높지만, 여자 졸업생은 취
업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울권은 성별로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23) 구직활동과 직접 관련
된 직업훈련(50.8%), 직업탐색(41.4%), 자격 취득(24.8%), 재학 중 일자리 경험
(19.4%), 어학연수(18.2%), 취업목표(6.2%) 순으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

20)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3.7%), 불만족(15.6%), 보통(41.4%),
만족(33.7%), 매우 만족(5.5%)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 추정식은 지면 관계로 생략(Wooldridge, 2013: 585 참조)한다. 가중치를 포함하여 분석
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계수는 남성과 나이(0.595)를 제외하고 모두 0.4를 하회하고 있다.
22) 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가 이산이므로 더미변수 계수는 가능성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성우 외, 2005: 71). 남자 졸업생(63.9%)이 여자 졸업
생(56.5%)보다 정규직 취업 비중이 높지만 성별 차이보다 계열, 연령 등의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23) 조사 시점에서 여자는 대학원 등 재학자의 다수가 서울 소재 대학(45.7%) 출신이지만
남자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39.8%)이 더 적은 수준이다(SQ1). 시험 준비자 경험자(N1)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만이 절반을 상회(52.5%)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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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학 졸업생 정규직 취업 결정요인(I)-진로교육 참여 횟수
전체
남자
인적
연령
직업계고
진로
참여 활동 수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서울권
학교
경인권
소재
충청권
지
영남권
평균평점
취업목표
구직활동
구직 직업훈련
준비 자격보유
일경험
어학연수
시험준비
기혼자
가족
부모와 동거
없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부모 400만 원 미만
소득 5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상수항
표본/Pseudo R 2/LR

B
S.E
-0.019*
0.0111
0.130*** 0.0031
0.219*** 0.0176
0.052*** 0.0021
-0.264*** 0.0216
0.277*** 0.0196
0.242*** 0.0207
-0.437*** 0.0214
0.746*** 0.0265
-0.177*** 0.0220
-0.038*** 0.0147
0.050*** 0.0153
0.147*** 0.0150
0.055*** 0.0143
-0.023
0.0501
0.061*** 0.0086
0.346*** 0.0085
0.411*** 0.0136
0.221*** 0.0085
0.177*** 0.0086
0.167***
0.0117
-0.868*** 0.0113
0.036
0.0220
-0.329*** 0.0087
0.250***
0.0241
-0.313*** 0.0273
-0.043*** 0.0155
0.077***
0.0122
0.115***
0.0130
0.090***
0.0146
-0.040**
0.0194
-0.065*** 0.0214
-3.395*** 0.0942
11,479/0.0650/24,657.7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2013GOMS1.

남자

B

여자

S.E

0.187*** 0.0041
0.187*** 0.0238
0.052*** 0.0029
-0.077**
0.0371
0.529*** 0.0327
0.380*** 0.0327
-0.362*** 0.0352
0.261*** 0.0453
-0.012
0.0373
0.054*** 0.0210
0.122*** 0.0216
0.237*** 0.0212
0.209*** 0.0202
0.019
0.0682
0.091*** 0.0122
0.281*** 0.0124
0.461*** 0.0201
0.169*** 0.0120
0.241*** 0.0120
0.124*** 0.0179
-0.922*** 0.0164
0.607*** 0.0363
-0.465*** 0.0120
0.263*** 0.0324
-0.222*** 0.0377
-0.128*** 0.0209
-0.004
0.0173
-0.041**
0.0187
0.02
0.0213
-0.253*** 0.0288
0.086***
0.0305
-5.126*** 0.1341
6,196/0.0753/14,381.0

B

S.E

0.047*** 0.0049
0.265*** 0.0267
0.056*** 0.0030
-0.316*** 0.0269
0.148*** 0.0249
0.221*** 0.0298
-0.429*** 0.0275
0.997*** 0.0331
-0.217*** 0.0277
-0.096*** 0.0210
-0.01
0.0220
0.066*** 0.0213
-0.108*** 0.0205
-0.122
0.0751
0.033*** 0.0122
0.393*** 0.0120
0.362*** 0.0187
0.268*** 0.0124
0.109*** 0.0125
0.200*** 0.0157
-0.842*** 0.0158
-0.393*** 0.0303
-0.225*** 0.0127
0.258*** 0.0367
-0.432*** 0.0414
0.050**
0.0237
0.180*** 0.0175
0.270*** 0.0183
0.181*** 0.0204
0.170*** 0.0266
-0.228*** 0.0312
-1.248*** 0.1453
5,283/0.0632/11,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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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학 졸업생 정규직 취업 결정요인(II)-진로교육 참여 내용
전체
B
S.E
남자
-0.022*
0.0111
인적
연령
0.127*** 0.0031
0.218*** 0.0176
직업계고
진로교과
0.01
0.0095
직장체험
0.071*** 0.0102
진로 직업심리검사
-0.091*** 0.0093
0.149*** 0.0096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개인․집단상담 -0.040*** 0.0102
면접, 이력서
0.186*** 0.0104
취업캠프
0.131*** 0.0126
기타 활동
-0.052
0.0474
-0.287*** 0.0217
인문계열
사회계열
0.255*** 0.0197
공학계열
0.208*** 0.0208
계열
자연계열
-0.465*** 0.0215
의약계열
0.728*** 0.0265
예체능계열
-0.184*** 0.0220
-0.044*** 0.0148
학교 서울권
경인권
0.049*** 0.0154
소재
충청권
0.148*** 0.0150
지 영남권
0.053*** 0.0143
-0.036
0.0501
평균평점
취업목표
0.056*** 0.0086
구직활동
0.349*** 0.0085
구직 직업훈련
0.415*** 0.0136
0.222*** 0.0086
준비 자격보유
일경험
0.183*** 0.0086
어학연수
0.165*** 0.0117
시험준비
-0.863*** 0.0113
기혼자
0.033
0.0220
가족
부모와 동거
-0.328*** 0.0087
부모소득 없음
0.243*** 0.0241
-0.310*** 0.0273
100 만 원 미만
200 만 원 미만
-0.040*** 0.0155
부모 400 만 원 미만
0.082*** 0.0123
0.116*** 0.0130
소득 500 만 원 미만
0.095*** 0.0146
700 만 원 미만
0.0195
1,000 만 원 미만 -0.031
1,000 만 원 이상 -0.072*** 0.0214
상수항
-3.277*** 0.0944
표본/Pseudo R 2/LR
11,479/0.0666/25,286
주 : *** p<0.01, ** p<0.05, * p<0.1.
자료 : 2013GOMS1.

남자

B

여자

S.E

0.185*** 0.0041
0.181*** 0.0238
0.033**
0.0135
0.141*** 0.0147
-0.164*** 0.0135
0.178*** 0.0137
0.019
0.0149
0.179*** 0.0152
0.017
0.0180
0.212*** 0.0792
-0.105*** 0.0373
0.501*** 0.0328
0.343*** 0.0329
-0.382*** 0.0354
0.245*** 0.0454
-0.015
0.0374
0.035*
0.0211
0.114*** 0.0216
0.227*** 0.0212
0.205*** 0.0203
0.003
0.0683
0.082*** 0.0123
0.287*** 0.0124
0.468*** 0.0202
0.171*** 0.0120
0.242*** 0.0121
0.113*** 0.0180
-0.921*** 0.0165
0.617*** 0.0363
-0.467*** 0.0121
0.260*** 0.0325
-0.204*** 0.0378
-0.128*** 0.0209
0.002
0.0174
-0.041**
0.0188
0.02
0.0214
-0.230*** 0.0288
0.081*** 0.0306
-4.994*** 0.1345
6,196/0.0774/14,780.0

B

S.E

0.045*** 0.0049
0.271*** 0.0267
-0.018
0.0136
0.015
0.0144
-0.017
0.0131
0.139*** 0.0136
-0.094*** 0.0142
0.200*** 0.0145
0.246*** 0.0180
-0.109*
0.0596
-0.336*** 0.0270
0.127*** 0.0250
0.185*** 0.0299
-0.459*** 0.0276
0.978*** 0.0333
-0.222*** 0.0277
-0.097*** 0.0211
-0.008
0.0221
0.073*** 0.0214
-0.113*** 0.0205
-0.132*
0.0752
0.028**
0.0123
0.395*** 0.0120
0.364*** 0.0187
0.267*** 0.0124
0.121*** 0.0126
0.200*** 0.0158
-0.832*** 0.0158
-0.400*** 0.0304
-0.221*** 0.0128
0.239*** 0.0367
-0.437*** 0.0415
0.056**
0.0237
0.188*** 0.0176
0.273*** 0.0183
0.194*** 0.0205
0.173*** 0.0266
-0.226*** 0.0313
-1.167*** 0.1456
5,283/0.0651/1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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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 임용 등 시험 준비 경험자의 정규직 취업(-58.0%)은
매우 적은 편이다(김향덕․이대중, 2018). 결혼은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서 성별
로 매우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데, 남자(83.5%)는 크게 높이나 여자(-32.5%)는
상당히 낮추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대졸자는 전반적으로 정규직 취업 가능
성이 낮다.
부모의 소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200만 원 미만 저소
득 가계와 700만 원 이상에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편이다.
고소득 부모를 가진 졸업생은 취업보다 진학 등 다른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저소득 가계의 졸업생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준비가 미흡할 가능성
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를 거친 대학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정규
직 취업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여자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이 높다. 진로교육
참여 개수가 늘어날수록 뚜렷하게 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5.3%)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대학생이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할수
록 정규직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진로교육 프로그램별로 취업에 미치는 영향(표 6)을 보면 직업심리검사
와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직업심
리검사는 남자 졸업생에서, 상담프로그램은 여자 졸업생에서 그 영향이 보다
뚜렷하다. 이에 비하여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20.5%), 취업박람회
(16.0%), 취업캠프(14.0%), 인턴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7.3%) 순으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생은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
성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인턴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 진로교과 순으로 효과가
높다. 여자 졸업생은 취업캠프,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순이다.
진로교육 도움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활동 개수가
많을수록 정규직 취업 가능성도 더 크게 뚜렷하다(추정식 생략).24) 개별 활동의
만족도 중 진로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프로그램은 취업박람회(23.8%),
24) 도움된 프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정규직 취업 가능성(8.9%)이 체계적으로 높아지는 것
으로 추정된다. 참가 개수보다 도움 개수의 효과가 3.6%p 크다. 성별로는 남자 졸업생
(4.9%p)이 여자 졸업생(2.1%p)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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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19.4%), 진로교과(9.7%), 취업캠프(9.7%),
집단상담(5.1%), 직장체험(3.0%) 순이다(추정식 생략).25) 성별로 남자는 진로
교과목, 취업박람회, 개인 및 집단 상담 순이고, 여자는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
성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순이다. 한편 직업심리검사는 도움이 되었
다는 사례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는데, 남자에서 그 영향이 보다 크고 분
명하다.26)

3. 취업자 임금효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졸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
여 표본선택 편이를 감안한 임금 추정방식을 이용한다.27)28) 설명변수는 진로
교육 참가나 도움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여 인적속성, 교육경험, 기업특성, 직무
특성 등이다.29) 월평균 소득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4,58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값을 제외하고 39만 원에서 480만 원을 로그로 전
환한다.30) 일자리가 아르바이트라고 응답한 사례(A2, E1=1)는 일시적으로 종
사하여, 조사시점마다 임금이나 직종이 상이하고 선택의 기준도 다를 것이므로
제외한다.31)
회귀분석 결과는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32) 졸업 시점에 30세 미만인
25) PSM 방식으로 각 프로그램별 평균을 비교하면 취업박람회(3.9%p), 면접․이력서 작성
(3.3%p), 진로교과(1.5%p), 취업캠프(1.3%p), 직장체험(0.06%p), 심리검사(-2.9%p), 개
인 및 집단 상담(-4.9%p) 등이다(이전이 외, 2017).
26) 직업심리검사는 일반적으로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첫 단계의 활동이므로, 취업에 대한 준
비가 미흡한 학생일수록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고 검사결과에 만족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27) 추정한 수식은 Wooldridge(2013 : 617-618)을 이용하였다(지면관계로 생략).
28) 헤크만 표본 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은 통계패키지(Stata)에서 가중치 적용이 가
능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이용한다(Heckman, 1976). 표본선
택 방정식은 임금함수에 포함된 변수 전체와 표본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
이 미치지 않는 변수인 취업목표 보유, 구직활동 경험, 그리고 시험 준비 경험 등을 설
명변수에 추가하였다(Wooldridge, 2013: 619 참조).
29) 변수 간 상관계수는 남성과 나이(0.595)를 제외하고 모두 0.4를 하회하고 있다.
30) 기입하는 과정에서 착오 가능성이나 연봉으로 오해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하
1%씩을 삭제하고 나머지(98%)를 이용한다.
31) 전체 졸업생 가운데 현재 일자리와 첫 일자리에서 11.66%가 아르바이트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일의 임시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취업자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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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대학 졸업생 임금 결정요인

전체
B
S.E
남자
0.081*** 0.0021
인적
연령
0.025*** 0.0006
직업계고
-0.042*** 0.0028
진로
참여활동 수
0.002*** 0.0003
-0.071*** 0.0030
인문
사회
-0.033*** 0.0023
교육
0.078*** 0.0046
계열
자연
-0.049*** 0.0029
의약
0.149*** 0.0040
예체능
-0.103*** 0.0032
0.068*** 0.0023
학교 서울권
충청권
-0.023*** 0.0023
소재
영남권
-0.023*** 0.0022
지 호남권
-0.053*** 0.0027
평균평점
0.256*** 0.0088
직업훈련
0.009*** 0.0021
구직
자격보유
0.021*** 0.0015
재학직업경력
-0.001
0.0015
기혼자
0.019*** 0.0036
가족
부모와 동거
-0.038*** 0.0015
0.036*** 0.0003
기업규모
노동조합
0.054*** 0.0018
기업
직무만족도
0.033*** 0.0010
직무
전공일치도
0.008*** 0.0007
첫 일자리
-0.210*** 0.0019
-0.007*
0.0040
부모소득 없음
-0.006
0.0054
100 만 원 미만
-0.039*** 0.0028
200 만 원 미만
부모 400 만 원 미만
-0.019*** 0.0023
만
원
미만
-0.014*** 0.0022
500
소득
0.039*** 0.0026
700 만 원 미만
1,000 만 원 미만 0.035*** 0.0035
1,000 만 원 이상 0.046*** 0.0039
상수항
4.146*** 0.0021
람다(λ)
-0.0043
0.0041
절단/비절단/Wald
1,932/5,432/85,853

남자

B

여자

S.E

0.023*** 0.0007
-0.049*** 0.0036
0.002*** 0.0005
-0.047*** 0.0043
-0.026*** 0.0028
0.064*** 0.0070
-0.035*** 0.0038
0.166*** 0.0067
-0.059*** 0.0044
0.064*** 0.0031
-0.022*** 0.0031
0.007**
0.0029
-0.038*** 0.0037
0.177*** 0.0115
0.011*** 0.0028
0.029*** 0.0020
-0.009*** 0.0020
0.009**
0.0044
-0.044*** 0.0020
0.038*** 0.0004
0.062*** 0.0023
0.042*** 0.0013
0.004*** 0.0009
-0.208*** 0.0027
0.005
0.0050
-0.030*** 0.0070
-0.051*** 0.0037
-0.015*** 0.0031
-0.019*** 0.0030
0.031*** 0.0037
0.009*
0.0051
0.059*** 0.0051
4.325*** 0.0253
-0.0096** 0.0047
876/3,149/38,990

B

S.E

0.027*** 0.0010
-0.050*** 0.0048
0.000
0.0006
-0.094*** 0.0052
-0.057*** 0.0047
0.019*** 0.0069
-0.061*** 0.0051
0.065*** 0.0063
-0.122*** 0.0055
0.072*** 0.0036
-0.020*** 0.0037
-0.059*** 0.0035
-0.084*** 0.0043
0.346*** 0.0147
0.001
0.0033
-0.004
0.0025
0.008*** 0.0024
0.056*** 0.0069
-0.024*** 0.0024
0.034*** 0.0005
0.036*** 0.0030
0.019*** 0.0015
0.008*** 0.0011
-0.193*** 0.0028
0.006
0.0074
0.087*** 0.0088
-0.007
0.0046
-0.010*** 0.0036
0.005
0.0033
0.049*** 0.0038
0.065*** 0.0051
0.065*** 0.0067
4.162*** 0.0302
-0.221*** 0.0040
1,056/2,283/28,733

