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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분포적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혜인

   청년층의 취업난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

부는 청년 실업의 타개책으로 직업훈련을 비롯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기에 보유한 교육 및 기술 수준은 일생의 직업기

회에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일수록 숙련을 쌓을 기회에서 소외되기 쉽

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고용정책이자 사회안전망의 기

능을 한다. 많은 학자는 현대 기술정보사회에서 숙련의 계층화가 소득의

계층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앞서 교육과 훈련을 보편적으로 제공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은 특히 취약한 집단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을 목표로 하기에, 훈련의 총효과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누구에게서 얼

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선 직업훈련의 효과가 참여집단

내부에서 이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직업훈련의 ‘분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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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distributional impact)’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훈련 참여자들을 동질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사업의 평균효과만

측정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분포적 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실업자 직업훈련의 주요 참여집단인 대졸 청년층

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분포적 효

과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사업 참여가 월평균 임금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균효과를 살펴보고, 그 효과가 월평균 임금의

조건부 분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했다. 또한, 훈련 참여 시점에 따라

서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Koenker와 Bassett(1978)이

소개한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참여집단을 훈련 참여 시기에 따

라 두 집단으로 분류한 뒤 미참여집단과 임금 성과를 비교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는

훈련 시기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집단에서만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평균효

과를 검증한 결과,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만이 미참여집단에

비해 임금수준이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장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에선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이 미참여집단보다

임금이 4.2% 높았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훈련을 시작한 집단은 노

동시장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과 통제한 모형 모두에서 훈련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직업훈련 정책이 다른 직접 일자리 창출 정

책과 비교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취업이나 임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장기로 갈수록 부적인 영향이 완화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Kluve et al., 2017; Larsson, 2003). 

둘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임금 상승효과는 임금 중하위 분위에서

발견되었다. 월평균 임금에 대해 10% 분위수부터 25%, 50%, 75%, 90%까

지 총 5개의 분위수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분위수 회귀식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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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 2015년 이전 훈련에 참여한 집

단은 0.25분위에서 미참여집단보다 6.2%, 0.5분위에선 3.8% 임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장요인을 통제하자 2015년 이전 내일배움카드제

에 참여한 집단은 0.1분위에서 미참여집단보다 6.6% 임금이 높았으며

0.25분위에서 3.9% 임금이 높았다. 노동시장요인을 그 자체로 취업 성과

로 보고 과잉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내일배움카

드제 참여는 0.25분위 정도의 임금 하위 분위에서 유의하게 임금을 상승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사업의 총체적 결과

로 측정되었던 내일배움카드제의 평균효과가, 청년층 참여집단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 효과는 임

금의 조건부 분포에서 하위 분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월평균 임금

의 분위별로 훈련효과가 이질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임금효과

가 참여집단의 내부에서 같지 않다는 점, 훈련 시기가 지남에 따라 효과

의 크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훈

련 참여집단의 이질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훈련의 제공 필요성, 훈련의

품질 개선, 참여자에 대한 중장기 추적조사와 지원의 필요성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청년 실업, 임금, 분포적 효과, 

분위회귀분석

학 번 : 2017-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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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형평

성의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사업의 분포적 효

과(distributional impact)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실

업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삼일절(31살까지 취업 못

하면 절대 못 한다)’1)’,‘비계인(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을 반복)2)’등

신조어들은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현실을 보

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월 15~29세의 청년실업률이 10.7%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성인 실업률의 2배를 넘은 것이며 IMF 경제위기 때

수준이다.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부분 실업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 희망자를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020년 6월 기준 26.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4년간‘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

어들면 현재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3)

청년기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성과는 남은 전 생애의 경제활동

과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변금

선, 2018; 이병희, 2002). 청년기에 장기간 실업을 경험하면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상실하고, 이는 경력에 오점(scar)으로 남아 지속해서 취

업의 어려움이나 임금 손실을 겪을 수 있다(박미희·홍백의, 2014; 이병

희, 2002). 청년이 임금 손실을 겪으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지연되고 결

혼, 출산 등 생애 과업 달성이 어려워진다. 부모세대가 청년 자녀를 경

제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이 장기화하면 가계부담이 가중된다. 국가의 관

1) “‘채용절벽’에…자소서포비아ㆍ청년실신시대 등 신조어까지 등장”, 『한국일보』, 

2019.6.26,

2) “계약직 5번 거쳐 또 계약직…평생 ‘비계인’으로 살면 어쩌죠”, 『동아일보』, 

2017.4.18,

3) “에코세대 겨냥 ‘4년짜리 처방’…약발 지속가능성엔 이견”, 『경향신문』,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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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실업 상태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지속하는 청년들이 많아지

면 저출산, 노동 공급의 지체, 장기적인 세수 확보의 문제 등 손실이 막

대하다(박미희·홍백의, 2014; 이서윤, 2014). 즉,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

시장으로 이행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

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일찍이 청년실업을 경험한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정책을 실

시해왔다(Lechner, 2002; Ibarrarán, 2009). 우리나라에서 실업자 직업훈련

은 1998년 외환위기에 당시 크게 확대되면서 실업자들의 인적자원 개발

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이후 고용

노동부는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실행에 있어 산업현장의 기술과 인력 수

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공급자 중심의 훈련 체계를 개선하기 위

해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내일배움카드제(구 직업능력개

발계좌제)’를 도입했다(고용노동부, 2019; 장홍근, 2011). 내일배움카드

제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내에서 스스로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의 도입은 한국의 실업자직업훈련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훈련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자의

훈련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표적인 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으로 꼽힌다. 예산의 규모도 2010년 약 5,000억원에서 2020년

현재 약 9,000억 원대로 증가했으며(일자리위원회, 2019), 현재 고용노동

부의 실업자직업훈련에서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고용정보

원, 2019). 4차산업혁명에 따라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해지고 숙

련형성의 기회가 일종의 ‘권리’로 인식되면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여 계

좌 유효기간을 기존의 1~3년에서 5년까지 늘리고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등 기존에 훈련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상층을 포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렇게 확장을 거쳐온 내일배움카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현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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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체계적인 사업 평가가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제와 같은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평가할 때는 ‘효율성

(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효율성이란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로, 사업의 평균

효과(mean impact)에 주목한다. 형평성이란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했는지 분포적 효과

(distributional impact)를 검토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의 실업자 직업훈

련에 관한 연구는 사업의 평균효과만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 달

성 여부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정책목표 중 하나는 취업취약계층의 인적자본

을 형성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이석

원, 2006; Abadie, Angrist & Imbens, 2002). 사업의 총체적인 성과도 중

요하지만, 참여집단 내부에서 누구에게 그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

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직업훈련 사업의 결과 평균효과가 같을

때, 한 사업은 그 효과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다른 하나는

고소득층을 위주로 발생했다면 전자가 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Friedlander & Robins, 1997).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분포적 효과를 살펴볼 또 다른 이유는 실업자

정책훈련이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재란

의료, 교육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정부가 생산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다(이준구·이창용, 2010). 

