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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교육훈련 요인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업무능력 
향상, β=.336),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β=.-.256),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통신강좌, β=.334)으로 모두 p<.05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직업교육훈련 시간, 직업
교육훈련 목적,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에 따른 집단 간 임금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교육
훈련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직
업교육훈련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직업교육훈련, 노동시장, 청년층, 취업자, 임금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job-training on youth employees’ wage by 
analyzing panal data.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ive of job-training(enhancing job performance, β
=.336), satisfaction of job-training(β=.-.256) and the type of job-training(cyber lecture, β=.334) significantly 
affected youth employees’ wage. Also,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hour of job-training, objective of 
job-training and satisfaction of job-training significantly affecte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is study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 to prepare effective job-training policy by confirming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job-training on youth employees’ wage and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job-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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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는 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끊임없

는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특히 청년세 의 실

업률은 세계 으로 높은 수 이며 구직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한 입직 경쟁은 매우 치열

하며 취업 비생들은 학 , 어학성 , 각종 자격증, 학  

취득, 동아리 활동 등 이른바 ‘스펙’을 쌓기 해 다방면

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직무와 직결되는 교육훈련을 받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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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감소시키고 투자비용 

비 높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취업 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정부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구직 의

지가 있는 실업자와 직무수행능력 향상  자기계발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 모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

수의 연구에서 직업교육훈련 경험의 정  효과가 나타

났다.

2. 이론적 배경

2.1 직업교육훈련

훈련(訓鍊)이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일

반 으로 직업훈련(Job-Training)이란 "기술  육체 인 

직업의 일정한 목표와 기 에 도달되는 능력 습득을 

한 반복 인 행 "로 정의되고 있다(정택수, 2008)[1].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1960년 부터 수출을 통

한 산업화에 주력하면서 경제발  정책에 맞추어 국가 

주도, 정부 주도형으로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 기업체노동비용 황을 보면 기업규모별 1인

당 총노동비용  교육훈련비의 비율은 기업 0.81%, 

소기업 0.27%로 1% 미만으로 매우 조하며 소기업

은 기업의 1/3 정도만 교육훈련비로 지출하고 있어 기

업규모별 교육훈련 투자비용의 격차가 나타났다(고용노

동부, 2014)[2].

한 2013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황을 보면 총 직

업교육훈련 참여자 4,102명  재직자향상훈련 참여자가 

3,616명(88.21%)으로 가장 많았고 실업자 책직업훈련은 

451명(11%), 기타 35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자향

상훈련에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유 휴가훈련, 근

로자 수강지원 , 학자  부, 시설·장비 부, 소기업

컨소시엄 등이 포함되며 실업자 책직업훈련에는 재취

업훈련과 인력개발훈련 등이 포함된다. 기타 훈련에는 

다기능기술자 훈련  훈련교사양성훈련 등 기능인력양

성훈련이 포험된다(고용노동부, 2014)[3].

이처럼 직업교육훈련에 한 투자 인식  여건이 충

분하지 않고 재직자 훈련에 편 된 재의 직업교육훈련 

양상은 임 격차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고착

화시키고 사회  약자나 소기업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

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noke and Kalleberg(1994)는 조직의 특성과 직업훈

련 선택의 계에 해 정리했는데, 규모가 큰 기업일수

록 노동자를 통제하는 데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교육 필

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선택에 정 인 반면, 

노조는 기존 노조원의 노동생산성 증가와 신입 노동자의 

생산성 증가 억제 필요성 사이에서 훈련에 부정 인 입

장을 가지는 편이라고 하 다. 한 내부 노동시장이 활

성화되어 내부에서 리자를 선발하는 조직은 내부 조직

원에 한 훈련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하나, 2015)[4,5].

2.2 임금

임 (賃金, Wage)이란 근로자가 노동의 가로 받는 

보수를 의미하며 인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에 따르면 임 은 개인의 능력, 기술 숙련수  등 노동의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

다(주미연, 2006)[6]. 

Ashenfelter(1978)의 미국의 직업훈련 교육생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후의 임 이 최소 $300

부터 $1,500정도까지 차이가 나타나 직업훈련 참여자의 

유의한 임 상승효과를 확인했으며, Blalock(1990)은 직

업훈련이 참여자의 고용가능성 상승, 복지 여를 감소시

킬 정도의 소득 상승, 취업의 지속성 유지 등의 효과를 

보임을 입증하여 이러한 인 자본이론을 더욱 뒷받침하

다(이서윤, 2012)[7,8,9].

한편 분 노동시장이론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  결정의 구조  문제를 비 하며 등장하 으며 

노동시장이 기업 외부와 내부로 분 (Segmented)되어 

있어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  격차의 원인이 된다

고 설명하 다(Kaufman and Hotchkiss, 2003)[10].