주 : *** p<0.01, ** p<0.05, * p<0.1.
# 사업체 유형, 산업과 직업 등 16개 더미변수 생략.
자료 : 2013GOMS1.
32) 추정결과, 성별 추정에서 헤크만 람다(λ)는 유의미하게 음수 값을 보이고 있어, 표본추출
편이가 임금추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임금도 높아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Heckma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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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임금근로자는 같은 조건하에 남자 졸업생이 여자 졸업생보다 평균적
으로 8.1% 정도 임금수준이 더 높다. 공학계열을 기준으로 의약계열과 교육계
열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남자 졸업생에서 이
러한 추세가 강하게 발견되었다. 대학 소재지는 경기권 대학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고, 이어서 영남권, 충청권 순이다.
평균 평점이 높을 경우에 임금수준도 매우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자
졸업생에서 효과가 크다.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격증 취득과 직
업훈련도 임금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나, 남자 졸업생에게만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남자 졸업생의 임금은 낮추고, 여자 졸업생의 임
금은 높이고 있다. 현재 일자리 이외에 첫 일자리를 가진 경우에 대한 변수로
시점 차이를 반영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혼은 임금을 높이고 부모와 동거는 낮추는 경향을 보이는데, 결혼은 여자
졸업생에게 영향이 크고 부모와의 동거는 남자 졸업생에게 영향이 크다. 기
업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도 높아져 규모효과(scale effects)가 분명하며, 노동조
합도 임금상승에 뚜렷하게 기여하고 있다. 직무만족이 높거나 전공이 일치하
는 경우에도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의 소득은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거나 높을수록 대학 졸업자의 평균
적인 임금수준도 낮거나 높아지고 있다. 생략된 더미변수를 보면 기업 유형에
서 공공분야보다 민간기업에서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교육 관련
사업체는 임금수준이 낮다. 직업별로 높은 임금의 관리직종에 비해 개인서비스
직종은 낮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급여가 높고 개인이나 개인가구서비스업
은 낮다.
진로와 관련하여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평균 4.2% 정도 낮은 수준인데,
남자 졸업생에서 차이가 보다 뚜렷하다. 진로교육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
면,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임금수준 역시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진로교육 참
여가 1회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이 0.2%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자 졸업생
은 효과가 없다.
진로교육 프로그램별 참가에 따른 영향을 보면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취업
캠프 참가는 임금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추정식 생략). 취업박람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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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험 참가는 여자 졸업생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취업캠프는
남자 졸업생에서만 뚜렷하다. 이에 비해 진로교과목 수강의 영향은 임금수준을
낮추고 있으며, 직업심리검사는 남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으나 여자는 유의미하
게 높이고 있다.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는 남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
으나, 여자의 임금수준은 높이고 있다. 반면 면접 및 이력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자 졸업생의 경우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33)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는 개수의 증가도 임금수준을 높이는 데 긍
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추정식 생략).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임금수준이 0.4%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상승에 영향을
주는 참가 프로그램 중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 활동은 직장체험,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취업캠프이다(추정식 생략). 한편 개인 및 집단상담, 면접 및 이력
서 작성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임금수준의 저하가 발견된다.

Ⅴ. 요약 및 논의

본고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GOMS)를 이용하여 대학에서 이루어
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이것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성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진로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졸업시점에서 30
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전문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생은 진로 설정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자리 정착 곤란을 극복하고자 진로교육
을 강화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직업심리검사도 겨우 절반(53.2%)을
상회하는 등 참여자가 적어 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참여한 프로그램 가운데 도
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평균 72% 수준이다. 그런데 참여도가 낮은 직장체험과
면접 이력서 프로그램은 도움 비중이 높으나, 참여도 높은 직업심리검사와 진
33) PSM 방식으로 프로그램별 월평균 급여를 비교하면 취업박람회(5.2만 원), 면접․이력서
작성(3.9만 원), 진로교과(0.02만 원), 취업캠프(0.01만 원), 직장체험(0.001만 원), 심리
검사(-0.03만 원), 개인 및 집단 상담(-0.05만 원) 등이다(이전이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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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교과의 도움 비중은 낮다. 이에 따른 반영으로 재학 중 대학 교육에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진로 관련 상담과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는 <표 8>로 요약된다. 대학생이 재학 중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
류가 늘어나면, 졸업 후에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는 진로교육의 여러 활동을 통하여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물론 취업하는 방법
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실
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횟수가 많은 참여자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더
욱 높다. 임금수준도 진로교육 참가 경험이 늘어날수록 체계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임금 직종으로의 입직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교육을 통하여 일자리에 관심과 정보탐색 기회가 늘어나며, 일
자리 체험 등을 통하여 현장 적응이 용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표 8> 대학 졸업생 진로교육 참여 (도움) 효과
(단위 : %, ▲ : 증가, ▽ : 감소)

정규직 취업 가능성

임금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진로교육 참여 횟수

5.3

5.3

5.8

0.2

0.2

-

진로교육 도움 횟수

8.3

9.5

7.5

0.4

0.3

0.4

진로교과(도움)

-(▲)

▲(▲)

-(▽)

▽(-)

▽(-)

▽(-)

직장체험(도움)

▲(▲)

▲(▲)

▲(-)

▲(▲)

▲(-)

▲(▲)

직업심리검사(도움)

▽(▽)

▽(▽)

-(-)

-(▲)

▲(▲)

▽(▲)

취업박람회(도움)

▲(▲)

▲(▲)

▲(▲)

▲(▲)

▲(▲)

▲(▲)

개인․집단상담(도움)

▽(▲)

-(▲)

▽(▽)

▽(▽)

▽(▽)

▲(-)

면접/이력서(도움)

▲(▲)

▲(▲)

▲(▲)

-(▽)

▲(-)

▽(▽)

취업캠프(도움)

▲(▲)

-(-)

▲(▲)

▲(▲)

▲(▲)

-(▲)

기타(도움)

-(▲)

▲(-)

-(▲)

▽(▽)

▽(▽)

▽(-)

주 : * 유의수준 0.05 이하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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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프로그램으로 볼 때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프로그램은 정규직
취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
하여 면접과 이력서 프로그램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임금 상승
에는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직업심리
검사는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
되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전체적
으로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은 물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졸업생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교육에
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기구에서 관련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이 1/3을 상
회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도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한 졸업생의 만족
이 가장 낮은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경란 외(2011)나 이종구
(2007)와 같이 대학은 진로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육당국은 졸업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일정한 진로교육 프
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도움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는 정
규직 취업을 높이지 못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취업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여자 졸업생에서 직업심리검사는 참가자 전체의 임금을 높
이지 못하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참
가 현황에서 도움의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은 참여 비중이 낮고, 도움의 비중이
낮은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불일치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발견된 진로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이나 전공단
위별 특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신입생부터 학점이 인정되는 진로교과목
수업을 통하여 진로방향 확인 등 개인별 상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음으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학생에게는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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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이력서 작성,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반면 취업의 성과가 좋은 전공 계열의 학생에게는 직장체험을
통한 일자리 적응성을 높이고 기업 등 진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취업박
람회나 취업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전체적으로 대학 단계에서 진로교육 강화는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을 원활하게 하여, 고학력 청년의 실업을 줄이고 일부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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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s on Labor Market Performance
Park Cheonsoo
Using the 2013GOMS(Graduates Occupation Mobility Survey), we review the
current state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implemented at universities and examined
the impact on the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College graduates are involved in a variety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but
career support services offered by universities are at the lowest satisfaction level.
As more and more university graduates take part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s,
the possibility of getting full-time jobs is growing.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s, the wage levels systematically rise. In-school job fairs, internships and
employment camp systematically contribute to not only the possibility of regular
employment but the improvement of wage level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stronger support for career education at
universities, improving the level of career education, and promoting selec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or major units.

Keywords : career education, full-time employment, wage level, selec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or major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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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터학습(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의 참여활성화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직무능력 간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이 관계에 대한 일터학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다. 연구결과, 근로자들의 일터학습 참여실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인수준의 참여요인(학습의 자기결정성, 혁신행동 보상기
대, 과업의 다양성, 팀원 간의 신뢰)들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능력에 대해서도 정(+)의 영향을 미쳤다. 무
형식학습은 종속변수인 직무능력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형
식학습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참여요인들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에
서 일터학습의 매개효과를 보면 형식학습은 4개의 참여요인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형식학습은 4개
의 참여요인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현재 인적자원개발 방식이 형식학습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기업들은 무형식학습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하여 형식
학습과 무형식학습이 균형 잡힌 일터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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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일터에서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근로자 스스로 고
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업
을 둘러싼 기술적, 시장적, 법/제도적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
문이다. 과거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환경에서 소품종 대량생산 패러다임 하에
대규모 라인생산체계와 저숙련 인력을 결합하여 규모의 경제와 저원가라는 독
점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러한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은 입사
시 집체식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작업현장의 단기간 직무훈련(OJT)을 통해 근
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훈련을 실천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반면에
198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들은 치열한 시장경쟁과 급격한 기술변화에 직면하
여 불안정한 경영환경에서 생존, 성장해야 하는 적자생존 상황을 맞이하게 된
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은 변화무쌍한 고객의 욕구를 신속히 충족시
키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 패러다임하에 유연한 조직과 고숙련 인력을 결합하
여 차별화라는 경쟁우위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새로운 경영방식에 적합
한 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
하였다(Appelbaum & Batt, 1994; Carliner, 2013; Garavan, 1991). 한편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혁신이라는 맥락 속에서 학계는 훈련의 고비용, 훈련 시 현장인
력운용의 어려움, 업무/훈련 내용 간 괴리 등등 기존의 주입식, 집체식 교육훈
련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터학습, 학습조직, 무형식학습, 실천학습 등 자
기 주도적이며 일과 학습이 시공간적으로 융합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방식에
대한 연구들을 발전시켜 왔다(배을규 외, 2011; 안동윤, 2006; 위영은․이희수,
2010; 이윤하․이기성, 2010; 정연순, 2005; 황영훈․김진모, 2014; Billett,
2004; Clarke, 2005; Ellinger, 2005; Engeström, 1999; Eraut, 2000, 2004; Fuller
et al., 2005; Lave & Wenger, 1991; Marsick & Watkins, 1990, 2001; Nonaka,
1994; Skule, 2004).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방식 중에서 일터가 곧 학습의 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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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흔히 일터학습이
란 근로자들이 업무의 수행과정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된 경험과 이
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형식적, 무형식적으로 습득
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Marsick & Watkins, 1990). 앞의 정의에서도 보이
듯이 일터학습의 선행연구들은 제도화된 주입식 위주의 형식학습보다는 자기
주도적이며 비공식적인 무형식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분석수준을 개인/집단/조직수준으로 나누어 일터학습과 관련 변수(주로 일터학
습을 활성화하는 요인과 일터학습에 영향을 받는 성과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
하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일터학습이 실천되는 양상이 개인/집단수준
에서 분석한 질적 연구들로 편향되어 있다(위영은․이희수, 2010; 정연순,
2005; Crouse et al., 2011; Ellinger, 2005). 물론 조직수준에서 일터학습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들의 일터학습 실천에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한
연구들도 존재한다(박선민․박지혜, 2012; 심용보, 2018; 안동윤, 2006; Billett,
2004; Fuller et al., 2005; Skule, 2004; Unwin et al., 2007). 하지만 일터학습
자체가 개인수준에서 발생되며 근로자가 일터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구성해가
는 적극적인 학습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수준에서 일터학
습과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문세연, 2010; Bednall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이라는 분석수준에서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 그리
고 이 관계에서 일터학습 하위유형인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의 통계자료에서 근로자 10,069명의 응
답치를 선택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
었다. 제Ⅱ장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
구의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고 일터학습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의 측정방식 및
표본선정 방법을 제시하겠고, 제Ⅳ장에서는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 근로자의 일터학습 참여실태를 비롯하여 개인수준의 참여활성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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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일터학습 그리고 직무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겠다. 제Ⅴ장
에서는 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논하겠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일터학습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들
사실상 일터와 학습을 시공간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는 1930년
대 성인의 학습과정을 연구했던 경험학습이론과 실천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중
시했던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Dewey(1938)의 경험학습이
론에 의하면 성인이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 행동을 발전시
킨다고 하였다. 한편 Vygotsky(1978)의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라는 주체는 물질적, 상징적 도구를 통해 동기를 유발하는 객체에 자신의 목적
의식적인 노동을 가하게 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기원을 가진 상징
적 도구(언어, 문화 등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또한 그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과 비계설정
(Scaffold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 교수자와의 사회적 상
호작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후 일터학습이라는 개념은 성인학습이론에
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다가 1990년대 들어 Marsick & Watkins(1990)의 무형식
학습에 대한 연구에 의해 대중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일터학습
론의 영역에서는 수많은 이론, 실증연구들이 촉발되어 연구자마다 일터학습에
대한 상이한 개념과 이론틀로 다양화되었다(Billett, 2004; Ellinger, 2005; Eraut,
2004; Lohman, 2005; Sambrook, 2005).
우선 Marsick & Watkins(1990)의 선도적 연구를 보면 일터학습 유형은 크게
형식학습(formal learning)과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 그리고 우연학습
(incidental learning)으로 구분된다. 형식학습은 제도적 지원 하에, 강의실에서,
높게 구조화된 교육내용을 주입식으로 하는 학습이며, 무형식학습은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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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며, 학습내용이 비구조화되어 있고 주
로 학습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한편 우연학습은 무형식학습의 하
위범주로, 업무수행, 타인과의 상호관계, 조직문화 감지, 시행착오 등 다른 행동
의 부산물로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이들의 연구(2001)에 의하면
무형식학습과 우연학습은 직면한 상황으로부터의 학습 촉발 → 자극 및 경험에
대한 해석 → 해결대안 모색 → 학습전략 구성 → 목적의식적 실천 → 의도된 또
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성찰 →학습된 교훈 →맥락에 대한 인식틀 재구성
이라는 순환적 학습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순환과정에서 가
장 중요한 지점은 일터맥락에 대한 인식틀(framing the business context)로서,
이는 현재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과거의 기반이 되며, 동시에 현재의 경험학
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 재구성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반면에 Billett(2002)는 Marsick & Watkins에 의해 이슈화된 무형식학습이라
는 개념이 사실상 높게 구조화된 기업조직과 업무흐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되
는 일터학습의 구조화된 특징을 시야에서 가릴 가능성을 비판하며, 오히려 일
터에서의 학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터교육학(workplace pedagogy)
이라는 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터교육학의 3가지 주요범
주는 작업 활동으로의 참여(participation in work activities)와 작업에 대한 지
원된 학습(guided learning at work) 그리고 전이를 위한 지원된 학습(guided
learning for transfer)으로 나뉜다(Billett, 2004). 우선 작업 활동으로의 참여라
는 범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성찰 그리고 다른 근
로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스스로 직무능력을 발전시키는 개인적 학습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일터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도 작업이 있으
며, 또한 일터에 배태되어(embedded)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인 실천
(social and cultural practice)에 필요한 지식들이 있다. 따라서 일터에서 근로자
들은 작업에 대한 지원된 학습을 통해 숙련근로자의 직접적, 간접적 지원을 받
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발전하게 된다. 전이를 위한 지원된 학습
이라는 범주는 근로자가 기존과는 상이한 상황 및 작업에 직면하여 숙련근로자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공식적 지원을 통해 기존 경험과 지식을 새롭게 성찰하
고, 그 결과 좀 더 일반적인 지식으로 확장해가는 학습을 말한다. 나아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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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생기는 다양한 요인(기업의 경영전략, 생산방식, 고용형태, 과업설계
방식 그리고 노조의 영향, 작업집단의 관행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 민족이라는 속성에 따라 일터학습의 참여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
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터에서 일터교육학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근로
자 개인의 학습 책임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학습기회 부
여, 즉 일터에서의 학습에 대한 공정한 지원체계(workplace affordance)가 근로
자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Sambrook(2005)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실천하는 인적자원개발은 크게 일터 바깥에서의 제도화된 학습(learning
outside work)과 일터 내에서 실시되는 형식학습(learning at work) 그리고 일터
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식학습(learning in work)으로 구분된다.
그에 의하면 일터학습(work-related learning)이란 일터 내에서 실시되는 형식학
습과 일터 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식학습 2가지를 포함하는데, 전
자의 경우 일과 학습이 분리되었다는 특징을, 후자의 경우 일과 학습이 분리되
지 않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Eraut(2004)는 일터학습에서의 인지과정에 주목하여 근로자의 경험과 성
찰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우선 그는 일터
학습이론에 널리 확산된 형식-무형식 학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dichotomies)를
비판하며 오히려 일터학습에는 학습의 형식성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차원에서
양 극단에 강한 형식-무형식 학습유형들이 존재하며, 중간에는 혼합적(hybrid)
학습유형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일터학습의 유형을 의도성의 수준
(level of intention)에 따라 암묵적 학습(implicit learing)과 반응적 학습(reactive
learning) 그리고 의도적 학습(deliberative learing)으로 구분하였다. 암묵적 학
습은 우연학습과 비슷한 개념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부
지불식중에 실천지식을 획득하는 학습이며, 반응적 학습은 의도되었지만 행위
도중에 발생되어 깊게 사고할 시간이 없는 학습을, 그리고 의도적 학습은 명확
한 학습목표 하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
을 말한다. 그는 앞서 살펴본 3가지 학습유형과 현재 이루어지는 학습의 시간
적 초점(과거 에피소드-현재 경험-미래 행동)이 상호 교차되어 근로자들에 의해
다양한 학습결과와 지식들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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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이 처한 관점에 따라 일터학습의 정
의 및 특징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터학습에 대한 선행연
구들이 다음과 같이 공통적인 핵심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문세연,
2010; 배을규, 2007; 심용보, 2018; Billett, 2004; Eraut, 2004; Manuti, 2015;
Marsick & Watkins, 2001). 첫째, 일터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경험학습이론
에 기반을 두어 경험과 이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일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노력이라는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은 업무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단순히 경험에
대한 기억을 양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인지적 틀
을 발전시키게 된다. 둘째, 일터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문화적 학습이
론에 기반을 두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일터에서 발생된 문
제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상사 및 동료와
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되며, 특히 난해한 업무에 대한 지
식과 숨겨진 조직맥락에 대한 암묵적 지식은 선임근로자 및 전문가와의 상호작
용과 지원에 의해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일터학습을 ‘일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 주도하에 동료, 상사와의 상호
작용을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적 지식, 조직맥락에 대한 의사소통적 지
식 그리고 자기개발능력에 대한 성찰적 지식을 습득하는 형식적, 무형식적 학
습’이라 정의하겠다.