숙련의 계층화가 소득의 계층화로 확대될 수 있는 기술정보사회에서 직

업훈련은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할 학습권으로 볼 수 있다(이승

윤, 2019). 가치재를 제공하는 사업은 누가 이를 소비하며, 누구에게 성

과가 배분되었는지가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사업의 총체적 효과만

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Heckman, Smith & Clements, 1997).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업자직업훈련에서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성과를 형평성의 측면에서



- 4 -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제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는 사업의 총체적인 결과물인 평균효과만을 분석했다.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사업의 평가연구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는 직업훈련사업의 분포적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들

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효과가 소득 분위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임을 밝혀냈다(Bitler, Gelbach & Hoynes, 2006; 

Friedlander & Robins, 1997). 그러나 국내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의 분포

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전 연령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이석원

(2006)의 연구가 전부이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직

업훈련 정책인 내일배움카드제가 청년 참여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참여집단 내부에서 이질적인지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내일배움카드제가 형평성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검토

하기 위해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 참여가 임금에 미치

는 영향을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선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월평균 임금에 미

치는 분포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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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직업훈련의 효과 관련 이론

내일배움카드제의 분포적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직업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훈련이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시

장분절론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이 직업훈련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한

다면, 노동시장분절론은 직업훈련의 효과가 제한적이라 예측한다.

1. 인적자본이론 (Human Capital Theory)

인적자본이론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

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이 지닌 능

력, 지식, 숙련도, 넓게는 건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성되는 자본이다. 인적자본을 쌓기 위한 수단은 학교 교

육(schooling), 훈련(job training), 직장 경력(experience) 등이 있으며

(Mincer, 1974:66), 더 많은 인적자본을 가질수록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Becker, 1962). 즉, 교육과 훈련을 위한 투자는 개인의 생

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은 시장임금과 직결되므로 개인은 교육 훈련을 통

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남재량, 2004).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임금수준과 고용 가능성은 개인의 생산성의 차

이에서 결정된다. 개인의 생산성은 그가 보유한 인적자본의 저량(stock)

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의 생산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규교

육이지만, Mincer(1970)는 정규교육을 마친 성인기 이후에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의 이수 여부는 경력이 되어

미래의 고용 가능성과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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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제주체는 훈련 후 발생하게 될 미래의 추가적인 이득의 기대현재

가치가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훈련비, 교재비, 교통비, 

일하지 않는 기회비용 등)을 능가한다고 판단할 때, 교육과 훈련에 투자

할 것이다(남재량, 2004). 

Schultz를 포함한 인적자본이론가들은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

는 최선의 방법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투자를 통해서

개인의 인적자본을 평등화하면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Schultz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투자하는 것에 의해 가

능한 한 선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그것은 자유로운 인간이 그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Schultz, 1971: 

26; 강순희·윤석천·박성준, 2011 재인용). 요약하자면 인적자본이론은

교육과 훈련이 인간에게 지식, 기술, 창의력 등과 같은 생산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이렇게 향상된 생산성이 노동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상

받는다고 믿는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촉진해서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노동시장분절론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때 지불할 비용(훈

련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소득, 교재비, 훈련비 등)과 미래에 얻게 될 편

익(고용안정성과 소득의 상승)을 비교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인적자

본이론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데, 완전경쟁시장에선 직업훈련의 기

회비용이 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누구나 직업훈련을 통해 얻게 될

소득에 대한 정보를 평등하게 알 수 있다(이서윤, 2014; 장효진, 2017). 

노동시장분절론은 이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계층에

따라 직업훈련의 기회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시장분절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제도나 성차별과 같은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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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득

과 고용 안정성은 인적자본이 아니라 개인이 위치한 시장에 따라 결정된

다(Doeringer & Piore, 1985; Marcotte, 2000). 내부 노동시장에선 상대적

으로 고임금, 안전고용, 직업훈련의 기회, 승진기회가 보장되지만, 외부

노동시장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특성을 보이며 승진기회도 부족하다. 

외부 노동시장에서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은 매우 어려우며, 여성, 소

수자, 저학력 청년일수록 외부 노동시장에 속할 확률이 높다. 

분절된 노동시장에선 직업훈련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며, 직업훈

련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해도 각자 속한 노동시장이 다르면 향상된 생산성

에 대한 보상이 차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서용선, 2018). 이미 외부노동

시장에 있는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해도 내부

노동시장의 노동자와 보상체계가 다르므로 실질적인 취업 및 승진의 기

회를 얻기 어렵고 임금 상승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분절이론의 관점에서 임금은 속해있는 노동시장에 의해 결정

되며, 비시장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일자리는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따

라서 직업훈련 경험은 구직자의 취업 및 임금효과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직업훈련 효과의 이질성

서구에서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고실업 국면이 이어지며 공

공수급자에게 노동시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로연계형 복지

(welfare-to-work)’, 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활성

화 정책(activation)’ 등 노동과 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홍민기·홍백의·윤자영·박제성, 2013). 이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가 수급 탈출, 취업,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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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강화되며 관련 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90년대 이후로 청년실

업이 악화되면서 각종 고용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정책효과에 대한 측정도

이루어졌다. 국내외에서 직업훈련사업이 참여자들의 고용 가능성과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많으나, 연구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 연구대상, 제도 자체의 내용

과 국가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있다. 최근에는 직업훈련을 포함

한 고용지원정책들의 효과가 꼭 일관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과 정

책효과의 이질성(heterogenity)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badie et al., 2002; Bitler et al., 2006, Friedlander & Robins, 1997; 

Heckman et al., 1997).