3. 선행연구

이서윤(2012)의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이후 취업자를 

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집단의 평

균 임 수  회복기간은 189주 며 직업훈련 미경험집단

의 평균 임 수  회복기간은 153주로 36주(약 9달)의 차

이가 나타났다. 한 이  임 수  회복확률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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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인은 직업훈련의 참여여부, 결혼지 , 연령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자이거나 연령이 높은 세 일수록 

재취업 욕구가 높아 직업훈련에 참여했으나 가족의 생계

를 해 곧바로 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직업

훈련 분야와 괜찮은 일자리의 연계가 더 효과 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다[9]. 

박지 (2014)은 직업훈련 형태에 따른 임 효과 분석

결과 정부 주도 직업훈련의 경우 남성의 임  상승 효과

는 약 12〜39%, 여성은 약 23〜46%로 나타났으며 민간 

주도 직업훈련의 경우 남성의 임 효과는 약 21〜31%, 

여성의 임 효과는 약 20〜48% 수 으로 직업훈련 참여

가 여성의 임 상승에 더 효과 임을 확인하 다. 한 

직업훈련은 학력자의 임 상승에 더 효과 이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임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11]. 

김하나(2015)의 연구에서는 노동패 자료 분석결과 

직업훈련은 임 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경

향이 확인되었으며 노조에 가입한 경우, 남성인 경우, 기

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임 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교육수 이 높아질수록 

직업훈련의 효과가 증가했으며, 교육수 에 따라 직업훈

련의 참여확률도 높아졌다. 즉,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 

임 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은 그룹일

수록 직업훈련의 임 상승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5]. 

즉, 선행연구를 요약하자면 직업훈련 참여 시 이  임

수  회복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직업훈련의 임 상승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 성별, 혼인상태, 연령, 교육수  

등의 개인  특성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 로 직

업교육훈련 경험이 청년층 취업자의 임 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임 이 높

을 것이다.

H2: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임 이 높을 

것이다.

H3: 직업교육훈련 방법은 임 수 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4: 직업교육훈련 기  유형은 임 수 에 향을 미

칠 것이다.

H5: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 은 임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H6: 직업교육훈련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임

이 높을 것이다.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2013년 청년패

(Youth Panel)조사’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  ‘청

년층’은 15～29세를 의미하며 2007년 최 로 구축한 청

년패 을 추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 다.  

청년층 패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취업자 80

명을 상으로 종속변수를  직장 임 , 독립변수를 직

업교육훈련 요인(직업교육훈련 횟수, 직업교육훈련 방법, 

총 직업교육훈련 시간, 직업교육훈련 수강기 , 직업교육

훈련을 받은 목 ,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으로 설정하

여 IBM SPSS Statistics 19로 빈도분석과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사용한 변인 구성  

련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Spec. Composition of the Variables

Job
Training 
Factors

Number of 
training

sequence: The number of times(times)

Training 
method

dummy: 000=collective training, field 
training=100, 010=remote training, mixed 
training=001

Total 
training time

Continuous: Time

Training 
institute

dummy: 00000=public training institution, 
10000=private training institution, 01000=field, 
00100=business training institute/training 
centers, 00010=university/Junior college, 
00001=correspondence course

Receivedtrai
ningpurposes

dummy: 00 = (re)employment,businessskills
= 10, 01 = Certification

Training aid 
approximately

Continuous:1 =Notat allhelpful~ = 
5beingextremely helpful(5point scale) 

Current job wage Continuous: Amount(won)

<Table 1> Composition of the Variables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52.5%), 여성(47.5%)으로 비교  균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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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 M SD

Gender
Male 42 52.5

- 0.503
Female 38 47.5

Age 80 100.0 29.04 3.354

Education

< High school 7 8.8

- 0.653Junior College 21 26.3

> University 52 65.0

Marital Status
Single 63 78.8

- 0.412
Married&etc 17 21.3

Household Income 80 100.0 5317.03 2831.346

Number of training 80 100.0 1.59 1.015

Training
method

Collective 
training

48 60.0

- 0.976
Job training 15 18.8

Remote 
training

11 13.8

Mixed training 6 7.5

 Total training time 80 100.0 46.74 69.641

Training 
Institution

Public training 
institution

11 14.1

- 1.439

Private training
institution

26 33.3

Field 16 20.5

Business 
institution

15 19.2

University 3 3.8

Correspondence 
course

7 9.0

Purpose of 
Training

(re)Employment 13 16.3

- 0.622
Performance 
improvement

60 75.0

Certificate 7 8.8

Helpfulness of Training 80 100.0 3.86 0.853

Current job wage 80 100.0 2162.746 1892.87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으며 평균 연령은 29.04세 다. 최종학력은 졸이상

(65%)- 문 졸(26.3%)-고졸이하(8.8%) 순이었으며 미

혼(78.8%)이 기혼 등(21.3%)보다 많았다. 가구 총 근로소

득 평균은 5,317만원이었으며  직장 평균 임 (연 )은 

2,163만원이었다. 평균 직업교육훈련 횟수는 1.59회 으

며 교육훈련 방법은 집체훈련(60%)- 장훈련(18.8%)-

원격훈련(13.8%)-혼합훈련(7.5%) 순이었고, 평균 교육훈

련 시간은 46.74시간이었다. 교육훈련 수강기 은 민간훈

련기 (33.3%)- 장(20.5%)-사업체훈련기 (19.2%)-공

공훈련기 (14.1%)-통신강좌(9%)- 학/ 문 (3.8%) 