2. 일터학습과 관련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
가. 일터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개인수준의 요인들
일터학습의 참여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석수준에 따라 개인/집단/
조직이라는 3가지 수준의 요인들로 구분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수준의
요인으로는 근로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특성, 학습동기, 학습전략 등을,
집단수준의 요인으로는 조직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인 상사와 동료의 지
원,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그리고 조직수준의 요인으로는 무형식학습을 촉진
하는 맥락으로서, 과업의 조직화와 분배, 최고경영자의 학습지향리더십,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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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사소통, 인적자원관리, 학습문화 등을 들 수 있다(박종선․김진모, 2011; 문
세연, 2010; 위영은․이희수, 2010; 이민영, 2013; 정연순, 2005; Clarke, 2005;
Ellinger, 2005; Eraut, 2004; Jeon & Kim, 2012; Lohman, 2005; Sambrook,
2005; Skule, 2004). 하지만 작업현장에서 이러한 3가지 수준의 요인들은 동시
에 근로자의 일터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며 또한 수준별 요인 간의 상호작용도
발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개인수준에서 일터학습과 관련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개인수준의 선행연구에 집중하여 근로자의 일터학
습 참여활성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Engeström(1999)의 연구에 의하면 주체는 객체로부터 오는 자극 또는
동기에 의해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가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획득한다. 이 과정
에서 인간이라는 주체의 독특한 특징은 사회적 기원을 가지는 물질적 도구(연
장, 기계)와 정신적 도구(언어, 상징)를 매개하여 객체에 활동과 영향을 주게 된
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들은 정신적 도구를 통해 집단화된 인간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공동체, 규칙, 역할분담)을 하여 결과물을 획득하고 나아가 확장학습
(expansive learning)을 하게 된다. 결국 그의 연구에서 주체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우선 동기를 유발하는 객체라는 과업요인, 주체의 목적의식
적 의도라는 내재적 동기요인, 결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규칙이라는 외재
적 동기요인, 공동체에서 역할분담에 기반을 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Eraut(2004)의 경우 일터에서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
을 학습요인(learning factor)이라 칭하였다. 학습요인에는 도전적인 업무, 지원
과 피드백, 자신감과 몰입이라는 3가지 하위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위요인은 자신감과 몰입으로, 무형식학습의 시작이 근로자의 학습의지로부
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일터학습의 풍부한 내용(workplace curriculum)을 포함하는 도전적인 업무와 이
러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타인으로부터 지원이다. 즉 학습
요인인 자신감과 도전적인 업무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지원은 서로 긴밀한 상
호작용 속에서 개인수준에서의 무형식학습을 촉진하게 된다. Sambrook(2005)
는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적, 기술적,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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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개인적 요인, 즉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동기, 학습여유시간, 학습된 정보통신기술, 학습자의 자신감이 일
터학습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세연(2010)은 무형
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으로 학습동기, 학습전략, 대인관계,
직무특성을 꼽았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동기 요인은 성과지향성, 학습지
향성, 학습효능감, 과제가치로, 학습전략 요인은 정교화, 조직화, 시연, 점검, 계
획, 조절로, 대인관계 요인은 대인관계 기회, 대인관계 범위로, 직무특성 요인은
과업다양성, 과업자율성, 업무부담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근로자의 학습동
기 요인, 학습전략 요인, 대인관계 요인은 무형식학습을 통한 지식 획득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나 직무특성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
서 살펴본 대표적인 선행연구 외에도 무형식학습 활성화 요인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가령 Kim & McLean(2014)의 연구에서는 자신감, 전
문성에 대한 관심, 변화에 대한 인내심, 이전 경험, 전문적 능력, 직무만족을,
Jeon & Kim(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요인을 과업특성, 기업 특유의 지
식, 직무만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3가지 요인이 무형식학습의 활성화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나. 일터학습과 성과 간의 관계
일터학습과 성과 간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근로자의 일터학습에 대
한 참여 노력과 지식/직무능력/태도라는 인적자원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개
인수준의 연구와 기업의 일터학습 투자 및 활성화 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
를 분석한 조직수준의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Tharenou et al., 2007). 다수의
연구들은 무형식학습의 자기주도적, 비제도적 속성으로 인해 주로 개인수준에
서 일터학습과 인적자원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배을규 외, 2011; 문세연,
2010; 신은경, 2012; 차유석․이기은, 2014; 황영훈․김진모, 2014; Clarke,
2005; Rowden & Ahmad, 2000).
우선 Marsick & Watkins(1990)에 의하면 일터학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
은 도구적 지식, 의사소통적 지식, 성찰적 지식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일터
에서 근로자들은 일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도구적 지식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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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게 되고 조직에 대한 학습을 통해 조직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개인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기 효능감, 자아에 대한
성찰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Clarke(2005)는 무형식학습과 이를 촉진
하는 요인 그리고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일터학
습을 교육, 훈련과 같은 형식학습 유형과 시행착오, 관찰, 독서, 직무순환과 같
은 개별적 무형식학습 유형 그리고 감독, 코칭/멘토링, 학습포럼, 팀미팅과 같은
집단적 무형식학습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일터학습의 유형들이 각각 문
제해결, 변화경영, 자기주도적 학습, 정보획득과 같은 절차적 지식의 획득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의 형식학습과 집단적 무형식학
습은 절차적 지식의 획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다만 개별적 무
형식학습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owden & Ahmad
(2000)는 말레이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학습을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
학습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학습유형이 직무만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무형식학습 유형이 형식학습과 우연학습 유형에 비
해 직무만족과 가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보면, 문세연(2010)은 무형식학습의 유형
을 대화/질문, 정보검색, 업무활동에서의 시행착오, 개인적 성찰로 구분하고 근
로자들의 무형식학습 참여를 통해 업무에 관한 지식, 조직적응 및 맥락에 대한
이해, 관계형성을 위한 지식, 자기개발능력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또한 배을규
외(2011)는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를 타인과의 학습, 외부탐색, 자기성찰로 구
분하고 무형식학습과 학습전이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에서 타인과의 학습과 자기성찰이 학습전이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성찰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타인과의 학습과 학습전이 간의 관계에만 조절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경(2012)은 무형식학습 유형을 학습기회 탐
색, 타인과의 학습, 외부자원 활용, 성찰로 구분하고 각각의 무형식학습 유형이
근로자의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형식학습의 4가지 유형 모두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훈․김진모(2014)는 연구개발분야 인력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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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지원환경/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성화 그리고 연구개발성과 간의 영
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지원환경과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에 정
(+)적 영향을, 그리고 학습지원환경/학습동기와 연구개발성과 간의 관계에 있
어 무형식학습은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한편 차유석․이기은(2014)은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학습과 직무태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일터학
습의 유형은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학습으로 그리고 직무태도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형식학습과 우연학습만이
조직몰입/조직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형식학습만이 이
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Eraut(2004)와 Engeström(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일터학습 참여활성화를 촉
진시키는 개인수준의 요인들은 근로자의 학습동기요인, 업무경험이라는 과업
요인, 상사/동료로부터의 지원이라는 관계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
들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독립변수인 일터학습 참여활성화 요인을 동기요인
과 과업요인 그리고 관계요인 3가지로 구분하였다. 동기요인의 경우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학습활동 자체가 좋아서 하는 내재적
학습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다른 목적(보상, 칭찬 등)을 위한 수단으로 행
하는 외재적 학습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되며 두 가지 학습동기는 상
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양미경, 2012; Deci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동기요인을 두 가
지로 구분하여 내재적 동기요인으로는 학습의 자기결정성을, 외재적 동기요인
으로는 혁신행동 보상기대를 설정하였고 과업요인으로는 과업의 다양성을, 그
리고 관계요인으로는 팀원 간의 신뢰를 선택하였다.
또한 Clarke(2005)의 일터학습과 습득지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일터학습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으로 구분되며, 다시 무형식학습은 개별적
무형식학습 유형(시행착오, 관찰, 독서,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수행, 직무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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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단적 무형식학습 유형(감독, 코칭/멘토링, 학습포럼, 팀모임)으로 분류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매개변수인 일터학습을 크게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으로 구분하여 개인수준의 4가지 참여요인과 일터학습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고 나아가 독립변수인 참여요인과 종속변수인 직무능력 간의 관계에서 일터
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개인수준 참여활성화 요인은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 학습의 자기결정성은 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 혁신행동 보상기대는 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 과업의 다양성은 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 팀원 간의 신뢰는 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 학습의 자기결정성은 무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 혁신행동 보상기대는 무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 과업의 다양성은 무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8 : 팀원 간의 신뢰는 무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개인수준 참여활성화 요인은 직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 학습의 자기결정성은 직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 혁신행동 보상기대는 직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 과업의 다양성은 직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 팀원 간의 신뢰는 직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일터학습은 직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 형식학습은 직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 무형식학습은 직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일터학습은 개인수준 참여활성화 요인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1 : 형식학습은 학습의 자기결정성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2 : 형식학습은 혁신행동 보상기대와 직무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3 : 형식학습은 과업의 다양성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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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형식학습은 팀원 간의 신뢰와 직무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5 : 무형식학습은 학습의 자기결정성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6 : 무형식학습은 혁신행동 보상기대와 직무능력 간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7 : 무형식학습은 과업의 다양성과 직무능력 간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8 : 무형식학습은 팀원 간의 신뢰와 직무능력 간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에서 근로자의 일터학습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근
로자용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에서는 46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조직수준의 설문조
사를 하고, 더불어 이 기업체에 소속된 10,06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수
준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에서 취합된 10,069명 근로자
의 응답치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근로자의 학력별, 직급
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노조가입여부별, 성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첫째, 독립변수인 개인수
준의 일터학습 참여활성화 요인은 동기요인으로 학습의 자기결정성과 혁신행
동 보상기대를, 과업요인으로 과업의 다양성을, 관계요인으로 팀원 간의 신뢰
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학습의 자기결정성은 회사에서 제시된 학습프로그램
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참여결정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혁신행
동 보상기대는 학습을 통한 혁신행동이 보상받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과업의 다양성은 담당업무에서 예외적 상황이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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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 근로자의 구성
(단위 : 개, %)

인원

최종학력

3,281

32.6

전문대졸

1,735

17.4

대졸

4,431

44.0

595

5.9

사원

4,407

43.8

대리

1,496

14.9

과장

1,333

13.2

차장

1,083

10.8

부장

850

8.4

임원

124

1.2

대학원졸

직급

769

7.6

1～5년

2,106

20.9

6～10년

2,820

28.0

11～20년

3,324

33.0

21～30년

생산직 반장

근속연수

고용조건
노조가입
성별

비율

고졸

1,448

14.4

31년 이상

368

3.7

비정규직

227

2.3

정규직

9,838

97.7

비조합원

7,950

79.0

조합원

2,107

21.0

여

2,102

20.9

남

7,967

79.1

10,069

100.0

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팀원 간의 신뢰는 팀 내 구성원 간의 신뢰
및 협동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매개변수인
일터학습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2가지로 구분하여 근로자들이 참여했던 일
터학습의 프로그램 개수로 측정하였다. 형식학습의 경우 기업이 제도화한 5가
지 프로그램(집체식 사내교육, 집체식 사외교육, 인터넷교육, 우편통신훈련, 국
내연수)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개수로 측정하였다. 반면에 무형식학습의 경우
이를 개별적 유형(현장훈련, 지식마일리지)과 집단적 유형(코칭/멘토링, 학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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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품질분임조)으로 나누어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개수로 측
정하였다. 셋째, 종속변수인 직무능력은 근로자가 참여한 일터학습이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인 학력, 직급, 근속연수, 정규직 더미(고용형태),
조합원 더미(노조가입여부), 남성 더미(성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의 측정방법
측정방법

독립
변수

학습의
자기결정성

학습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참여결정 정
도(4점 척도, 1항목)

혁신행동
보상기대

혁신행동이 보상받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 정도(5점 척도, 1
항목)

과업의
다양성

담당업무에서 예외적 상황이 발생되는 정도(4점 척도, 1항목)

팀원 간의
신뢰

팀원 간의 신뢰 및 협동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정도(5점 척
도, 1항목)

형식학습

근로자가 참여한 형식학습 프로그램 개수(총 5개)
- 집체식 사내교육, 집체식 사외교육, 인터넷교육, 우편통신
훈련, 국내연수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여부(2점 척도, 5항
목)

무형식학습

근로자가 참여한 무형식학습 프로그램 개수(총 5개)
- OJT, 코칭/멘토링, 학습조직, 지식마일리지제, 품질분임조
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여부(2점 척도, 5항목)

직무능력

근로자가 참여한 일터학습이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4
점척도, 10문항)

매개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학력

근로자의 학력수준(8점 척도)

직급

근로자의 직급수준(7첨 척도)

근속연수

근로자의 근속연수(2018년—입사연도)

정규직 더미

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기준변수: 비정규직)

조합원 더미

근로자의 노조가입여부(기준변수: 비노조원)

남성 더미

근로자의 성별(기준변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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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결과

1. 기술통계분석 : 근로자의 일터학습 참여실태
한국기업의 근로자들이 일터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식학습의 경우 근로자들은 집체식 사내교육(66.8%)에 가장 많이 참여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집체식 사외교육(41.5%), 인터넷교육(38.4%), 우편통신훈
련(16.6%), 국내연수(9%)의 순으로 참여하였다. 무형식학습에 대한 참여실태를
보면 근로자들은 OJT(30.8%)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 코칭/멘토
링(20.3%), 품질분임조(15.2%), 학습조직(10.9%), 지식마일리지(3.7%)의 순으
로 참여하였다. 한편 근로자의 일터학습 참여실태를 학력별, 직급별로 구분하
여 보면 학력의 경우 품질분임조를 제외한 모든 일터학습 프로그램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별로 구분해보면 모든 형
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프로그램에서 상위 직급일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소속된 업종을 중심으로 일터학습의 실태를 살펴보면 전반
적으로 제조업 근로자보다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형식학습과 무형
식학습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식학습의
경우 금융업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의 근로자에 비해 집체식 사내교육, 인터넷
교육, 우편통신교육, 국내연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무형식학
습의 경우 OJT, 코칭/멘토링, 지식마일리지에서는 금융업종 근로자들이, 품질
분임조에서는 제조업종 근로자들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주요변수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형식학습의 경우 총 5개의 프로
그램 중에 평균 1.74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반면에 무형식학습의 경우 총
5개의 프로그램 중에 평균 0.81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러한 통계결과를
볼 때 한국기업에서 근로자들은 형식학습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을 하고 있
으며 무형식학습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일터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을 살펴보면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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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근로자 특성별 일터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비중
(단위 : %)