대부분의 직업훈련사업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은 직업훈련의 “평균 효

과(mean impact)”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

았을 때와 비교하여 참여했을 때, 혹은 참여한 직업훈련 개수나 훈련 기

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관심 있는 노동시장 성과변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정하는 것이다. 현대 정책평가연구에서 정의하는

‘효과’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가가치(value-added)’

를 말하는데, 이는 ‘사업의 참여자들이 얻는 성과와 만약에 같은 참여

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얻었을 성과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eckman et al., 1997; Angrist & Krueger, 1999; 이석원, 2003 

재인용). 여기서 참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얻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잠재적 성과(potential outcome)를 ‘대응적 사실

(counterfactual)’이라 한다. 다시 말해 사업효과란 실제로 참여자가 얻

은 성과와 대응적 사실의 차이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 사업에 참여했

을 때 성과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성과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아

는 것은 불가능하다(Rubin, 1974). 정책 연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참여자 집단(program group)과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을 찾아내고 둘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개발해왔다. 참여자와

미참여자에 대한 각각의 결과변수의 분포를 알고 있을 때, 미참여자에

대한 결과변수의 분포가 참여자의 대응적 사실의 분포와 일치한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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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면, 두 결과변수 분포 차이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사업의

‘평균효과’를 구할 수 있다(Heckman et al., 1997). 

  평균효과는 프로그램이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가정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이질적인 결과를 낸다는 근거들이

등장했다. Heckman과 그의 동료들(1997)은 평균효과가 기반하는 동질성

의 가정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해내었

다. 평균효과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가정은 총 산출물(output)이 증가

하면 사회 후생(social welfare)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람직

하지 않은 분포적 효과(undesirable distributional impact)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 효용을 구성원 간 이전(transfer)을 통해 상

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 교육, 훈련과 같은 대부분 복지정

책사업의 산출물은 사회구성원 간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평균효과의 가정

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Heckman et al., 1997).

분포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공공정책의 성과평가에 있

어 ‘형평성’을 중시한다.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판단할 때는 그 정

책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언급되는 것이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이다. 효율성

이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형평성이란 자원이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평하

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후생의 관점에선 공평한 분배를 달

성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이준

구·이창용, 2010). 직업훈련 사업에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훈련의 효과

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사업참여자 중 누가 효과를 보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Heckman과 그의 동료들은 직업훈련이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가

진 것 또한 사업효과의 총량보다 분포적 효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가치재란 의료서비스, 교육, 주택서비스 등 모든 국민이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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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생

산해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이준구·이창용, 2010). 즉 직

업훈련은 모든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정부

가 공급하는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일자리위원회

가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에서는 직업훈련이 고용형태나 재

직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어야 하는 ‘학습권’이라고

명시하며, 국가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은 그 정책 목표 자체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주요 정책 대상인 취약계층에게서 훈련 사업의 효과가 발생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자 직

업훈련은 소득 분포 아래에 위치하는 참여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badie et al., 2002; 김창환·김형석, 2007). 직업훈련체제를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평하게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

(나영선·김기홍, 2000)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역사를 살

펴보면 청년, 여성, 새터민, 장기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등

취업 과정과 고용환경에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에 특화된 훈련을

개발하고 훈련 참여의 장벽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정부 주도 직업훈련

의 주요 대상인 취약계층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기술

변화의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집단이기도 하다(이승윤, 2019). 

직업훈련 사업이 이들의 고용 가능성과 임금수준을 높여주고 있는지는

사업의 분포적 효과를 분석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직업훈

련 사업이 발생시킨 평균효과가 같은데, 하나의 사업은 그 효과가 저소

득계층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고소득계층에 집중하여 발생했

다면 전자가 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Friedlander & 

Robins, 1997). 우리나라의 실업자 직업훈련은 특정한 취약계층을 표적화

한 사업은 규모가 작고 내일배움카드제 등 주요 사업은 만 15세 이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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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특히 청년

들이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하는 주요 경로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취

업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고용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해왔

다(이병희, 2014). 이 때문에 참여집단 내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참여

자들이 분포하며, 평균효과의 분석만으로는 누구에게 실제로 성과가 배

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김유선, 2009; 임정준, 2012). 고등교육 학위가 요구되는 고소득 일

자리에선 학위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소득 일자리에선 학위의 중

요성이 감소한다(Fournier & Koske, 2012).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교육수익률이 높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한계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정준, 2012). 반대로 소득 하위 분위에선 학자금 대출

여부(안준기, 2009), 간병할 가족의 여부(오영훈, 2006) 등이 임금에 부정

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참여자

들도 소득수준에 따라 임금결정요인의 영향력이 동일하지 않으리라 예상

된다. 실업자직업훈련 정책이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선 사업의 분포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절 실증연구 검토

1. 직업훈련의 평균효과에 관한 연구

국외에서는 직업훈련이 훈련 후 취업,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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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대규모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이뤄

졌다. 

미국의 CETA(the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훈련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Ashenfelter, 1978)에선 직업훈련 후 근로자의 임금

이 $300~$1,500 정도 상승했다. 이는 직업훈련을 통해 향상된 생산성이

임금수준을 높인다는 인적자본이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다. 그러나

직업훈련 참 집단이 더 강한 훈련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자기

선택(self-selection)이 발생하여 훈련 효과를 과대추정할 수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loom과 동료들(2002)은 잠재적인

직업훈련 참여대상자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여 훈

련 후 소득을 비교했다. 앞서 CETA 이후 개발된 훈련제도인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의 효과를 임금, 학업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복지수급의 측면에서 분석했으며, 22세 이상의 성인 남녀집

단, 16세~21세의 학교 중퇴 청소년 남녀집단까지 총 4개의 집단이 연구

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 시작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이 경과 후 성인남녀

에게선 취업과 임금의 효과가 유의했으나 청소년 집단에 대해 임금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남성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참여는

취업과 임금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는데, 집단의 25%를 차지하

는 검거 경험이 있는(have been arrested) 남성 청소년에게서 뚜렷한 부

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취약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 사업 Job Corps4)를 무작위 실험을