순이었으며, 교육훈련 수강목 은 업무능력향상(75%)-

취업(16.3%)-자격증 취득(8.8%) 순이었고, 교육훈련 도

움정도는 평균 3.86 (5  척도)으로 보통 이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5.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임금 차이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집단 간 유의한 임  차

이가 나타난 항목은 최종학력, 혼인상태, 직업교육훈련 

수강목 이었으며 사후분석결과 졸 이상이 고졸 이하

나 문 졸보다 임 이 더 높았고, 기혼이 미혼보다 임

이 더 높았으며, 직업교육훈련의 목 이 업무수행능력 

향상일 경우 취업 혹은 재취업 목 보다 임 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 평균을 기 으로 상·하 집단으로 나

었을 때 연령,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도움정도에 따른 

임  차이가 확인되었다.

Spec. M SD F
Dunnett 

T3

Age
High 2981.14 1951.542

20.637*** -
Low 1258.20 1352.508

Education

< High school(a) 775.79 1060.267

5.821**
a<c
b<c

Junior College(b) 1423.75 1485.436

> University(c) 2647.89 1955.414

Marital 
Status

Single 1907.77 1753.014
5.699* -

Married&etc 3107.65 2139.669

Training 
time

High 1455.96 1751.052
4.414

*
-

Low 2430.84 1889.518

Purpose of 
Training

(re)Employment(a) 570.13 963.157

5.630** a<b
Performance 

improvement(b)
2571.00 1857.604

Certificate(c) 892.00 1440.144

Helpfulness 
of Training

High 621.79 1018.609
15.725

***
-

Low 2547.98 1868.708

*p<.05, **p<.01, ***p<.001

<Table 3> Wage differences by groups

5.3 직업교육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  회귀분석 결과 F=2.318,  

p<.001으로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R2=0.320로 

모형은 32.0%의 설명력을 보 다. 

청년층 취업자의 임 에 향을 미치는 직업교육훈련 

요인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 (업무능력 향상), 직업

교육훈련 도움인식정도, 직업교육훈련기  유형(통신강

좌)로 모두 p<.0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교육훈련 요인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

이 업무수행능력 향상일 경우 취업/재취업이 목 일때보

다 임 에 더 강한 향을 미쳤으며, 직업교육훈련을 받

은 기 이 통신강좌일 경우 공공훈련기 보다 임 에 더 

강한 향을 미쳤고, 교육훈련 도움정도는 임 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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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ant:

Current job wag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

-dized t p

Β S.E. β

Constant 3764.120 1298.925 2.898 .005

Job
Training 
Factors

Number of 
training

-123.598 213.133 -.066 -.580 .564

Training 
method

Job training -671.228 569.343 -.140 -1.179 .243

Remote 
training

-1799.711 999.728 -.331 -1.800 .077

Mixed 
training

-1019.693 901.234 -.132 -1.131 .262

Training time -1.871 3.444 -.068 -.543 .589

Training 
institution

Private 
institution

531.973 685.172 .133 .776 .440

Field -327.332 780.608 -.070 -.419 .676

Business 
institution

-530.440 772.669 -.108 -.687 .495

University 572.675 1204.295 .058 .476 .636

Correspondence 
course

2210.935 1110.447 .334 1.991 .049

 Purpose of 
training

Job 
Performance

1479.357 604.432 .336 2.448 .017

Certification -34.010 1060.672 -.004 -.032 .975

Helpfulness -571.621 244.077 -.256 -2.342 .022

F 2.318***

R 0.566

R
2

0.320

Revised R2 0.182

***p<.001

<Table 4>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job 
training on Wage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유의한 독립

변인의 β값은 업무수행능력 향상(.336), 통신강좌(.334), 

교육훈련 도움정도(-.256) 순으로 높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횟수, 직업교육훈련 방법, 총 직업

교육훈련 시간은  직장 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 공선성 진단 결과 Durbin-Watson 값이 1.896으

로 기 값인 2에 근 하고 0 는 4에 가깝지 않아 잔차

들 간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

의 공차한계가 0.1 이상, VIF(분산팽창계수) 값이 10 이

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청년층 취업자의 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년층 취업자의 임 에 향을 미치는 직업교

육훈련 요인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 (업무능력 향상, 

β=.336),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β=.-.256), 직업교육훈련

기  유형(통신강좌, β=.334)으로 모두 p<.05 유의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  특성별 임  차이 분석 결과 연령, 최종

학력, 혼인상태, 직업교육훈련 시간, 직업교육훈련 목 ,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에 따른 집단 간 임  차이가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층 취업자의 임 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직업교육훈련 요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설명력에 다

소 한계 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

한 향요인을 탐색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 조 변

수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검증할  다른 종속변수

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실질

인 효과성을 검증하 으며 보다 효과 인 직업교육훈

련 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무 인 시사 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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