형식학습
집체식 집체식
우편
인터넷
국내
사내
사외
통신
교육
연수
교육
교육
훈련

68.8

41.5

38.4

16.6

9.0

30.8

20.3

15.2

10.9

3.7

고졸

61.7

29.6

17.5

8.9

4.3

19.7

12.9

20.9

8.0

3.2

학사

71.6

46.8

47.3

19.8

11.1

35.9

23.4

12.3

11.7

3.6

석사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77.8

52.1

60.8

26.1

13.4

39.2

29.4

13.1

17.6

7.2

66.7

36.8

33.1

14.2

8.0

29.1

18.3

13.2

9.6

3.0

71.6

49.1

51.8

21.2

10.8

35.3

23.0

13.9

11.7

4.7

75.9

52.7

54.8

23.1

12.9

37.4

30.0

18.6

15.8

4.9

67.4

41.4

34.7

16.1

8.1

30.5

18.7

17.6

10.1

3.3

82.1

41.3

79.3

30.5

24.9

39.8

31.7

0

14.6

7.1

74.4

42.7

52.3

15.2

11.0

29.5

28.8

2.1

15.2

5.4

전체 근로자
학
력

직
급

OJT

무형식학습
코칭 품질
지식
학습
멘토 분임
마일
조직
링
조
리지

제조업
업 금융업
종 비금융
서비스업

자기결정성은 4점 만점에 1.87점, 혁신행동 보상기대는 5점 만점에 3.22점, 과
업의 다양성은 4점 만점에 2.05점, 그리고 팀원 간의 신뢰는 5점 만점에 4점으
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보면 일터학습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킨 정도는 5점 만
점에 2.7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간의 상관계수
는 0.39(p<0.01)로 나타나 일터학습의 두 가지 유형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와 형식학습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습의 자기결정성
과의 상관계수는 0.22(p<0.01), 혁신행동 보상기대와의 상관계수는 0.22(p<0.01),
과업의 다양성과의 상관계수는 0.21(p<0.01), 팀원 간 신뢰와의 상관계수는
0.16(p<0.01)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무형식학습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
습의 자기결정성과의 상관계수는 0.16(p<0.01), 혁신행동 보상기대와의 상관계
수는 0.21(p<0.01), 과업의 다양성과의 상관계수는 0.13(p<0.01), 팀원 간 신뢰
와 상관계수는 0.18(p<0.01)로 나타났다. 일터학습과 직무능력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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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형식학습의 경우 직무능력과의 상관계수가 0.16(p<0.01)으로 나타났으
며, 무형식학습의 경우 직무능력과의 상관계수가 0.16(p<0.01)으로 나타났다.
일터학습과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형식학습의 경우 학력, 직급, 근속
연수, 정규직 더미, 남성 더미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조합원 더미와는 부(-)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의 경우 학력, 직급, 근속연수, 정규직
더미, 남성 더미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
계는 다음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1. 형식학습

1.74

1.34

2. 무형식
학습

0.81

1.10 0.39**

1

2

3

4

5

6

7

8

3. 학습 자기
1.87
결정성

1.11 0.22** 0.16**

4. 혁신행동
보상기대

3.22

0.82 0.22** 0.21** 0.16**

5. 과업의
다양성

2.05

0.84 0.21** 0.13** 0.18** 0.14**

6. 팀원 간
신뢰

4.00

0.66 0.16** 0.18** 0.11** 0.33** 0.10**

7. 직무능력

2.70

0.66 0.16** 0.16** 0.16** 0.38** 0.14** 0.25**

8. 학력

4.87

1.55 0.29** 0.12** 0.26** 0.10** 0.34** 0.08** 0.13**

9. 직급

3.27

2.19 0.13** 0.10** 0.05** 0.08** 0.13** 0.14** 0.01 0.09**

9

10

11

12

10. 근속연수 12.68 8.05 0.03** 0.08** -0.07** 0.01 -0.08** 0.07** -0.03** -0.23** 0.49**
11. 정규직
더미

0.98

0.15 0.04** 0.03* 0.02

12. 조합원
더미

0.21

0.41 -0.09** 0.01 -0.12** -0.07** -0.16** -0.02 -0.06** -0.33** -0.01 0.24** 0.05**

13. 남성
더미

0.79

0.41 0.10** 0.10** 0.05** 0.07** 0.16** 0.07** 0.07** 0.11** 0.27** 0.16** 0.10** 0.08**

주 : ** : p<.01 * : p<.05.

0.00 0.03** -0.01 -0.02* 0.03** 0.10**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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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독립변수인 학습의 자기결정성, 혁신행동 보상기대,
과업의 다양성, 팀원 간의 신뢰가 근로자의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며, 나아가 앞의 독립변수들과 직무능력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일터학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매
개효과분석은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Sobel test를
추가하여 좀 더 객관적인 매개효과를 교차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는데, 학습의 자기결정성, 혁신행동 보상
기대, 과업 다양성, 팀원 간의 신뢰의 분산팽창계수(VIF)가 각각 1.05, 1.18,
1.05, 1.16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성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설 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모형 1과 모형 2를 보면 독립변수인 학습의 자기결정성, 혁신행동 보상기대, 과
업의 다양성, 팀원 간의 신뢰는 매개변수인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참여활성
화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1 지지, 1-2 지지,
1-3 지지, 1-4 지지, 1-5 지지, 1-6 지지, 1-7 지지, 1-8 지지). 독립변수의 매개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형식학습 참여활성화에는 혁신행동 보상기대(β
=0.135)와 학습의 자기결정성(β=0.105)이, 그리고 무형식학습 참여활성화에는
혁신행동 보상기대(β=0.161)과 팀원 간의 신뢰(β=0.098)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설 2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모형
3을 보면 4가지 독립변수인 학습의 자기결정성, 혁신행동 보상기대, 과업의 다
양성, 팀원 간의 신뢰는 종속변수인 직무능력에 대하여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1 지지, 2-2 지지, 2-3 지지, 2-4 지지). 종속변수에 대
한 4가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상호비교하면 혁신행동 보상기대(β=0.301)와
팀원 간의 신뢰(β=0.143)가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종속변수인 직무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설 3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다. 모형 4를 보면 직무능력에 대해 무형식학습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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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리고 형식학습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1 기
각, 3-2 지지).
<표 5> 일터학습 관련변수 간의 관계 및 매개효과 검증
매개변수
구분3

학력
직급

종속변수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0.063**

0.050*

0.089**

0.084**

-0.003
0.043

0.012
0.064**

직무능력

-0.034

-0.038

0.007

0.001

근속연수
통제
변수 정규직 더미

-0.023

-0.007

0.026

0.026

조합원 더미

0.010

-0.018

-0.007

-0.006

남성 더미

0.006

0.012

-0.044

-0.044*

학습
자기결정성

0.105**

0.053*

0.048*

0.043

혁신행동
보상기대

0.135**

0.161**

0.301**

0.284**

과업
다양성

0.064**

0.071**

0.088**

0.081**

팀원 간
협동/신뢰

0.084**

0.098**

0.143**

0.134**

독립
변수

매개
변수

형식
학습

0.012

무형식
학습

0.099**

R2

0.068

0.075

0.175

0.185

Adj.R2

0.063

0.071

0.170

0.180

F-value

13.621**

15.208**

35.846**

31.923**

1,872

1,874

1697

1697

N

주 : ** : p<.01 * : p<.05.
정규직 더미 기준변수 ‘비정규직’, 조합원 더미 기준변수 ‘비조합원’, 남성 더미
기준변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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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설 4는 일터학습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모형 3을 보면 통제
변수와 함께 독립변수를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학습의 자기결정성, 혁신행동
보상기대, 과업의 다양성, 팀원 간의 신뢰의 표준화된 베타계수가 각각 0.048
(p<0.05), 0.301(p<0.01), 0.088(p<0.01), 0.143(p<0.01)이었던 반면 모형 4에서
매개변수인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을 추가적으로 투여한 경우 표준화된 베타
계수는 각각 0.043(p=0.057), 0.284(p<0.01), 0.081(p<0.01), 0.134(p<0.01)로 감
소하였다. 앞의 통계결과를 해석해보면 형식학습의 경우 가설 3-1이 기각되었
기 때문에 4가지 독립변수와 직무능력 간의 인과관계에서 형식학습은 매개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형식학습의 경우 학습의 자기결정성과
직무능력 간의 인과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혁신행동
보상기대, 과업 다양성, 팀원 간의 신뢰와 직무능력 간의 인과관계에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가설 4-1, 4-2, 4-3, 4-4는 Z값이 1.97 이하로
나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설 4-5, 4-6, 4-7, 4-8은 Z값이 1.97 이상으로
나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가설 4-1 기각, 4-2 기각, 4-3 기각,
4-4 기각, 4-5 지지, 4-6 지지, 4-7 지지, 4-8 지지).
<표 6> Sobel test 결과
Z값

유의확률

4-1. 학습 자기결정성 → 형식학습 → 직무능력

0.497

0.619

4-2. 혁신행동 보상기대 → 형식학습 → 직무능력

0.498

0.619

4-3. 과업 다양성 → 형식학습 → 직무능력

0.492

0.622

4-4. 팀원 간 신뢰 → 형식학습 → 직무능력

0.495

0.621

4-5. 학습 자기결정성 → 무형식학습 → 직무능력

2.044

0.041

4-6. 혁신행동 보상기대 → 무형식학습 → 직무능력

3.656

0.000

4-7. 과업 다양성 → 무형식학습 → 직무능력

2.556

0.011

4-8. 팀원 간 신뢰 → 무형식학습 → 직무능력

2.976

0.003

변수의 영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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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들의 일터학습(형식학
습, 무형식학습) 참여 실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무
형식학습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참여활성화 요인(학습의 자기결정성, 혁신행동 보상기대, 과업의 다양성, 팀원
간의 신뢰)들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
무능력에 대해서도 정(+)의 영향을 미쳤다. 무형식학습은 종속변수인 직무능력
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형식학습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개인수준의 참여활성화 요인들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에서 일터학습의 매개효
과를 보면 형식학습은 4개의 참여활성화 요인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에서는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무형식학습은 4개의 참여활성화 요인과
직무능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가 지닌 이론적
의미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라는 빅데이터를 통해
한국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일터학습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했으며,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인수준의 참여활성화 요인과 일터학습 그리고
직무능력 간의 영향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실
천적 함의는 향후 복잡한 환경에서 한국기업이 생존․성장하기 위해서는 일터
학습, 특히 무형식학습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기업
들은 과거 저원가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위계적 관리방식과 대량생산방식 그리
고 집체식 형식학습을 결합하여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치열한 경영환경은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차별화 경영전략을 기초로 하여 분권
적 경영방식과 맞춤식 생산방식 그리고 자기주도적 무형식학습 간의 결합을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적자원개발방식이 형식학습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무형식학습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하여 형식학습과 무형식학
습이 균형 잡힌 일터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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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터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내재적, 외재적 동기요인과
과업요인, 관계요인을 촉진할 수 있는 과업/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터학습을 촉진시키는 조직수준의 변인에 대한 탐
색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연구전략상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형식학습과 무형
식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변인에 집중했다. 그러나 일터학습이
기업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수준의 요인들(최고경영진의 학습
지향 리더십, 혁신적 기업문화, 분권적 조직구조,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등등)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상호협력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이며 비구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학습을 촉진시
키는 조직적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연구방법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문제는 개인수준의 연구와 조직수준의 연구들이 각각 따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일터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수준의 변인과 조직수준의 변인을 동시에 하나의 회귀모형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다층수준 분석(Multilevel Data Analysis)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문세연(2010).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학습동기, 학습전략, 대인관
계 및 직무특성의 인과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선민․박지혜(2012).「기업의 무형식 학습이 비재무적 성과를 매개로 재무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HRD연구』14 (1) : 1～26.
박종선․김진모(2011).「일터학습 관련 조직특성 변수의 이론적 고찰」.『산업
교육연구』23 : 27～52.
배을규(2007).「일터학습이론의 한계와 방향 : 세가지 실천기반 학습이론의 관
점에서」.『교육의 이론과 실천』12 (1) : 189～208.
배을규․이형우․강명구(201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 활동과 학습
전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산업교육연

100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구 23 : 1～25.
신은경(2012).「기업내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 결과, 학습전이동기 간의 구조
적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용보(2018).「무형식학습 참여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수준의 요인에 대
한 실증연구」.『직업능력개발연구』21 (1) : 181～208.
안동윤(2006).「무형식학습으로서의 Action Learning에 관한 연구」.『HRD연구』
1 (1) : 19～44.
양미경(2012).「내재적 학습동기 연구의 동향과 과제」.『열린교육연구』20 (4) :
187～209.
위영은․이희수(2010).「사회 연결망에서의 무형식학습 연구 : A병원행정조직
을 중심으로」.『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42 (4) : 149～173.
이민영(20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개인 및 팀 변수의 위
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하․이기성(2010),「성찰적 무형식 학습을 통한 전환적 경험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13 (1) : 127～146.
정연순(2005).「실행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참여로서의 일터 학습 : 기
업체 신입사원 및 초급관리자 사례를 중심으로」.『직업교육연구』24 (3) :
99～121.
차유석․이기은(2014).「중소기업 내 일터학습과 직무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전문경영연구』17 (3) : 263～281.
황영훈․김진모(2014).「중소기업 R&D 인력의 R&D 성과와 무형식학습, 학습
동기 및 학습지원환경의 인과적 관계」.『중소기업연구』36 (3) : 105～
131.
Appelbaum, E. and R. Batt(1994). The New American Workplace : Transforming
Work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Ithaca, NY : ILR Press.
Baron, R. and D.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ribu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6) : 1173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개인수준 실증연구(심용보) 

101

～1182.
Bednall, T., K. Sanders, and P. Runhaar(2014). “Stimulating informal learing
activities through perception of performance appraisal quality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strength : a two wave study.” Academy of
Management learing & Education 13 (1) : 45～61.
Billett, S.(2002). “Critiquing workplace learing discourses : participation and continuity
at work.”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4 (1) : 56～67.
(2004). “Co-participation at work: learnimg through work and throughout
working lives.”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6 (2) : 190～205.
Carliner, S.(2013). “How have concepts of informal learning developed over
time?.” Performance Improvement 52 (3) : 5～11.
Clarke, N.(2005). “Workplace Learning Environ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Learning Outcomes in Healthcare Organization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 (2) : 185～205.
Crouse, P., W. Doyle, and J. Young(2011). “Workplace learing strategies, barriers,
facilitators and outcomes : a qualitative study among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tioner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14
(1) : 39～55.
Deci, E., M. Vansteenkiste, and W. Lens(2006).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Contents in Self-Determination Theory : Another Look at the Quality of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41 (1) : 19～31.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 Collier.
Ellinger, A. D.(2005). “Contextual factors influencing informal learing in a
workplace sett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 (3) : 389～
416.
Engeström, Y.(1999). “Expansive Visibilization of Work : An Activity-Theoretical
Perspective.”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l (8) : 63～93.
Eraut, M.(2000). “Non-formal learning and tacit knowledge in professional work.”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 113～136.