통해 분석한 연구(Schochet, Burghardt & McConnell, 2008)에서는 직업훈

련 후 장기적으로 참여자의 임금이 미참여집단에 비교해 12% 상승했는

데,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것을 고려했을 때

학업성취도 향상, 범죄율 감소 등의 외부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투자한

비용을 생각했을 때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저학

4) 복지수급자, 푸드스탬프 수급자, 최저생계비 7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16세~24

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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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 범죄경력이 있는 자, 장기실업자 등 특별히 더 불리한 조건에 있

는 청년의 경우 직업훈련만으로 취업과 임금 상승의 효과를 누리기 어렵

다는 것을 시사한다. Lafer(1994)는 미국의 직업훈련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숙련기능을 향상해도 진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고용률과 소

득을 높이기 위해 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최저임금제나

차별금지 정책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임시직을 규제하는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오일쇼크 이후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과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결과가 수렴했다(Card, Kluve & Weber, 2010; Kluve, Puerto, Robalino, 

Romero, Rother, Stöterau, Weidenkaff & Witte, 2018). 

Larsson(2003)은 20세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임시일자리 ‘youth practice’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labor market 

training’에 참여한 후 임금, 고용 가능성, 정규교육으로 편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당시 스웨덴에선 실업률이 1990년 1.6%에서 1993년

8.2%로 폭증했다. 실업수당의 최장 수혜 가능 기간 300일을 연장하기 위

해선 최소 6개월 의무적으로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해야만 했기 때

문에 20세~24세 청년 중 두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는 비율이 85%에

달했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인적구성을 맞추고, 

훈련 시작 후 1년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 효과를 측정한 결과 직업

훈련에 참여한 청년의 취업률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

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들어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Caliendo와 Schmidl(2016)는 이 결과에 대해 훈련 사업 자체보다

는 당시 북유럽의 경제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청년뉴딜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 NYPD)에서 구직급여

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중적 단기 훈련 프로그램 또는 고용보조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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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일자리에서 근로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청년들의 취업 가능

성을 소폭 상승시켰으나 신속한 취업만을 강조하여 고용의 지속성은 담

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Finn, 2009). 반면에 Costabella(2016)는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취업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참여한

사람들이 전직 일자리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훈련 기간이 길수록 취업

가능성이 컸다. 연구자는 해당 훈련 사업이 특별히 취약한 계층을 표적

(target)하지 않았고, 일정 학력 이상의 참여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 추론했다. 

미국과 유럽의 청년 직업훈련 관련 연구를 정리한 Grubb(1999)도 취약

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

다. 그는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학력과 기술, 근로 동기가 부족한

경향이 있고 여기에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 정서적, 육체적인 문제가

결합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취업 성과를 내기엔 프로

그램의 질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강순희와 노흥성(2000)은

한국노동패널 1차 자료를 사용하여 직업훈련이 실업자의 취업 가능성과

임금수준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정원오(1997)는 소득계층별로 직업훈련이

자격증 취득, 취업 가능성, 소득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저소

득층의 경우 훈련요인보다 노동시장요인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석원(2003)은 직업훈련의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훈련 참여 성향을 통해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성별로 집단을 나누고 직업훈련 참여 여부가 취업 여부와 월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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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의 월평균 임금을 6.9%, 여성은 11.0% 상

승시키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이 빠른 취업

보다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

에서 직업훈련 사업 평가를 위해 사용되어 온 OLS 추정과 Heckman의 2

단계 추정 방식이 PSM과 비교하여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Friedlander

와 Robins(1995)가 사용한 특정화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PSM만이 특

정화 검정을 통과하여 다른 비실험적 방법보다 직업훈련의 효과를 근사

하게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국내의 많은 연구가 PSM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이 취업, 임금,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했는데, 이 또한 결과

가 일관적이지 않다. 직업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으

로 평가한 연구가 많으며(권혜영, 2016; 장효진, 2017; 최충 외, 2018) 양

의 방향이나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었다(이상은, 2005). 직업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일부 긍정적 효과를 보

고한 연구들이 있다(김강호, 2009; 김승곤, 2007). 최근에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취

업한 일자리의 정규직 여부, 사업체 크기 등으로 고용 안정성을 검토한

연구들이 있는데 직업훈련에 참여한 집단의 고용 안정성이 미참여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강순희, 2013; 김수혜, 2018; 장효진, 

2017).

이상은(2005)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 2001년~2002년 자료를 이

용하여 직업훈련 경험과 훈련 횟수가 취업 여부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델의 결과를 비교했는데, OLS 추

정에서 양으로 유의했던 취업 효과가 개인고정효과를 통제하자 유의하지

않게 바뀌었다. 직업훈련 경험 여부, 지난 1년간의 직업훈련 경험 여부, 

경험한 직업훈련의 횟수 모두 근로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하위집단을 나누어서 분석을 실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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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대는 20~24세, 학력은 대학교 재학 이상인 집

단에서 취업 효과가 나타났다. 근로소득에 대한 영향은 하위집단 분석에

서도 별도로 유의했던 집단이 없었다.

김승곤(2007)은 노동패널 청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15세에서 29세의

대학 미진학 청년층이 재학 중에 받은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았고, 훈련 기간이 길

수록 그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연구들에서 임금효과

에 관한 결과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강순희(2013)와 장효진(2017)은 청년 패널을 사용하여 15세~29세의 청년

층이 미취업 상태에서 받은 직업훈련이 취업 성과와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이들은 훈련 중 취업상태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미취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 자체나

더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목표이며 재직자는 현 일자리에서 직업능력

개발이나 정규직 전환 등 훈련 목표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효진, 

2017). 실업자와 재직자는 훈련장려금 등 혜택이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에서도 차이가 있다. 강순희(2013)의 연구에선 훈련이 정규직 취업, 100

인 이상 사업체 취업 여부,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지 않았다. 장효진(2017)은 PSM을 통해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재학 및

구직기간에 받은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과 임금수준, 정규직 및 대기업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취업 효과만이 유의했고

나머지 변수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우리나라 직

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자리의 질

적 수준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직업훈련의 다양한 실행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직업훈