102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2004).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26 (2) : 247～273.
Fuller, A., H. Hodkinson, P. Hodkinson, and L. Unwin(2005). “Learning as
peripheral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of practice: a reassessment of key
concepts in workplace learning.”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
(1) : 49～68.
Garavan, T.(1991). “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5 (1) : 17～31.
Jeon. K, and K. Kim(2012). “How do organizational and task factors influence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15 (2) : 209～226.
Kim, S. and G. McLean(2014). “The Impact of National Culture on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Adult Education Quarterly 64 (1) : 39～59.
Lave, J. and E. Wenger(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hman, M. C.(2005). “A survey of factor influencing the engagement of two
professional groups in informal workplace learning activit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 (4) : 501～527.
Manuti, A.(2015).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 a research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9 (1) : 1～17.
Marsick, V. J. and K. E. Watkins(1990).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in the
Workplace.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1).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89 : 25～34.
Nonaka, I.(1994).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5 (1) : 14～37.
Rowden, R. and S. Ahmad(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learning
and job satisfaction in small to mid-sized businesses in Malaysi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3 (3) : 307～322.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개인수준 실증연구(심용보) 

103

Sambrook, S.(2005) “Factors influencing the context and process of work-related
learning : synthesizing findings from two research project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 (1) : 101～119.
Skule, S.(2004). “Learning conditions at work : a framework to understand and
assess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8 (1) : 8～20.
Tharenou, P., M. Saks, and C. Moore(2007).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on training and organizational-level outcome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7 : 251～273.
Unwin, L., A. Felstead, A. Fuller, D. Bishop, T. Lee, N. Jewson and P.
Butler(2007). “Looking inside the russian doll :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context, learing and pedagogy in the workplace.” Pedagogy, Culture &
Society 15 (3) : 333～348.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M. Cole(eds). Cambri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04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Activation of Workplace Learning in Korean Companies
Shim Yongb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a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activation of workplace learn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workplace
learning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petence in Korean
companies. The data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0,069 workers in Korean
companie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indicated tha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self-determination, expectancy of reward, task variety, inter-personal
trust) had the positive effects on the activation of workplace learning and work
competence. Informal learning had the mediated effect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petence.

Keywords : workplace learning, informal learning, formal learning, work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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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 : 청년층의 집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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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란 측면에서 비정
규직 근로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 문
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
와 직장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 처
음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전체 연령층의 비정
규직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
고, 취업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293개의 표본을 선정
하였다. 분석 결과,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장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에 대해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최종
학력,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은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
규직 근로자보다 직장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
수준, 전공 일치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만족도,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수
준, 전공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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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란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 문
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업무의 생산
성이나 직무만족도, 삶의 질 등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김정원․서재현, 2008; 문영만,
2013).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림 1]과 같이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약 6,444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19,627천 명)의 32.8%
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07년 35.9%에서 2016년 32.8%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32%대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이며,
단지 근로자의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비효율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장지연, 2001).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
[그림 1] 비정규직 고용 동향
<비정규직 근로자 수>
(단위 : 천 명)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단위 : %)

주 : 1)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
형 근로자를 모두 포함함.
2)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매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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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헌신이 낮고 이직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교육훈련
이나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
서 인적자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
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차별 등을 해결하
기 위해 먼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추진 중에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7).
하지만 비정규직은 청년층, 여성, 이민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
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연성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윤명
수․조민수, 2017; Berton et al., 2011). 실제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자발적으
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직무만족 수준이 높다고 제시하였다(이주형․이영면, 2015; Ellingson et al.,
1998; Thorsteinson, 2003). 또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노동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고숙련(highskilled)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하, 2016;
World Economic Forum, 2016). 따라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이해하고 핵심 역량을 파악하여 새로운 환경과 역할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단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비정규직 근로
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연령층의 비정규직
문제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노동시장에 처음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직
무, 직업, 직장 등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비정규직 근로 경험을 통해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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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조건을 확인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함께 직무,
직업, 직장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김정원․
서재현, 2008). 물론, 청년층도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거나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직장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청년층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최종학력, 필요
한 기술수준 및 전공 일치도가 높거나 낮은 집단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와 직장만족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보통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고, 임시적
근로자에는 유기계약 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 근로자
(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 근로자(on-call
worker)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
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합
의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
규직 근로자에 비해 다른 무엇보다도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2]를 살
펴보면 2016년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 근로자는 18,212원, 비정규직은
12,076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66.3%로 나타났다. 물론 2008
년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55.5%)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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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임금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는 정규
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와 제반 근로조건의 차별 등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상록 외, 2017).
[그림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매년 6월).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과 조직 간의 합리적인 교환 관
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주사총․이정언, 2016), 정규직과 비
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남재량
(2007)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생산성 차이에 의해 초래
될 수도 있고, 차별이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임금격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량이나 수행하는
직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 임금격차 중에서 85~90%가 생산성에 의한 것
이고 차별에 의한 요인은 많아야 10~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어수봉 외
(2005)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임금격차가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생산성 차이에 의한 요인이 최소한 2/3 이상이라고 제시하였다. 반면 신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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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생산성보다 차별에 기인한 요인의 비
중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백학영(2013) 역시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시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에 대해 상
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는데, 많은 연구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 등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용석․이영면, 1999; 문영만,
2013; 이상록 외, 2017; Miller & Terborg, 1979; Park & Kang, 2017). 비정규
직 근로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복지혜택 등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
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주로 단조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
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는 단지 직장뿐만 아니
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
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 등이 낮으
며,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문영만, 2014; 신승배,
2017; 이상록 외, 2017; Metcalfe et al., 2003).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차이(장지연, 2001; Polachek, 1981)나 비정규직 선택의 자발성(이주형․이영
면, 2015; Ellingson et al., 1998; Thorsteinson, 200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윤명수․조민수, 2017; 이시균․윤진호, 2007)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직장만족도
조직이나 인사관리,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직장에 대한 만족, 즉 직장만족도
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의 하나이다. 직장만족도는 개인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직장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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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만족을 의미한다(김성남, 2013; 박정주, 2011). 일반적으로 직장만족도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직장만족도는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박영신․이경란, 2014).
보통 직무만족도는 조직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상태 또
는 개인 욕구의 충족 수준, 직무환경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만
족의 상태를 의미한다(오성욱․이승구, 2009; Milton, 1973; Scarpello & Campbell,
1983). 따라서 직무만족도가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봤을 때 직
장만족도의 경우 직무를 포함하여 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
로 고려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만족도는 직무와 관련된 만족
을 비롯해서 직장의 근무환경, 임금, 개인의 발전 가능성, 상사 및 동료 관계,
인사체계, 복지혜택, 자율성과 권한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김은
석, 2013; 박정주, 2011).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직무만족도와 직장만족도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얘기하면 직장만족도가 직무만족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뿐만 아니라 정
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전반적인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무
만족도보다 직장만족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과 직장의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으며, 직장의 특성은 다시 직장 환경과 직무 자체로 구분할 수 있
다(박정주, 2011). 먼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직장만족도
를 느끼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직장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
다(김은석, 2013; Fulford & Enz, 1995). 개인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
태, 가치관이나 적성 등이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
다. 또한 직장 환경의 특성으로는 대표적인 요인인 임금을 포함하여 회사유형
이나 규모, (정규/초과)근로시간, 복지혜택, 상사 및 동료 관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등이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박정주, 2011; 정도범,
2017; 주사총․이정언, 2016). 마지막으로, 직무 자체의 특성으로 최근 교육수
준 적합도, 전공 일치도 등과 같은 요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 자신의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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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직장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차성
현․주휘정, 2010),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제시
하고 있다(어윤경, 2010; Wolbers, 2003).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직장만족도를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며 다양
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대상에 따라 일부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직장만족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Ⅲ.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정규직 근로
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나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의
측면에서 직장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상록 외, 2017; 이주형․이영
면, 2015).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
였고, 청년층의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질문>

청년층의 집단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
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즉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정규직 근로
자의 직장만족도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가 직
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먼저, [그림 3]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2.8%로 나
타났지만,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15~19세가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20~29세가 32.2%, 30~39세가 21.1%로 낮아졌지만, 그 이후
40~49세가 26.1%, 50~59세가 34.2%, 60세 이상이 67.9%로 다시 높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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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2016년 기준)
(단위 : %)

주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 근로자 수 ÷ 전체 임금 근로자 수)×10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 처음 참여하거나 직장 경험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연령이 증가하고 직
장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
자 간의 차이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차년도(2008년) 청년패널조사에서는 비
정규직 근무 이유에 대한 설문 항목이 유일하게 존재하였다. 비정규직 근무 이
유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희망해서’, ‘정규직을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와 같이 크게 2가지로 응답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무 이유와 직
장만족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표 1>과 같이 교차분석을 수행
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비정규직 근무 이유와 직장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 비정규
직 근로자가 직장만족도를 ‘매우 만족’,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53.1%로 높
게 나타난 반면에, 정규직을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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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정규직 근무 이유와 직장만족도 간의 교차 분석
직장만족도
매우
불만족
비정규직으로
0
일하기를 희망
(0.0%)
비정규직 해서
근무 이유 정규직을 원했
10
으나 일자리가
(2.6%)
없어서
전체

10
(2.0%)

불만족

9
(6.9%)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52
63
(40.0%) (48.5%)

6
130
(4.6%) (100.0%)

46
221
97
(12.0%) (57.7%) (25.3%)

9
383
(2.4%) (100.0%)

55
273
(10.7%) (53.2%)

15
513
(2.9%) (100.0%)

160
(31.2)

주 : 1) 표 안의 값은 빈도수와 비율(괄호 값)을 표시하고 있음.
2) Chi-square=29.812(p=0.000).

로자는 27.7%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정규직을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직장만족도를 ‘매우 불만족’,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14.6%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
자가 상대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이주형․이영면(2015) 등을 포함한 기존
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별로 직장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표 2>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 130명
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
인의 가치관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3.8%, ‘학업으로 인
해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가 21.5%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기
술수준을 높이는 등 경험(경력)을 쌓거나 학업을 통해 최종학력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고자 하는 직
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도 1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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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
빈도

비율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
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1

23.8%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23

17.7%

8

6.2%

학업으로 인해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28

21.5%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
어서

37

28.5%

3

2.3%

130

100.0%

육아 등의 가사부담으로 전일제 정규직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특별한 이유 없음
전체

이 원하는 직무나 전공 일치도와 크게 관련되어 직무와 전공의 일치가 중요하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다(어윤경, 2010; Wolbers, 2003). 이와
같은 요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년층을 단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로 구분하기
보다 다양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거나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집단
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였다(김미혜․권용희, 2013; 정순둘․성민현, 2012; Miller
& Terborg, 1979).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최종학력이 높을수
록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최종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쉽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술수준이 높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에도 자신이 맡은 직무가 중요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역량
이 우수하다고 인식할 것이므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직무와 전공 일치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자신과 맞지 않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전공 일치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가 직장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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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층 집단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 방법

1. 표본 선정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에서 실
시한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
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
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현재 청년 노동시장의 대표통계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만 15～29세 청년을 표본(10,206명)으로 구성하여 추적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차년도(2013년)부터 10차년도(2016년)까지의 청년패널조사
(YP) 데이터를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인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관한 항목이 7차년도부터 설문지에 포함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4년간 총 40,824개 표본 중에서 ‘취업자’라고 응답한 17,736개
표본을 추출하였고, 다음으로 본 연구의 변수들 중에서 ‘응답거절’ 또는 ‘모름’
으로 응답하거나 무응답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
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293개 표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장만족도’이며, “본인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설문 항목을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에 대해 ‘1점(매우 불만족)’부터 ‘5점(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독립변수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이며, 정규직일 경우 1, 비정규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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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같이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표 3>과 같이 다양한 변
수들을 활용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최종학력’은 보통 명목척도로 측정되지만, 본 연구에서 최
종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열척도로 구성하였다. ‘회
사규모’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설문지에서 주관식으로 응답받지만, 청년패널
조사에서는 객관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서열척도로 구성하였다. 참고로,
‘최종학력’과 ‘회사규모’를 모두 명목척도로 인식하고 각각 더미변수를 만들어
측정했을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 변수 구성 및 측정 방법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설명

직장만족도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연령

‘해당연도–출생연도+1’로 측정

최종학력

1 : 고졸 미만, 2 : 고졸, 3 : 전문대졸, 4 : 대졸, 5 : 석사학위 이상
※ 최종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열
척도로 구성

회사형태

1 : 단독사업체/본사, 0 : 지점/공장 등

회사규모

1 : 1~4명, 2 : 5~9명, 3 : 10~29명, 4 : 30~49명, 5 : 50~99명,
6 : 100~299명, 7 : 300~499명, 8 : 500~999명, 9 : 1000명 이상
※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형식으로 응답하여 서열척도로 구성

근무기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만족도

‘해당연도–근무 시작시기(연도)’로 측정
‘주당 정규 근로시간(시간)’으로 측정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시간)’으로 측정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필요한 기술
수준

1 : 단순 수준, 2 : 저숙련 수준, 3 : 통상 수준, 4 : 숙련 수준,
5 : 고도 수준

전공 일치도

1 : 전혀 맞지 않다, 2 : 맞지 않다, 3 : 그런대로 맞다, 4 : 맞는
다, 5 : 아주 잘 맞다

정규직/비정
규직 여부

1 : 정규직, 0 : 비정규직

회사유형
더미

1 :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 외국인회사, 3 : 공공기관, 4 :
법인단체, 5 : 정부부처, 6 : 기타

통제 회사소재지
변수 더미
(더미)
연도 더미
산업 더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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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cross-sectional) 데이터와 시계열(time-series) 데이터의
특징을 모두 가진 패널(panel)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므로, 패널 데이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통계 패키지인 STATA 12.0을 활용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은 오차
항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 또는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일반적으로, 좀 더 약한
가정에 기반을 둔 고정효과 모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우석진, 2016), 본 연구
도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또한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를 통해 추
정했을 때에도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는 식별할 수 없기 때
문에, 매년 동일하게 측정되는 성별 등과 같은 변수는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패널 데이터 분석(고정효과 모형)을 수행하였다.

Ⅴ. 연구 결과

먼저, <표 4>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표 4>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변수
직장만족도
연령
최종학력
회사형태
회사규모
근무기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만족도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표본 수
16,293
16,293
16,293
16,293
16,293
16,293
16,293
16,293
16,293
16,293
16,293
16,293

평균
3.637
30.399
3.369
0.668
5.299
2.795
42.152
2.068
3.338
3.296
3.172
0.849

표준편차
0.622
4.196
0.846
0.471
2.820
2.897
7.025
4.414
0.751
0.639
0.817
0.358

최소값
1
20
1
0
1
0
1
0
1
1
1
0

주 : 회사유형, 회사소재지, 연도 더미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최대값
5
39
5
1
9
21
84
60
5
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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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최대값 등에 대한 기술적 통계이다. 표본 선정 시 무응답 등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의 표본 수는 동일하게 16,293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표 5>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임금
만족도와 직장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0.53, 회사형태와 회사규모 간의 상관관
계가 –0.52, 그리고 연령과 근무기간 간의 상관관계가 0.47로 다소 높게 나타
났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40 이하로 낮게 나
타났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6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
인했을 경우에도 산업 더미를 제외한 변수들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산업 더미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고로, 분산팽창계수
가 10 이상으로 나타난 산업 더미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
였지만, 산업 더미를 포함해도 분석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경우 산업 더미를 포함하였지만, 본 연구에
서는 산업 더미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1
2

1
1
0.05

2

3

4

3
4
5

0.12 0.11
1
-0.09 -0.03 -0.06
1
0.13 0.03 0.20 -0.52

6
7
8

5

6

7

8

9

10

11

0.09 0.47 -0.03 -0.12 0.17
-0.07 -0.04 -0.21 0.06 -0.13
-0.11 0.02 -0.01 -0.03 0.10

1
0.01
0.03

1
-0.10

1

9
10
11

0.53
0.16
0.24

0.06
0.12
0.04

0.09
0.16
0.22

-0.10
-0.01
-0.02

0.17
0.09
0.10

0.12
0.12
0.07

-0.04 -0.04
-0.05 0.03
-0.10 -0.01

1
0.11
0.20

1
0.36

1

12

0.15

0.10

0.10

-0.04

0.14

0.21

0.08

0.19

0.11

0.12

12

1

1

0.04

1

주 : 1) 1 : 직장만족도, 2 : 연령, 3 : 최종학력, 4 : 회사형태, 5 : 회사규모, 6 : 근무기간,
7 : 정규 근로시간, 8 : 초과 근로시간, 9 : 임금 만족도, 10 : 필요한 기술수준,
11 : 전공 일치도, 12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2) 회사유형, 회사소재지, 연도 더미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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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 데
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청년층의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기
에 앞서,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규직/비
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모델 1]에서 회
사형태 및 회사규모, 근무기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만족도, 필
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가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지점/공장 등보다는 단독사업체/본사에서 근무할수록, 회사규모가
클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정규 근로시간이나 초과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표 6> 패널 데이터 분석(종속변수 : 직장만족도)
(상수)
연령
최종학력
회사형태
회사규모
근무기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만족도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

모델 1
2.064***
(0.195)
0.004
(0.004)
0.050
(0.039)
0.066*
(0.027)
0.011*
(0.005)
-0.016***
(0.004)
-0.004***
(0.001)
-0.005***
(0.001)
0.308***
(0.007)
0.040***
(0.009)
0.079***
(0.008)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표본 수
그룹 수
F값
R-sq(overall)