련 경험이라는 변수로 통합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학, 개인

등 직업훈련의 시행 주체에 따라 훈련 참여자의 능력 수준이나 참여 동

기에 차이가 있다. 정부시행훈련 중에서도 2017년 6월 30일 기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53개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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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선미 외, 2017). 정확한 사업효과를 추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에 한정해서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훈련 사업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는 대표적인 실업자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의 효과를 분석한 권혜영(2016)과 김덕호(2019)의 연구가

있다. 권혜영(2016)은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

학졸업자를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제 이용 경험이 졸업 후 18개월 혹은

24개월 시점에서 취업, 초임 수준, 정규직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취업여

부와 정규직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김덕호(2019)는

권혜영(2016)의 연구가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선택편의가 발생할 가능성

을 지적하고,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 후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가 취업여부와 정규직 취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했으며, 임금수준은 훈련 참여집단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두 연구는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당시 취업상태를 고려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은 기본적으로 실업자와 재

직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

이 실업자훈련과 재직자훈련의 목표는 다를 수 있고, 재직자 상태에서

받은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연구자료 선정 과정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상 국내의 연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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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데이터 대상 종속변수 분석방법 효과

이상은
(2005)

청년패널
1차 웨이브

청년층 취
업자, 미취
업자

취업 여부
로지스틱 회귀 o

고정효과 x

임금 (log 월평균임금)
단순회귀, 
패널고정효과

x

김승곤
(2007)

노동패널 
3차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층
대학 미진
학자 

취업 여부 로지스틱 회귀 x

임금(log 월평균임금)
H e c k m a n 
2-stage

o(+)

김강호
(2009)

청년패널 
2차 웨이브

청년층
취업자

임금효과(log 초기임금 
대비 현재 임금)

H e c k m a n 
2-stage

o(+)

강순희
(2012)

청년패널 
2차(1~4차)

미취업 상
태서 직업
훈련 후 취
업한 청년

정규직 취업 여부 로지스틱 회귀 x

100인 이상 사업체 
취업 여부

로지스틱 회귀 o(+)

임금 (log 첫임금 수준)
OLS
고정효과모델

o(+)

주관적 만족도
임의효과
프로빗

x

장효진
(2017)

청년패널 
2차 웨이브

미취업 상
태서 직업
훈련 후 취
업한 청년

취업 여부 psm, 생존분석 o(+)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 psm, 회귀분석 x

정규직 및 대기업(종사
자 300인 이상) 취업

로지스틱 회귀 x

권혜영
(2016)

2012 대졸자
직 업 이 동 경
로조사

전문대 이
상 대졸자 
청년 

현재 취업여부 로지스틱 회귀 o(+)

정규직여부 로지스틱 회귀 o(+)

임금 (log 현일자리의 
월평균초기임금)

회귀분석 (x)

김수혜
(2018)

2015 대졸자
직 업 이 동 경
로조사

전문대 이
상 대졸자 
청년 

미취업 대비 비정규직, 
정규직 취업 가능성

로지스틱 회귀

비(o-)

정(x)

정규직 취업 시점 생존분석 o(+)

김덕호
(2019)

2016 대졸자
직 업 이 동 경
로조사

전문대 이
상 대졸자 
청년 

현재 취업여부 로지스틱 회귀 x

임금 (log 현일자리  
월평균초기임금)

독립표본 t검정 o(-)

정규직 여부 독립표본 t검정 x

직장만족도 독립표본 t검정 o(-)

<표 1>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효과를 검토한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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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의 분포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의 대부분 직업훈련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은 직업훈련의 평균효과

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효과가 소득계층이나 고용형

태, 성별 등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김창

환·김형석, 2007; 서용선, 2018). 성별, 고용형태, 소득계층에 따라 직업

훈련 효과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희(2014)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를 능력과 의지의 수준

에 따라 능고의고, 능고의저, 능저의고, 능저의저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취업 효과와 임금효과를 분석했다. 취업 효과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

터 3개월 이내 취·창업 성과가 있는지, 고용보험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를 통해 파악했다. 청년층이 주로 참여하는 패키지 II유형에서 청년층은

능저의고와 능저의저 유형에서만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취업효과가 발견

되었다. 능력이 높은 집단에선 취업 알선, 집단상담, 직장적응력 제고 프

로그램 등이 효과가 있었으며 직업훈련은 효과가 없었다. 직업훈련 중에

서도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취약한 능저의저 유형에서 취업 효과가 가장 높았다. 고용보

험 일자리로 한정한 회귀분석에서도 능력이 높은 집단은 능저의저 유형

보다 7% 가량 취업 효과가 낮았다. 청년층에 한정하여 직업훈련의 임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능저의고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훈련의 임금

상승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취업애로요인이 능력 부족인

집단에서 직업훈련이 취업과 임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했다.

오영훈(2006)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차상위계층, 일반계층으로 소

득계층을 나누고 직업훈련이 자격증취득, 취업 가능성, 월평균 근로소득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초통계 분석결과 집단별로 월평균 근로소

득 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월평균 임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층에선 훈련요인보다 고용형

태, 사업체 크기 등 노동시장요인이 근로소득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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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계층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훈련 효과를 비교한 결과 빈곤층보

다 차상위계층, 일반계층의 취업가능성이 높았다. 직업훈련의 임금 효과

를노동계층별로 비교한 김창환과 김형석(2007)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

성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저임금산업종사자가 고임금산업의 종사

자보다 직업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작았다. 

위의 연구들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직업훈련의 효과가 이질적으로 나타

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해주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정확한 분석은 아니

다. 소득계층을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표본 집

단을 임의로 나누는 것이므로 표본 수가 줄어들고, 종속변수의 절단

(truncation)이 발생한다. 또한, 회귀식의 추정에 전체 표본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사례만 반영하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Koenker & Hallock, 2001). 

국외에서는 자료의 손실 없이 종속변수의 조건분포 지점마다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방법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의 분포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뤄졌다. 

Heckman 등(1997)은 직업훈련 사업의 분포적 효과 측정에 대해 가장 먼

저 문제를 제기한 논문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평균효과와 분포적 효과

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평균효과는 관찰된 특성이 같

을 때 잠재적 성과도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관찰된 독립변수

의 특성이 같더라도 사업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National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 Study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효과의 동질성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해냈다. 