16,293
5,622
63.79***
0.276

모델 2
2.065***
(0.195)
0.003
(0.004)
0.046
(0.039)
0.066*
(0.027)
0.011*
(0.005)
-0.016***
(0.004)
-0.005***
(0.001)
-0.006***
(0.001)
0.308***
(0.007)
0.040***
(0.009)
0.078***
(0.008)
0.047*
(0.020)
16,293
5,622
62.09***
0.280

주 : 1)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 값임.
2) 회사유형, 회사소재지, 연도 더미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3) †p<0.1, * p<0.05, ** p<0.01, *** p<0.001.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청년층의 집단별 차이에 관한 비교(정도범) 

121

임금만족도가 높을수록, 고도의 기술수준이 필요한 직무일수록, 직무와 전공이
잘 맞을수록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델
2]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정규
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장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일치한다.
<표 7>부터 <표 9>까지는 청년층의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은 최종학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최종학력의 차이에 관한 비교(종속변수: 직장만족도)

(상수)
연령
회사형태
회사규모
근무기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만족도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표본 수
그룹 수
F값
R-sq(overall)

최종학력이 낮은 집단
모델 1
모델 2
2.172***
2.151***
(0.211)
(0.211)
0.004
0.004
(0.006)
(0.006)
0.074†
0.075†
(0.039)
(0.039)
0.013†
0.013†
(0.007)
(0.007)
-0.015**
-0.016**
(0.005)
(0.005)
-0.004*
-0.004*
(0.002)
(0.002)
-0.001
-0.001
(0.002)
(0.002)
0.306***
0.305***
(0.011)
(0.011)
0.047***
0.046***
(0.013)
(0.013)
0.075***
0.073***
(0.012)
(0.012)
0.072**
(0.027)
7,753
7,753
2,662
2,662
31.35***
30.63***
0.228
0.231

최종학력이 높은 집단
모델 3
모델 4
2.376***
2.373***
(0.228)
(0.229)
0.002
0.002
(0.006)
(0.006)
0.071†
0.070†
(0.038)
(0.038)
0.005
0.005
(0.007)
(0.007)
-0.016**
-0.017**
(0.006)
(0.006)
-0.006**
-0.006**
(0.002)
(0.002)
-0.011***
-0.012***
(0.002)
(0.002)
0.310***
0.310***
(0.010)
(0.010)
0.034**
0.034**
(0.013)
(0.013)
0.078***
0.078***
(0.011)
(0.011)
0.028
(0.032)
8,540
8,540
3,010
3,010
36.23***
35.15***
0.278
0.281

주 : 1)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 값임.
2) 회사유형, 회사소재지, 연도 더미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3)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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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낮은 집단은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로 구성하였고, 최종학
력이 높은 집단은 ‘대졸’, ‘석사학위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모델 1]과 [모델 2]
는 최종학력이 낮은 집단을 분석하였으며, [모델 2]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가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정규직 여
부가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
다. 반면, [모델 3]과 [모델 4]는 최종학력이 높은 집단을 분석하였으며, [모델
4]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학력의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경우 정규직/비정규
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표 8>에서는 필요한 기술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
<표 8> 필요한 기술수준의 차이에 관한 비교(종속변수 : 직장만족도)
필요한 기술수준이 낮은 집단
필요한 기술수준이 높은 집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1.778***
2.475***
2.468***
1.776***
(상수)
(0.249)
(0.249)
(0.470)
(0.470)
0.007
0.006
0.009
0.009
연령
(0.006)
(0.006)
(0.009)
(0.009)
0.117*
0.113*
-0.055
-0.060
최종학력
(0.050)
(0.050)
(0.103)
(0.103)
0.079*
0.079*
0.036
0.030
회사형태
(0.035)
(0.035)
(0.061)
(0.061)
0.008
0.008
0.015
0.015
회사규모
(0.006)
(0.006)
(0.012)
(0.012)
-0.016**
-0.016**
-0.015*
-0.016*
근무기간
(0.005)
(0.005)
(0.007)
(0.007)
-0.002
-0.002
-0.008**
-0.008**
정규 근로시간
(0.002)
(0.002)
(0.003)
(0.003)
0.001
0.001
-0.009**
-0.009**
초과 근로시간
(0.002)
(0.002)
(0.003)
(0.003)
0.301***
0.300***
0.321***
0.320***
임금만족도
(0.010)
(0.010)
(0.016)
(0.016)
0.084***
0.084***
0.066***
0.066***
전공 일치도
(0.011)
(0.011)
(0.016)
(0.016)
0.044
†
0.072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0.025)
(0.048)
표본 수
10,745
10,745
5,548
5,548
그룹 수
4,738
4,738
2,937
2,937
F값
37.85***
36.78***
16.14***
15.73***
R-sq(overall)
0.257
0.263
0.198
0.199
주 : 1)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 값임.
2) 회사유형, 회사소재지, 연도 더미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3)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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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한 결과이다. 필요한 기술수준이 낮은 집단은 ‘단순 수준’, ‘저숙련 수
준’, ‘통상 수준’으로 구성하였고, 필요한 기술수준이 높은 집단은 ‘숙련 수준’,
‘고도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모델 1]과 [모델 2]는 필요한 기술수준이 낮은 집
단을 분석하였으며, [모델 2]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반면, [모델 3]과 [모델
4]는 필요한 기술수준이 높은 집단을 분석하였고, [모델 4]에서 정규직/비정규
직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최종학력
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도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9>는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9> 전공 일치도의 차이에 관한 비교(종속변수 : 직장만족도)
전공 일치도가
모델 1
2.242***
(0.242)
0.002
(0.005)
0.084†
(0.050)
0.049
(0.034)
0.012*
(0.006)
-0.015**
(0.005)
-0.005***
(0.001)
-0.003†
(0.002)
0.321***
(0.009)
0.038**
(0.012)

낮은 집단
전공 일치도가 높은 집단
모델 2
모델 3
모델 4
2.241***
2.182***
2.175***
(상수)
(0.242)
(0.451)
(0.452)
0.002
0.014
0.014
연령
(0.005)
(0.010)
(0.010)
0.079
0.036
0.035
최종학력
(0.050)
(0.086)
(0.086)
0.049
0.091
0.091
회사형태
(0.034)
(0.069)
(0.069)
0.011†
0.001
0.001
회사규모
(0.006)
(0.012)
(0.012)
-0.015**
-0.023*
-0.023*
근무기간
(0.005)
(0.009)
(0.009)
-0.006***
-0.004
-0.004
정규 근로시간
(0.001)
(0.003)
(0.003)
-0.004*
-0.004
-0.004
초과 근로시간
(0.002)
(0.003)
(0.003)
0.320***
0.282***
0.281***
임금만족도
(0.009)
(0.017)
(0.017)
0.037**
0.043*
0.044*
필요한 기술수준
(0.012)
(0.019)
(0.019)
정규직/비정규직
0.064**
0.020
여부
(0.025)
(0.051)
표본 수
11,468
11,468
4,825
4,825
그룹 수
4,782
4,782
2,615
2,615
F값
41.32***
40.27***
11.11***
10.77***
R-sq(overall)
0.232
0.240
0.169
0.170
주 : 1)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 값임.
2) 회사유형, 회사소재지, 연도 더미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시하지 않음.
3)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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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이다.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은 ‘전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런대로 맞다’로 구성하였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맞는다’, ‘아주 잘
맞다’로 구성하였다. [모델 1]과 [모델 2]는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을 분석하
였으며, [모델 2]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역시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에서도 정규직 여
부가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
다. 반면 [모델 3]과 [모델 4]는 전공 일치도가 높은 집단을 분석하였으며, [모
델 4]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분석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전공 일치도의 차이에 따
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Ⅵ. 결 론

최근 비정규직과 관련된 연구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장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재검증하였고,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집단별 차이에 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많은 연구 결과들과 같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비정
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장만족도가 더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는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고용불안과 함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에서 일부 차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보다 직장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남재량(2007) 등의 연구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
로자 간의 임금격차에서 차별 요인은 매우 적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일
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임금
등에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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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적다고 하더라도 단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만으로 인해 심
리적으로 차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
부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원인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크게 3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가 낮은 집단일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장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반면 최종학력,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개인 역량(최종학력)이나 직무에 대한 인식(필요한 기술수
준, 전공 일치도)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직장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으로 볼 수 있는 집단에서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나 직장의 근무환경이
더 나을 것이고 다른 직장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종학력이
나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 등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점차 해소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
여,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근
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최종학력이나 필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 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서는 직무 중심으로 전문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규
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했을 때, 고숙련 직무 경험이나 전
문적인 노하우 등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새로운 환경 및 역할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종학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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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술수준, 전공 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였는데, 최종학
력의 경우 대졸 이상을 최종학력이 높은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대졸 이상보다
는 학사, 석사, 박사와 같이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필요한 기술수준
이나 전공 일치도의 경우에도 설문조사 시 단지 개인의 주관적인 응답에 의해
구분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반복적인 또는 고숙련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 분류나 직장의 근무환경 등
에 관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면 훨씬 명료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종속변수도 단지 전체 직장만족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분
화하여 업무내용, 자율성, 자기발전, 임금/소득, 고용안정, 근로환경, 인사고과
의 공정성, 복리후생 등의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유의미한 연구
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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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r/Irregular Workers and
Job Satisfaction : The Comparison of Group Differences
among Young Workers
Chung Do-Bum
In terms of expanding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short-term cost
savings, irregular workers are spreading, and the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is becoming a big issue.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r/irregular workers and job satisfaction.
Particularly, young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for the first time
or had relatively low experience are selected for the study, because they could
be different from the irregular worker problems of all ages.
This study uses the Youth Panel data from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selects a total of 16,293 samples (workers) from 2013 to 2016. As
a result, it shows that regular workers have higher job satisfaction than irregular
worker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Besides, three
groups are analyzed for final education, required skill level, and consensus of major.
In the group with the low level of final education, required skill level, and consensus
of major, the regular workers show higher job satisfaction than the irregular workers.
However, in the case of the high group, there is no effect on job satisfaction by
the regular/irregular work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are compared
in relation to regular/irregular workers and job satisfaction, and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preparing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Keywords : regular workers, irregular workers, job satisfaction, final education,
required skill level, consensus of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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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참여적 작업조직은 확대된 역할 수행이 요구
하는 숙련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훈련을 증가시킨다.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집단 성과급으로서의 성과배분은 기업훈련 투자와 관련된 노사
의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훈련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참여
적 작업조직이 기업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성과배분이 조절할 것이라는 연
구모형을 설정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제조업 표
본을 사용해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배분은 참여적 작업조직
과 인당교육훈련시간, 인당교육훈련투자금액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연구의 한계 그리고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참여적 작업조직, 기업훈련, 성과배분, 조절효과

I. 문제 제기

기업의 교육훈련(firm training)은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논외로 하더라도 근
로자 측면에서는 고용가능성의 제고와 미래소득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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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 측면에서는 고품질․고부가가치라는 차별화 전략 구현을 위한 인적자
원 요건으로서 숙련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성격과 노동과정에서 근로자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므
로 기업훈련은 디지털 변환에 대한 인간 노동의 적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훈련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새로운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이나, 그동안 연구된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 또는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조
절하는 상황요인 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참여적 작업조직(high-involvement work organization)은 근로자들이 일상적
인 오퍼레이션 업무를 넘어 보전이나 품질관련 업무 등으로 업무 범위를 넓히
고, 각종 문제해결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숙련공들의 자율성에
입각한 조직이나 문제 해결인(problem-solver)으로서 근로자 개념화가 상징하
듯이, 참여적 작업조직은 근로자가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숙련을
요구한다(MacDuffie & Kochan, 1995).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기업훈련의
수요측 요인으로서 참여적 작업조직에 주목하고, 국가 수준의 숙련정책에서 참
여적 작업조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의 이익과 같은 경영실적의 달성 정도에 비례해서 그 일부를 기업 내부
대다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성과배분(profit/gain-sharing)은 조직 수준의 성과
급인데, 최근 성과배분이 기업훈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Green & Heywood, 2011; Kraft & Lang, 2013). 성과배분은 교육훈련투자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기업측의 사전적 약속(commitment) 장치로서 기업
훈련을 둘러싼 홀드업(hold-up) 등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기업훈련
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교육훈련에서 홀드업이란 교육훈련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을 노사 일방이 전취해버리는 경우 다른 일방은 교육훈련에 투자할 인센티
브가 줄어드는 문제를 말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전에 노사간에 교육훈련투자
수익의 공유에 대한 구속력 있는 사전계약이 없으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는 감
소하게 된다(이인재․김동배, 2009). 변동급으로서 성과배분은 임금을 경영실
적에 연동시키기 때문에 자발적․비자발적 이직률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기업
훈련을 증가시킨다는 기제도 제시된다.
그런데 참여적 작업조직, 성과배분, 그리고 기업훈련의 3자 변수 관계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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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정할 수 있을까? 선행연구의 결과를 단순하게 집계하면 참여적 작업조직
과 성과배분 각각의 독립변수 효과에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병렬적 관
계를 넘어 다른 대안적 관계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참여적 작업조
직은 노동과정의 조직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업훈련의 증가를 요구하는 기술
적 요인의 성격이 강한 반면, 성과배분은 고용계약의 지배장치로서 제도적 요
인의 성격이 강하다. 통상 시장․기술적 영향요인과 제도적 영향요인에 대해서
는 후자가 전자의 효과를 조절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주목하면, 참여적 작
업조직이 기업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성과배분이 조절하는 관계를 상정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사업체패널자료를 사용해서 참여적 작
업조직과 기업훈련의 관계에 대한 성과배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로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1.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
참여적 작업조직이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사업체 수준 자료를 사용한 일련의 연구들(MacDuffie
& Kochan, 1995; Osterman, 1995; Lynch & Black, 1998; Frazis, Gittleman,
Joyce, 2000; Whitfield, 2000; 김동배․김주섭․박의경, 2003)과 그 이후 개인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Felstead, Gallie, Green, & Zhou, 2010; Mishra & Smyth,
2012; O’Connell & Byrne, 2012)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론은 참여적
작업조직이 기업의 교육훈련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원과 상이한 분석수준, 다양한 변수 작성방법, 상이한 제도적 맥락에서 수
행된 선행연구들의 결론이 일관된다는 점은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 간의
관계가 꽤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어떻게 기업의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가? 참여적 작업조
직의 원리는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 원리와 정반대이다(Felstead et al., 2010).
테일러주의적 작업원리의 특징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서, 근로자의 역할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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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문화된 오퍼레이션 과업을 지시에 따라 실행하는 것에 한정되고 구상 업
무는 엔지니어와 경영자의 역할이 된다. 테일러주의의 작업원리는 근로자에게
‘머리’는 탈의실에 두고 몸뚱이만 작업실에 가져가서 지시대로 움직일 것만 요
구한다는 풍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참여적 작업조직 또는
근로자 참여(employee involvement)는 근로자 역할의 확대와 자율을 핵심적인
원리로 한다. 여기에서 ‘참여’의 의미는 근로자가 자신의 과업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의사결정 참여의 범위에는 오퍼레이션 업무만
이 아니라 품질이나 보전 등 전문부서의 업무와 각종 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참여적 작업조직의 원리는 참여적 작업조직의 측정 지표에서 잘 나타
나는데, 온라인 참여의 대표적인 지표는 자율작업팀(self-management team)이
며 오프라인 참여의 대표적인 지표는 제안활동 참여, 소집단활동 참여, 전사적
품질관리(TQM 등) 활동에의 참여, 광범위한 정보공유 등이 있다. 자율작업팀
의 경우 그동안 일선관리자들이 수행하던 대부분의 업무를 작업팀원들이 자율
적으로 수행하고, 다기능화된 팀원들이 팀 내 업무들을 로테이션하며, 전문부
서에서 담당하던 품질이나 보전업무 등을 오퍼레이터들이 상당 부분 담당한다.
오프라인 참여는 개선이나 개발 등 각종 문제해결 활동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는 근로자의 역할범위가 확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역할의 확대는 역할수행에 필요한 스킬의 개발과 축적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문제의 파악을 위해서는
전후 공정을 포함한 공정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문제진단 및 해결책
도출을 위해서는 문제해결 스킬과 동료들과의 지식공유를 위한 소통 등 사회적
스킬의 개발을 요구한다.
이처럼 참여적 작업조직이 기업훈련을 증가시키는 기제는 참여적 작업조직
이 근로자 역할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역할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스킬
의 개발과 축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 참여적 작업조
직과 기업훈련에 대한 사업체 수준의 연구가 진행된 것도 이러한 점에 주목했
기 때문이다(Osterman, 1995; MacDuffie & Kochan, 1995). 즉 국가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기업의 훈련투자를 낳
는 기업 내부, 즉 수요 측 요인이 근로자의 확대된 역할과 더 넓고 깊은 스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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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참여적 작업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여적 작업조직이 기업
훈련의 수요측 요인이라는 점은 Felstead et al.(2010)의 연구에서 보다 직접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제안활동, 품질분임조, 정보공유 등으로
구성된 참여적 작업조직화의 정도가 높은 직무일수록 학습요구, 동료학습을 지
원해야 하는 요구 집단적인 학습의 요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적
작업조직은 위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개인과 작업집단 수준에서 더 많은 스
킬을 필요로 하므로 학습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참여적 작업조직은 근로자에게 더 많
은 스킬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훈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 간의 이러
한 관계는 1990년대 중후반 사업체 수준의 연구와 2010년대 이후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참여적 작업조직이 근로자의 숙련향상을 위
한 기업훈련의 증가를 요구한다는 점과 실제 기업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한
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참여적 작업조직이 요구되는
기업훈련을 충분히 제공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
떤 조건이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성과배분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성과배분과 기업훈련
최근 성과배분이 기업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 편의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Azfar & Danninger, 2001; Parent, 2004; Gielen, 2011; Green & Heywood,
2011; Kraft & Lang, 2013; 김동배․이인재, 2017). 이러한 연구는 성과배분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논쟁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성과배분이 기업성과를
높이는 기제로서 전통적으로 제시되었던 금전적 인센티브로 인한 근로자 노력
지출의 증대라는 기제와는 별개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확대, 즉 숙련효과
를 들고 있다(Parent, 2004). 만일 성과배분의 숙련효과 기제가 작동한다면, 무
임승차 문제라는 반론의 부담이 있는 노력지출 증대 기제와는 달리 성과배분이
기업성과를 높이는 이론적 논거를 보다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다.
성과배분은 어떻게 기업훈련을 증가시키는가? 이에 대해서 성과배분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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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낮추어 기업의 훈련투자 유인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성과배분
이 교육훈련을 둘러싼, 이른바 홀드업 문제를 완화해서 교육훈련투자를 증가시
킨다는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전자는 간접효과, 후자는 직접효과로 부른다
(Green & Heywood, 2011; Kraft & Lang, 2013). 성과배분은 오너십이나 조직
몰입을 증진하는 등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이직 성향을 낮출 수 있다. 경
영실적과 보상을 연계시키는 변동급으로서의 성과배분은 경영실적이 나쁠 경우
자동으로 임금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없어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을 낮추고, 정반대로 경영실적이 좋은 경우에도 임금의
상향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을 낮출 수 있다.
성과배분이 훈련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경로는 훈련에 있어서 홀드업 문제
의 완화로 근로자와 기업측의 훈련투자 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업훈련에
서 홀드업 문제란 훈련투자의 과실을 공유하지 않고 상대편이 독식할 위험이
존재할 경우, 훈련에 투자할 유인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 측에서 보면
기업특수훈련의 경우 특히 기업 측의 홀드업 문제가 우려의 대상이 되며, 노동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을 경우 일반훈련의 경우에도 홀드업 문제는 상존한다
(Kraft & Lang, 2013). 성과배분은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는 기업 측
의 사전 약속(commitment)이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투자의 과실 전취와 관련
된 홀드업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성과배분은 홀드업으로
인한 근로자 측의 훈련투자 유인 감소문제를 해소해서 훈련투자를 증가시킨다.
다른 한편 성과배분은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유인도 증가시킨다(Gielen, 2011).
성과배분은 훈련과정에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한 숙련을 열심히 발휘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 측의 훈련투자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훈련
투자 유인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훈련 등에 대한 투자수익의 사전적 공유장치로서의 성과배분은 그 자
체 독립변수로서 기업훈련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기업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의 효과를 증감시킬 수 있는 상황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성과배분은 기업훈련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기업 측의 인센티브 문제를 해소
함으로써 기업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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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이상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 성과배분과 기업훈련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의 관계를 조절
하는 상황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검토하였고, 훈련투자 수익의 사전적 공유장
치로서의 성과배분은 기업훈련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효과도 있겠지만 기업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노동과정의 조직화 방
식으로서 기술적 측면의 성격이 강한 반면, 성과배분은 고용계약의 지배장치인
제도적 요인이다. 두 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경우 기술적 요인의 효과를
제도적 요인이 조절하는 관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기술적 요인의 영향을 제도가 조절한다는 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제도
학파 접근의 기본적인 관점이다(Turner, 1991). 예를 들어 제품시장이나 기술변
화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작용하지만 최종적인 노사관계 결과물은
국가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이때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국가별로 상이한 노사관계 제도이다. 이러한 관계를 모형화하
면 독립변수는 시장․기술적 요인이고 종속변수는 노사관계 결과물이며, 조절
요인이 국가별 노사관계 제도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 및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다.
가설 1 : 참여적 작업조직은 기업훈련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 성과배분은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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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변수

1. 자 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성과배분 그리고 교육훈련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이
외에도 사업체의 다양한 속성들을 조사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적합하다. 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 크기는 총 3,431개 사
업체인데,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참여적 작업조직은 주로 제조업에서 활용하는
경영관행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제조업체는 총 1,453개
인데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1,425개 사업체이다.

2. 변 수
가. 종속변수
교육훈련은 근로자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근로자 1인당 연간 교육훈련비
용, 그리고 전체 근로자 대비 교육훈련 수혜 근로자 비율인 교육훈련 수혜율의
세 가지 변수로 측정했다. 2015년 사업체패널은 2015년 1년 동안 법정 교육훈
련을 제외하고,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해서 1인당 연간교육훈련
시간, 연간 교육훈련비용, 그리고 교육훈련 수혜율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종 교육훈련은 ‘향상훈련, 양성훈련, 현장훈련(OJT),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인당 교육훈련시간은 법정 교육훈련시간을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공
식적인 교육훈련시간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인당 교육훈련시간을 2015년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시간 전체를 전체 근로자 수(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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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 포함)로 나눈 값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9.04 및 13.54시간이다. 인당 연간 교육훈련비는 2015년 1년
동안 교육훈련에 지출된 총비용을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며, 단위는 만 원이다.
교육훈련비용에는 강사비, 수강료 등 관련 비용과 시설 및 장비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만, 법정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된다. 이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 8.51 및 29.40만 원이다.
훈련 수혜율은 앞서 두 가지 교육훈련지표와는 달리 사업체 내 근로자들이
얼마나 교육훈련을 골고루 받는지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10명의 근로자만 100시간씩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나, 100명의 근로자 모두 10시간씩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당 교육훈련시간은
10시간으로 동일하지만 훈련 수혜율은 각각 10%와 100%로 크게 다르다. 수혜
율은 2015년 1년 동안 법정교육훈련을 제외한 각종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 수
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다. 이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6.92 및 33.84 퍼센트이다.

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독립변수인 참여적 작업조직은 제안활동, 소집단활동, 전사적 품질관리활동
이라는 세 가지 참여적 작업관행의 합산지수로 작성하였다. 세 가지 작업관행
은 근로자들이 개선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측정
하는데, 참여적 작업조직의 대표적인 지표들로서 활용되고 있다(MacDuffie &
Kochan, 1995; Osterman, 1995).
제안활동은 제도 유무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제안활동에 얼마나 참여
하는지를 측정하고자 인당 제안건수로 측정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2015년
1년 동안 업무개선 관련 총 제안건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근로자 수
로 나누어 인당 제안건수 변수를 작성하였다. 제안활동이 없거나 총 제안건수
가 제로(0)라고 응답한 경우 인당 제안건수는 제로(0) 값을 갖는다. 이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52 및 2.81이다. 소집단활동은 이를 실시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아쉽게도 사업체패널조사에는 소집단활동 실시
여부 이외에 소집단활동에 근로자 참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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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이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39 및 0.49이다.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은 이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2015년 말 기준 전사품질관리 프로그램(식스 시그마, TPM, TQM 등 포함, 명
칭 무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중은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비중은 20~40%나 60~80%와 같이 구
간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20~40%의 경우 30%와 같이 각 구간의 중앙값을 취
하여 변수를 작성하였다. 이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5.89 및 37.28이
다. 이상 세 가지 참여적 작업관행의 척도(scale)가 각각 달라서 표준화한 값을
합산해서 참여적 작업조직지수를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변수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각각 제로(0) 및 2.04이다.
조절변수인 성과배분은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서 제도 유무가 아니라 2015년 성과배분을 실시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작성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성과배분제도를 “기업․공장 및 부서단
위의 경영성과가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집단적으로 근로자에게 현
금이나 주식 등의 형태로 사후적으로 집단적 성과급(이익배분, 경영성과배분,
연말성과급, 연말일시금 등으로 지칭)을 배분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이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5년 성과배분 실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성과배분
제도가 있으면서 2015년에 성과배분을 실시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해서 성과
배분 변수를 작성하였다. 이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19 및 0.39이다.

다. 통제변수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업장 특성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사
업장 규모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들은 복잡하지만, 규모는 교육훈련에 투
자할 여유 자원과 정(+)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교육훈련 자체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 정(+)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전체 근로자 수인데, 여기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직접고용 비정
규직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비전형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업장의 업력, 즉 사업장 연령도 교육훈
련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생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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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축적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교육훈련에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신생조직의 취약성(liability of newness)을 감안하
면 정반대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사업장 업력은 2015에서 사업장 설립연도
를 차감해서 작성하였다. 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훈련투자 자금에 여유
가 있을 수 있고, 제도적 압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투자
를 많이 할 수 있다. 상장 여부는 2015년 말 기준 코스닥, 코스피, 코멕스에 상
장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노동조합과 교육훈련투자 간의 관계
는 설명논리 및 실증연구 결과도 복합적이지만, 교육훈련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노동조합 변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1의 값
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고령인력의 비중이 높으면 교육훈련투자가 낮을 수 있다. 고령인력의 경우
교육훈련투자의 회임 기간이 짧아서 기업 측이 훈련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고, 고령인력의 경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의 적응 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
들도 있다. 고령인력 비중은 전체 근로자 중 만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으로 측
정하였다. 여성 인력의 비중도 교육훈련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남녀 간
임금격차가 상징하듯이 여성 인력의 비중은 2차 노동시장의 지표일 수 있다.
통상 비정규직 근로를 주로 숙련수준이 낮은 단순업무에 활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교육훈련투자는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패널에서 교육훈련 관련 항목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과 교육훈련투자는 통상적인 예측과는 정반대
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단순업무에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정
규직 담당업무의 숙련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규직에 한정하면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 근로자 대비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간접고용 비정규
직에는 파견, 하청/용역, 일용 근로자가 포함된다.
이직률이 높은 경우 교육훈련투자의 회수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훈
련투자 유인이 감소한다. 이직률은 2015년 이직자 수를 2015년 말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내 업종 특성도 교육훈련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화학 공업의 경우 경공업에 비해서 자본집약도가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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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훈련에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전기전자 업종은 기술변화가 빠른 업종이
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기업 측의 수요가 높을 수 있다. 제조업 내 업종 더미변
수는 표준산업분류 9차의 두 자리 산업코드에서 중공업은 23, 24, 25, 29, 30,
31번, 화학은 19, 20, 21, 22번 전기전자는 26, 27, 28번 코드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표 1>은 변수작성 내역과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변수 작성내역과 기술통계
변수

작성내역

평균

표준
편차

인당훈련시간

연간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시간

9.04 13.54

인당훈련비용

연간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용(만 원)

8.51 27.40

훈련수혜율

연간 전체 근로자 중 교육훈련 수혜 근로자 비중(%) 26.92 33.84
아래 세 가지 관행의 표준화 값 합산지수

0.00

2.04

제안활동

근로자 1인당 제안 건수

0.52

2.81

소집단활동

소집단활동 실시 여부

0.39

0.49

전사품질관리

전사품질관리활동 참여 근로자 비중

참여적작업조직

성과배분

성과배분제도 있고 2015년 성과배분 실시=1

25.89 37.28
0.19

0.39

4.61

1.04

사업장규모

전체 근로자 수의 로그 값

사업장업력

2015-사업장 설립연도

상장여부

코스피, 코스닥, 코멕스 상장=1

0.22

0.41

노동조합

노동조합 있음=1

0.23

0.42

고령인력비중

전체 근로자 중 55세 인력의 비중

0.13

0.14

여성비중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

0.25

0.22

비정규직비중

전체 근로자 중 직접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0.10

0.40

이직률

2015년 총이직자를 전체 근로자로 나눈 값(%)

0.16

0.23

중공업

표준산업코드 23, 24, 25, 29, 30, 31=1

0.37

0.48

화학

표준산업코드 19, 20, 21, 22=1

0.17

0.37

전기전자

표준산업코드 26, 27, 28=1

0.20

0.40

21.93 14.12

<표 2>는 위에서 설명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참여적 작
업조직 및 성과배분과 교육훈련 변수 간 관계를 보면, 참여적 작업조직은 인당
교육훈련시간, 인당 교육훈련비용, 훈련수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p<.001), 성과배분 역시 세 가지 교육훈련 변수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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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5

.147
.309
.188
.277
.290
-.058
-.130
.067
-.078
.006
.039
.004

.181
.066
.205
.147
-.075
-.082
.008
-.033
.016
.055
-.063

.319
.488
.507
-.137
-.131
.072
-.073
.066
.011
-.019

.270
.377
.064
-.105
.046
-.091
-.047
.020
-.105

.369
-.118
-.150
.066
-.099
-.041
.065
.039

-.031
-.240
.076
-.151
.055
.003
-.125

.126
-.022
-.057
.009
-.032
-.169

-.085
.137
-.298
-.007
.065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1
1. 인당훈련시간
2. 인당훈련비용
3. 훈련수혜율
4. 참여적작업
조직
5. 성과배분
6. 사업장규모
7. 사업장업력
8. 상장여부
9. 노동조합
10. 고령비중
11. 여성비중
12. 비정규비중
13. 이직률
14. 중공업
15. 화학
16. 전기전자

2

3

12

13

14

.342
.581 .334
.251 .178 .236
.211
.262
.126
.227
.195
-.153
-.132
.027
-.124
-.038
.032
.063

.210
.102
.080
.171
.096
-.067
-.111
.025
-.055
-.028
.035
.012

.210
.355
.156
.303
.277
-.128
-.150
.047
-.143
-.035
.072
-.023

.057
.034 -.007
.008 -.049 -.342
-.043 .074 -.381 -.224

주 : r｜>=0.091, p<.001,｜r｜>=0.072, p<.01,｜r｜>=0.055, p<.05. N=1,425.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p<.001). 나머지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대
체로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은 관계들을 보인다. 중공업 더미변수는 예상과는 달
리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노동조합은 교육
훈련 변수들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비정규직 비중은 교육훈련 변수
들과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인 참여적 작업조직과 교육훈련 간의 관계를 성과배분제가 조절하는지 여부는
뒤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Ⅳ. 분석 결과

<표 3> ~ <표 5>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표 3>은 인당 교육훈련시
간, <표 4>는 인당 교육훈련비용, <표 5>는 훈련수혜율이 종속변수이다. 교육
훈련 변수의 경우 제로(0)가 많기 때문에 선형회귀분석이 아니라 좌측 절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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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성격을 반영해서 토빗(Tobit)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결과 해
석의 편의를 위해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산출해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각 독립변수의 추정 계수는 선형회귀분석에서와 같이 독립변수 1단위 변화 시
종속변수의 변화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각의 표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상적인 분석절차와 같이 모형 1
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추정결과이고, 모형 2는 여기에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추정결과이며, 모형 3은 조절변수의 효과를 보기 위해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추정결과이다. <표 3>의 조절회귀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참여적 작업조직과 성과배분은 인당교육훈련시간과 유의한 정
<표 3> 참여적 작업조직 및 성과배분과 인당 교육훈련시간
종속변수 : 인당 훈련시간
모형 1
한계효과