Friedlander와 Robins(1997)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에

서 소득과 임금의 분포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 즉 분포적 효과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평균효과를 산출한 프로그램이라도 소득의 하

위 분위에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더 바람직한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Arkansas WORK program, San Diego SWIM, 

Baltimore Options Program, Virginia ESP Program 등 1982 ~1985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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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네 가지 직업훈련사업이 참여자의 임금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2년 동안 추적했다. 4개 프로그램은 고용중심훈련(employment focused 

training program)과 소득보장중심훈련(income security focused training 

program)으로 구분했다. 고용중심훈련은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빠른 취

업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훈련이며, 소득보장중심훈련은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일자리(better job)로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다. 고용중심훈련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빠른 취업을 유도함으로 장기적인 소득수준 상승의 효과는 없을 것이며, 

소득보장중심훈련은 실직 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재취업 후 임금 상

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소득보장중심훈련은 인적자본

의 획득을 통해 유보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안정적인 고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넓은 분포 범위의 참여자에게 소득상승의 효과를 낼 것

이라 가정했다. 실제로 고용중심훈련에서 소득의 평균효과는 긍정적이었

으나,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50분위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소득효

과가 유의하지 않고,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득보장중심훈련

에서 소득효과는 전체 분위에 골고루 상승효과를 나타냈고 고소득계층으

로 갈수록 그 크기는 커졌다. 임금효과는 대체로 50분위 이상에서 발견

되었는데, 고용중심훈련에서 고임금계층은 임금손해를 보았다면 소득보

장중심훈련은 60분위 이상으로 갈수록 임금효과가 꾸준히 증대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발견들이 평균효과의 측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며

실업과 빈곤 등 사회적 문제에 처한 대상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이석원(2006)은 국내에서 직업훈련의 효과 추정에서 가장 먼저 분위회

귀분석을 실시한 연구로, 한국노동패널 1차~3차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의 분포적 효과를 분석했다. 직업훈련 참가의 성향점수를 추정

하고, 이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선택 편의를 통제한 후. 분위회귀분석

결과와 평균효과를 비교했다. 성별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한 결과 평균효

과에서 실업자직업훈련이 남성에게선 실직 기간을 138.1일 줄이고 여성

에게선 100.6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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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기간 단축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중장기실직자에

게 직업훈련 사업 참여가 실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Friedlander와 Robins(1997)의 연구에서 실직 기간을 늘리는 소득보장중

심훈련이 장기적으로 임금수준의 상승효과가 있었으므로, 실직 기간의

연장 효과를 월평균 임금의 분포적 효과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

다. 실업자 직업훈련이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자 평균효과

는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고 여성에게서는 월 118,924원의 상승효과

가 있었다.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의 임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20% 분위 이하의 저임금계층, 80~90% 고임금계층을 제외하

고는 임금감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여성에게선

모든 계층에게서 골고루 임금이 상승했다. 임금의 분위수와 무관하게 10

만원~15만원 사이에서 임금이 증가했는데, 이는 직업훈련이 저임금계층

에게서 더 큰 임금효과를 발생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실업자 직

업훈련이 여성에게 있어선 단기 취업보다는 장기적인 소득안정에 초점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중심의 훈련 성향

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석원(2006)의 연구는 국외에서 많이 제기된 직업훈련의 분포적 효과

를 국내 최초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11년 직업훈련계좌제

로 훈련체계의 전면적인 전환 후 분포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

하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정책의 분포적 효과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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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내일배움카드제의 제도적 기반

제 1 절 직업훈련의 개념 및 의의

직업훈련은 직업교육,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기술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직업능력개발, 진로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 등 다양한 용어와 관련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정의하는 직업교육훈련이란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에 맞게 설계된, 그 직

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이론학습, 실습 등 교육훈련과정을 포괄하

는 개념이다(OECD, 2010). 정규교육은 수학이나 영어처럼 여러 직업과

관련될 수 있는 이론을 배우는 것이라면 직업훈련은 특정한 직업이나 직

종에 관련되는 교육과 실습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003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 유엔교육과학문

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공동으로 채택한 ‘21세기를 위한 기술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권고’에서는 기술직업교육훈련을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역량과

특정 직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교육과 훈련’

이라고 정의하며, 학교나 작업장 등 어느 장소에서나 행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이는 기술적, 직업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체제와 장소를

불문하고 직업훈련으로 보는 것이다(노동부, 2006). 

우리나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직업훈련이 주로 청소년을 기능공으로 양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했다면, 직업능력개발은 기술변화와 자동화에 따라 입직부

터 퇴직까지 꾸준히 직업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 용어다(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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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종합해보면,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직업능력향상을 목표로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습득하는 훈련이다. 본 연구에서

는 위의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고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인 ‘직업훈련’을 사용한다.

직업훈련제도는 한 국가의 숙련 수준을 결정하는 인적자본 투자정책의

근간이자(장효진, 2017)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직업훈련은 개인의 숙련 수준을 향상하여 고용 가능성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원오, 1997). 효과적인 직업훈련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김창환·김형석, 2007) 

기술변화에 대응력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OECD, 2003). 또

한, 직업훈련은 실업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실업은 빈곤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자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인데, 직업훈

련은 실업 중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고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실업자의 소

득을 보전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오영훈, 2008). 이행노동시장

(transitional labour market)이론을 제시한 Schmid(1998)에 따르면 직업훈

련을 비롯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면 근로자가 생

애주기에서 마주치는 실업, 소득감소, 숙련의 부족, 일자리 부족 등 위험

요인에 대해 관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은 직업훈련의 중요한 정책대

상이 되었다.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

자, 정규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변금선, 2018). 청년기의 노동시장 이행은

남은 생애의 직업경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기에 장기간

미취업 혹은 실업을 경험하면 근로 경험을 쌓지 못해서 인적자본이 손실

되고, 이는 경력에 오점(scar)으로 남아 이후 지속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임금 손실을 겪을 수 있다(이병희, 2002). 소득의 손실을 겪으면

사회보험 등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며(이승윤 외, 2016) 부모

로부터의 독립, 결혼, 출산 등 생애 과업의 수행에도 차질이 생긴다. 청

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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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청년들의 부모로부터 자립을 방해하여 부모세대의 가계부담을

높일 수 있고, 저출산, 노동 공급의 지체, 세수 부족으로 인한 복지국가

의 지속성 위협 등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희 홍

백의, 2014; 이서윤, 2014). 따라서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 정착을 돕는 정책이 중요하다.