모형 2
표준
오차

한계효과

모형 3
표준
오차

한계효과

표준
오차

사업장규모

3.999 *** 0.716

3.761 *** 0.708

3.654 *** 0.705

사업장업력

0.044

0.046

0.049

0.045

0.048

0.045

상장여부

3.320 ** 1.601

2.318

1.591

2.358

1.585

0.399

1.681

0.141

1.674

0.676

노동조합
고령인력비중

1.700

-24.633 *** 4.893
-9.936 *** 3.147

여성비중
비정규직비중

0.424

1.468

-12.133 *** 3.095

이직률

-23.198 *** 4.827 -22.410 *** 4.797
-9.318 *** 3.111
0.593

1.452

-9.356 *** 3.100
0.413

1.441

-12.512 *** 3.101 -12.894 *** 3.116

-1.465

1.642

-1.343

1.622

-1.169

1.615

화학

2.432

1.856

2.232

1.833

2.254

1.825

전기전자

3.349 *

1.827

3.990 **

1.807

4.084 **

1.800

참여적 작업조직

1.501 *** 0.296

1.369 *** 0.293

0.891 **

0.356

7.908 *** 1.450

7.148 *** 1.322

중공업

성과배분
참여적작업*성과배분

LR Chi Square
N

1.356 **
263.4***

292.9***

0.569

301.9***

1,425

주 : 토빗회귀분석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결과임. ***p<.01, **p<.05, *p<.1
(양측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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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보인다. 모형 2를 기준으로 관계의 크기를 살펴보면 참여적 작업
조직 1단위 증가와 성과배분 실시는 각각 인당 교육훈련시간은 1.4시간과 7.9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참여적 작업조직과 성과배분
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의한 정(+)으로 나타나 성과배분의 조절효과도 확인
되었다. 즉 성과배분이 없는 경우보다 성과배분이 있는 경우에 참여적 작업조
직이 인당 교육훈련시간을 유의하게 많이 증가시킨다. 다만 성과배분의 독립변
수로서의 효과도 함께 관찰되기 때문에 순수조절변수가 아닌 유사조절변수로
기능하고 있다(Sharma & Gur-Arie, 1981).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금액을 의미하는 인당 교육훈련비에 대한 조절회귀분
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2를 기준으로 참여적 작업조직과 성과배분이 인
당 교육훈련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참여적 작업조직 1단위 증가와 성
<표 4> 참여적 작업조직 및 성과배분과 인당 교육훈련비
종속변수 : 1인당 교육훈련비용
모형 2

모형 1

사업장규모
사업장업력
상장여부
노동조합
고령인력비중
여성비중
비정규직비중
이직률
중공업
화학
전기전자
참여적 작업조직
성과배분
참여적작업*성과배분

LR Chi Square
N

한계효과

표준
오차

4.030 ***
0.094
11.172 ***
-1.132
-34.685 ***
-25.204 ***
1.031
-14.415 **
-3.485
4.703
2.484
2.801 ***

1.429
0.092
3.177
3.398
9.765
6.353
2.929
5.977
3.290
3.703
3.668
0.589

180.1***

한계효과

3.442
0.107
8.776
-1.812
-31.112
-23.734
1.427
-15.175
-3.231
4.214
4.034
2.476
19.082

**
***
***
***
**

***
***

224.1***

표준
오차

모형 3

한계효과

표준
오차

1.404
3.309 ** 1.402
0.090
0.105
0.090
3.135
9.294 *** 3.131
3.340 -2.293
3.334
9.571 -29.915 *** 9.529
6.243 -24.242 *** 6.233
2.882
1.089
2.865
5.976 -15.592 *** 6.006
3.231 -2.911
3.223
3.635
4.340
3.627
3.607
4.109
3.599
0.579
1.108
0.709
2.854 14.498 *** 2.620
3.919 *** 1.123
228.2***

1,425

주 : 토빗회귀분석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결과임. ***p<.01, **p<.0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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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배분 실시는 각각 인당 교육훈련투자를 2만 5천 원과 19만 원 정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당 교육훈련시간과 같이 성과배분 실시의 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 3의 참여적 작업조직과 성과배분의 상호작용항의 계
수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성과배분이 참여적 작업조직과 교육
훈련투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배분을 실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참여적 작업조직이 인당 교육훈련투자를 유의하게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표 3>의 인당 교육훈련시간
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상과 같이 사업장 규모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고령인력 비중, 여성 비중, 이직률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5>는 훈련수혜율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1을 보
<표 5> 참여적 작업조직 및 성과배분과 훈련수혜율
종속변수 : 훈련수혜율
모형 2

모형 1
한계효과

표준
오차

한계효과

표준
오차

모형 3
한계효과

표준
오차

12.691 *** 1.774
12.200 *** 1.761 11.938 *** 1.761
사업장규모
사업장업력
0.024
0.114
0.036
0.113
0.029
0.112
상장여부
12.667 *** 3.969
10.552 *** 3.959 10.396 *** 3.955
노동조합
5.005
4.208
4.430
4.176
3.937
4.173
고령인력비중
-49.360 *** 11.911 -46.390 *** 11.801 -44.693 *** 11.775
여성비중
-25.656 *** 7.762 -24.401 *** 7.702 -24.101 *** 7.702
비정규직비중
2.111
3.608
2.473
3.582
1.911
3.569
이직률
-29.592 *** 7.626 -30.349 *** 7.651 -31.624 *** 7.722
중공업
-7.402 *
4.052
-7.153 *
4.018 -6.793 *
4.014
화학
5.783
4.580
5.367
4.542
5.346
4.536
전기전자
-1.504
4.530
-0.164
4.500 -0.128
4.496
참여적 작업조직
2.545 *** 0.735
2.263 *** 0.731
1.917 **
0.890
성과배분
16.802 *** 3.617 16.645 *** 3.299
참여적작업*성과배분
0.992
1.424
LR Chi Square
N

301.2***

322.7***

328.4***

1,425

주 : 토빗회귀분석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결과임. ***p<.01, **p<.0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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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참여적 작업조직은 훈련수혜율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모형 2
를 기준으로 참여적 작업조직과 성과배분이 훈련수혜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참여적 작업조직 1단위 증가와 성과배분 실시는 각각 훈련수혜율을 2.3%
와 16.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참여적 작업조직과 성과배
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성과배분의 조절효
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인당 교육훈련시간이나 인당 교육훈련비의 경우 성과배
분의 조절효과가 관찰되지만 훈련수혜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앞서
인당 교육훈련비와 거의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사업장 규모나 상장사의
경우 훈련수혜율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고령인력 비중, 여성
비중, 이직률은 반대로 훈련수혜율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3>의 인당 교육훈련시간과 <표 4>의 인당 교육훈련 비용의 경우 참여적
작업조직과 성과배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2)
[그림 2] 상호작용효과 도시

2) 참여적 작업조직은 평균에서 표준편차 만큼씩을 가감한 값으로 낮음과 높음의 값을 산정
하였다. 추정값은 편의상 가장 낮은 값을 1로 둘 때의 상대지수로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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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함의

참여적 작업조직은 기업훈련을 증가시키는 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주목을 받
았고, 성과배분은 훈련투자의 과실을 공유하겠다는 기업 측의 사전 약속 장치
로서 훈련을 둘러싼 홀드업 문제를 완화해서 기업훈련을 증진시킨다는 최근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의 관계에 있어서 성과배
분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였다. 참여적 작업조직이 기업훈련의 수요 요인으로 기
업훈련을 증가시키겠지만, 훈련에 있어서 홀드업 문제를 완화하는 장치인 성과
배분이 있는 경우에 참여적 작업조직이 기업훈련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2015년 사업체패널자료의 제조업체 표본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 참여적 작업조직이 인당 교육훈련시간 및 인당 교육훈련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성과배분이 조절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즉 성과배분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성과배분을 실시한 경우에 참여적 작업조직이 인당 교
육훈련시간이나 인당 교육훈련투자를 더 많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훈련수혜율의 경우 성과배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참여적 작업조
직과 성과배분이 각각 독립변수로서 훈련수혜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역할 확대를 수반하는 참여적 작업조직은 더 넓고 더 깊은 숙련을 요
구하기 때문에 기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참여적 작업조직의 잠재
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훈련에 있어서 홀드업 문제가 발생한
다면 이를 완화하는 지배장치가 구비되지 않으면 참여적 작업조직이 요구하는
만큼 훈련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의 관계를 성과배분이 조절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을 설정하였고, 실증분석에서 훈련시간과 훈련투자금액의 경우 이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성과배분과 기업훈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
대한다는 의의가 있다. 즉 최근 몇 편의 연구가 성과배분이 기업훈련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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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훈련에 있어서 홀드
업 문제 완화장치로서 성과배분의 조절변수 역할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나아
가 훈련을 넘어 혁신과 같은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성과배분의 독립
변수 효과만이 아니라 조절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의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성과배분
이 조절효과를 낳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참여적 작업시스
템 연구에서 참여적 작업조직의 보완재로서 인사관리 관행의 역할에 주목했지
만, 홀드업 문제를 완화하는 지배장치로서 성과배분제도의 효과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작업시스템 지수에 묻혀 주목
받지 못했던 성과배분 등 작업시스템의 개별 관행들의 효과에 재차 주목할 필
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어서 관련해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과배분제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측정된 것이어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성과배분은 수준도 전사부터 부서 단위
까지를 포괄하고 이익배분만이 아니라 성과공유(gain-sharing)도 포함하는 광범
위한 개념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성과배분제를 보다 엄밀하
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할 것이다. 훈련시
간이나 훈련투자와는 달리 훈련수혜율의 경우 성과배분의 조절효과가 발견되
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절변수의 정의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 또는 논리적인 문제이기는 하
지만(Sharma et al., 1981), 기업훈련에 있어서 성과배분이 독립변수인가 아니
면 조절변수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사업체패널에서 훈
련 측정을 비롯해서 시계열 자료가 구비된다면 패널분석을 통해 변수 간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며, 사업체패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조사자료를 통해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개인 자료를 활용해서 검증해보는 것도 추후 연구과제이다.

150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참고문헌

김동배․김주섭․박의경(2003).「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 교육훈련」.『노동정
책연구』3 (1) : 233~262.
김동배․이인재(2017).「성과배분과 기업훈련」.『사업체패널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김동배(2009).「노동조합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산업관계연구』
19 (4) : 71~98.
Azfar, O., and S. Danninger(2001), “Profit-sharing. employment stability, and
wage growth.”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 (3) : 619~630.
Felstead, A., D. Gallie, F. Green and Y. Zhou(2010). “Employee involvement, the
quality of training and the learning environment : An individual leve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1 (10) :
1667~1688.
Frazis, H., M. Gittleman and M. Joyce(2000). “Correlates of training : An analysis
using both employer and employee characteric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 (3) : 443~462.
Gielen, A. C.(2011). “Profit sharing for increased training investment.”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9 (4) : 643~665.
Green, C. P., and J. S. Heywood(2011). “Profit sharing, separation and training.”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9 (4) : 623~642.
Kraft, K., and J. Lang(2013). “Profit sharing and training.” Oxford Bulletin of
Economic and Statistics 75 (6) : 940~961.
Lynch, L. M., and S. E. Black(1998). “Beyond the 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training.”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2 (1) : 64~81.
MacDuffie, J. P., and. T. A. Kochan(1995). “Do U.S. firms invest less in human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 성과배분의 조절효과(김동배) 

151

resources? Training in the world auto industry.” Industrial Relations 34 (2) :
147~168.
Mishra, V., and R. Smyth(2012).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and workplace
training in China: Evidence from matched employee-employer data.” Discussion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Monash University.
O’Connell, P. J., and D. Byrne(2012).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training at
work : bringing the workplace back 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
(3) : 283~300.
Osterman, P.(1995). “Skill, training, and work organization in American establishments.”
Industrial Relations 34 (2) : 125~146.
Parent, D.(2004). “Incentives? the effect of profit sharing plans offered by previous
employers on current wages.” Economics Letters 83 : 37~42.
Sharma, S., R. M. Durand and D. Gur-Arie(1981).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 : 291~300.
Turner, L.(1991). “Democracy at Work : Challenging World Markets and the
Future of Labor Unions.” Ithaca, N.Y. : Cornell Univ. Press.
Whitfield, K.(2000). “High-performance workplaces, training, and the distribution
of skills.” Industrial Relations 39 (1) : 1~25.

152

 노동정책연구․2018년 제18권 제4호

abstract

High-involvement Work Organization and Firm Training:
Moderating Effect of Profit-sharing
Kim, Dong-Ba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regarding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HIWPs)
and firm training HIWP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firm training. Also a few studies
found out that profit-sharing is positively related with firm training. This study
proposed that profit-sharing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IWPs and
firm training. Using ‘2015 Workplace Panel Survey’ by Korea Labor Institute,
this study teste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fit-sha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WPs and firm train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HIWPs and profit-sharing
were both positively related with all three indicators of firm training, training hour
per employee, training expenditure per employee, and training coverage. And in
case of training hour per employee and training expenditure per employee
profit-sharing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IWPs and firm
training. I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our study and proposed further research
questions.

Keywords :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profit-sharing, firm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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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석진홍․박우성)
▪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과제(양동
훈)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를 중심으로(옥지호)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
사점(유길상)
▪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문기섭․장영철)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
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중심으로(장우찬)

서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윤자영․홍민기)
▪근로자참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주형․이영면․
이윤상)

◐ 제15권 제1호(2015년 3월)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
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서정희)

◐ 제14권 제2호(2014년 6월)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
性) :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지
배․개입) 주체의 해석(류문호)
▪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
적 시사점(임상훈․박용철)
▪ 산재보험 장해연금 수급자 생명표 개발
연구(정홍주․전용범․이현복)
▪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다양성과 조정성과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문지선)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충족과
고용(박천수)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직종 파악을 위
한 탐색적 연구(김동현)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적 특징과 작업장
노사관계 연구(김주희)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심재진)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
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조성호․변수정)
▪파업발생 결정요인 패널분석(김정우․송민

위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김
혜원)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김혜진)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관
한 실증분석(남성일․전재식․김진웅)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이용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인분석: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강금봉)
▪저임금 상태의존성 분석(신우진)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그 결정
요인(김혜진)
▪잡 크래프팅의 선행요인과 일 관련 결과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
관계에 대한 함의: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중심으로(신은종)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현장관리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적 보상(김동배․김기태)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박은
정)

▪차등적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대적 임금수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옥지호)
▪의중- 시장임금 갭이 대졸자 첫 취업까지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최기성)
▪직무분석을 활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사명철)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수학실력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녀 임금격차를

고령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재
원․유규창)
▪역할급의 이론적 검토와 시사점(박우성․이
병하)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보험을 중심으로(이병희)
▪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전인․오선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식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노동조합과 노사
협의회 관계를 중심으로(최준하․이영면)
▪감정노동과 노동법(박은정)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
동 미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박지은․권순만)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박은선․김지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 직무만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성지영․남은영․홍두승)
▪이직으로 행복해지는가? KLIPS를 이용한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김기선)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
(이병훈․신광영․송리라)
▪장시간 근로와 조직: 초과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신희연․한보영)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김태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관한

▪가구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소득 불평등 연
구(안서연)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김남
현․이해춘․김승택)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수도권․비
수도권을 중심으로(이종수)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 전략: 브라질 현
대자동차의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김동원)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이기일․강을영)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 제17권 제3호(2017년 9월)
◐ 제17권 제1호(2017년 3월)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고용구조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
용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양지연)
▪직무만족, 생활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생활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절효
과를 중심으로(박재춘)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요
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
로(김정은․강경주․이영면)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최은영)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장윤섭․양준석)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박미희)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조
선주․민현주)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
는 효과 분석(박문수․이경희․김종호)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
용성과 비교연구(남재욱)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박선영)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을 대상으로(김우영․이정만)
▪영유아기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업훈련과 이직: 직업훈련은 과소공급되고

영향(최경덕․안태현)

있는가?(유경준․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

◐ 제18권 제3호(2018년 9월)

을 주는 요인(김나영)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 후

▪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정책설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계에서의 쟁점 진단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매개역할(박재춘)

중심으로(김태욱)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
안에 관한 소고(김태욱)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홍종
윤․이준구)

◐ 제18권 제1호(2018년 3월)

▪TMT-종업원 임금격차와 조직성과(김재
엽․최장호)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
향: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및 상호작용 공정
성의 매개효과(강수돌)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의 관계: 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
의 조절효과(옥지호․박오원)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
향: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유혜림)
▪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양정승)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과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신영민)

◐ 제18권 제2호(2018년 6월)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
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오승연․김
효진․홍세희)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이상아․이승윤)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과 고용관
계 성과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사례와
함의(정흥준․노성철․김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