청년 직업훈련에 주목하는 이유는 청년이 보유한 교육수준과 기술 수준

은 그의 직업기회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Biavachi et 

al, 2012; Ibarrarán, 2019; Zimmermann, 2013).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청년은 경력 초기 단계에서 실업을 경험하고 이후에도 더 취약한 노동시

장 지위에 놓이게 된다. Esping-Andersen(2002)는 고령화, 기술변화 등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

자가 중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크

게 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영유아기부터 인적자본향상을 위해 교육

과 훈련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국가에서는 숙련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직자가 알맞

은 일자리를 찾아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Ibarrarán, 2019). 직업교육훈련은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dual 

system)처럼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기업현장에서 교육을 결합한 형태, 적

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의 일환으로 시행

되는 실업 대책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청년보

장제(Youth Guarantee)를 도입하여 청년이 정규교육 졸업 또는 실업 직

후 4개월 이내에 양질의 고용 기회, 교육, 견습훈련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이는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이 장기간

실업 혹은 비경제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석현 외, 2018). 2018년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하의 계속교육

(Continued education offers under the Youth Guarantee)’ 보고서는,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 5)중 훈련이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향상을 가장 많

5) Torfing(1999)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인적 자원 개발을 중시하는 공격적 정책

(offensive workfare)과, 급여기간이나 금액 축소과 제재(sanction)를 통해 고용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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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룰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하며 숙련 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

로 활성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질적으로 ALMP는 인

적자본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과 노동시장부착(Labor Force 

Attachment)의 기능을 수행하는데(Theodore & Peck, 2000), 직업훈련은

빠른 노동시장 부착보다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고용가능성

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에게 숙련형성이 중요하다면, 왜 꼭 정부가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는가? OECD 2010년 직업훈련 정책보고서(Learning for Jobs)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기업에게 직업훈련의 공급을 맡기면 청년

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의 양보다 훈련이 과소공급될 수 있다. 기업

은 일반 숙련(general skill)을 제공할 유인이 부족하다. 일반숙련이란 특

정 기업이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숙련(specific skill)과 반대되

는 개념으로, 컴퓨터 활용 기술, 소통 기술 등 어느 직장에서나 두루 활

용할 수(transferable) 있는 숙련이다. 개별 기업으로서는 노동자의 숙련

에 투자한 후 다른 기업으로 이동을 막을 수 없으므로, 직접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보다는 다른 기업이 훈련한 인력을 가로채기하는 것이 더 이득

이다(하연섭, 2008). 개별 기업들이 그 안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기업 특

정적인 숙련(firm-specific skill)에만 투자하는 상황이 일반화되면 경제 전

체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Thelen, 2004; 하연섭, 2008에서 재

인용), 모든 이해당사자가 인적자본 향상에 투자할 동인을 찾지 못하는

‘기술 하향평준화(low-skills equilibrium)’에 빠질 수 있다(Finegold and 

Soskice, 1988). 정부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초기직업교육훈련(Initial 

VET)을 제공하는 이유는 사업주에게 맡겼다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직

무 기술의 기초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

도하는 방어적 정책(defensive workfare)으로 구분했다. Bonoli(2010)는 앞선 두 차원의

구분에서 나아가 2가지 정책적 목표를 축으로 삼아 유형을 4가지로 나눌 것을 제안했

다. 첫 번째 축은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이며, 나머지 한 축은 임시 고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두 축이 교차함에 따라서 (1)인센티브 강화, 

(2)고용지원, (3)일자리 제공, (4)직업훈련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분류를 종합해보자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업훈련은 노동시

장으로 빠른 재진입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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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둘째,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직업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채

용을 회피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나 저성장 상황에서 청

년층은 취약한 집단이다. 초기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숙련을 갖추면 청년들이 첫 직장을 얻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

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스위스 등

청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가 청년실업률이 낮

다.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준

을 높게 유지해 온 국가들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의

수준도 높게 유지한다는 주장도 있다(Busemeyer & Trampusch, 2012).

셋째, 숙련 기술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발된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의지가 높으며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힘쓴다는 보고들이 있다(Constantine & Neumark, 1996; Marcotte, 

2000). 기술 습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는 상

대적으로 훈련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취업 전에 필요한 기술

을 전해주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OECD, 2010). 실제로 4차산업

혁명에 따라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Frey와

Osborne의 연구(2013)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확률이

70% 이상인 고위험 일자리가 47%에 달한다. 대대적인 일자리 감소와 새

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

기 위해선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김철희, 

2019). 숙련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와 연결되므로, 기술과 정보가 중

요해지는 사회에서 숙련을 공공재로 보고 정부가 숙련형성과 교육에 강

력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이승윤, 2019). 우리나라의 2019년 ‘직업능

력개발 혁신방안’ 보고서에서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분야의 인

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업훈련은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받

을 수 있어야 하는 ‘학습권’이라고 명시한 바가 있다(일자리위원회, 

2019). 이러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제3차 직업능력 기본

계획’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대응’,‘훈련의 형평성과 사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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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기능 강화’, ‘생애주기 관점에서 훈련 추진’,‘직업훈련 인프라

의 개선’을 직업훈련 제도가 나아갈 네 가지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제 2 절 내일배움카드제 정책 도입과정과 지원 내용

제2절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도입이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 역사에

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일배움카드제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내일배움카드제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은 1967년 「직업훈련법」6)의 제정으로 도입되

고, 1976년에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를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

련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직업훈련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용

노동부, 2014). 당시의 직업훈련은 산업화 시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주로 제조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강순희, 2014). 

1990년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5316호, 1997. 3. 27.)이 제

정되면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직업훈련’ 대신 ‘직업능력개

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사내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던 방식에서, 직업훈련분담금을 기업에 일괄적으로 부

과하고, 기업이 훈련을 시행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바꾼 것이다. 기존의 ‘직업훈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대체된 것은 기능공 양성과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으로 확대되었음을 의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직업훈련법(1967. 1. 16. 시행 ; 법률 제1880

호, 1967. 1. 16 제정』 검색일 :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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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노동부, 2006; p228). 이때 사업 내 훈련 중심으로 훈련 참가 인원

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실업자 직

업훈련의 규모가 대폭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직업훈련의 기능이 강

화되었다. 1997년 당시 실업자 직업훈련 인원은 6만 5천명 수준이었는

데, 1999년에 33만명으로 증가했다(강순희, 2014).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공급자 중심의 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가 훈련과정별로 표준훈련비

와 훈련시간을 규정하고, 지역별로 훈련 물량을 배정하여 훈련기관에 훈

련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산업현장이나 훈련 참여자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훈련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이

상준, 2012). 

이에 따라 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훈련시장을 활성화하

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수요자 중심

훈련 체계로의 전환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권리를 시장의 효율성을 통

해 강화하려 한 것이다(장홍근·주민규, 2012). 고용노동부가 2007년 발

표한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훈련체계 전환의 목적이

요약되어 있다. 이 계획에선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선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필수적이

며,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형평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표명했다. 

향후 5년 동안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

발', '취약계층에게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인 전달

체계 및 인프라 혁신' 의 세 가지가 지정되었다. 이는 훈련체계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훈련의 질을 개선하고, 훈련 수요자가 자기주도로 참여

하는 훈련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의 산물이었다(장홍근·주민규, 

2012). 

내일배움카드제(구 직업능력계좌제)는 2008년 9월부터 2009월 3월까지

대구와 광주에서 사업 이후 시범사업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였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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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모든 실업자훈련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전환되었다. 훈련자에

게 일정한 범위의 계좌를 발급하고 자율적으로 훈련을 선택하도록 하며, 

훈련비는 일부 자부담하여 책무성을 강화하되, 훈련기관 간 시장경쟁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게 훈련을 공급하고자 했다(장홍근, 2011). 이로써

수요자 중심의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

에 서게 되었다(강순희, 2014). 

계좌제 방식으로 정책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은 훈련시장의 진입장벽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훈련과정의 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면 어떤 훈련

기관이라도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훈련과정의 수가

증폭되었다(이상준, 2012). 훈련 참여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

는 훈련과정의 폭이 넓어졌으며 훈련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아서 선택하

게 되었다. 이는 훈련과정을 다양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영세한 훈련기관이 증가하여 훈련의 하향 평준화

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권혜영, 2016). 계좌제 이전의 실업자훈

련이 훈련기관의 기준에 따라 훈련생을 선별하는 시스템이었다면, 훈련

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비경제

활동인구가 다수 진입하고 훈련 성과를 떨어뜨리며, 취미·여가성 활동

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다(이상준, 2012). 훈련과정

이 진입이 쉬운 단기과정 위주로 증가해서 지원자가 많은 훈련과정의 상

당수가 산업현장의 수요보다 초과 공급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한국고

용정보원, 2019). 

2. 내일배움카드제 정책 개요

2018년 기준 중앙부처 직업훈련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 기준) 

예산 중 87.6%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김문정, 2018). 고용노동부의 직업

능력개발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대상에 따라 크게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으로 구분된다. 재직자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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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시행하거

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실

업자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습득을 위하여 정부

가 훈련기관에 실업자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다. 직업훈련 제도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청년층을 특정해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사업은 많지 않다. 김문정(2018)

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1항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직업훈련(직업능력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은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훈련 사업이 있

[그림 1]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체계

고용노동부(2019).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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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가지 사업 모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층만 특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신

청할 시 별도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

지 Ⅱ유형에 지원해서 2단계 훈련을 받기위해서 만 35~69세 실업자는 중

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이거나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여야 하지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은 연령 기준만 충

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 제20조 ‘내일

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에 따르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

은 ①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②일반계좌제훈련과정 ③법정직

무훈련과정 ④외국어훈련과정 ⑤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이 해당된

다. 보통 내일배움카드제라고 하면 ②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얘기하는 경

우가 많은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과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과정은 양성훈련의 성격이 크고 훈련비 지원범위도 달라서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고서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제와 별도로 다루기도 한다. 사업 내용

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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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종류 훈련 대상 지원 내용

내일배움
카드제

15세 이상 미취업자

1년간 훈련비의 20%~95% 
지원(최대 200만원)
1일 훈련시간에 따라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취업성공패
키지 참여
자의 경우

I유형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훈련비 전액 또는 90% 지원 
(최대 300만원)
훈련장려금 + 참여수당

II유형
(18세~34세)

훈련비 30%~95%를 지원 
(최대 200만원)
훈련장려금+ 참여수당

국가기간전략
직종훈련

15세 이상 미취업자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15세 이상 미취업자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장려금 최대 월 116천원

<표 2>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청장년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

직실업자에게 신속한 재취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과 기술

을 훈련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15세 이상 미취업자는 학

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

생이나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1년간 훈련비의 20%~95%까지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취

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시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가 지원되며(1년간

최대 300만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2유형은 30~95%(1년간 최대 200

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훈련 단위 기간(1개월)별로 출석률이 80% 이상이

면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훈련비의 평균 자

기 부담률은 25% 수준인데, 훈련자의 소득수준과 직종의 공급과잉 수준

에 따라 달라지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면 지

원한도액이 차감된다. 2020년부터는 훈련생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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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자기 부담률이 평균 40% 수준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훈련 직

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경영·회계·사무, 음식 서비스 분야의 참

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

택하면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

상으로 취업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

년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훈련을 제공하여 훈련 사각

지대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1년에 200만 원 한도였던 카드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여 300만~50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

는 500만 원 지원)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 의지가 불명확한 이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 안팎이었던 자부

담률을 점진적으로 35%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60만명

에게 발급하고, 2024년까지 2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기계·금속·전기·동력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직종)에 대한 훈련으로 전문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일배움카드제와 동일하게 15세 이상

실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대학교 졸

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훈련 자부담비가 없다는 것이 내일배움카드

제와의 차이점이다. 훈련 인원에 따라 살펴본 훈련직종은 정보통신

(26.0%), 문화예술디자인방송(20.3%), 전기전자(11.4%), 기계(14.9%), 건설

(8.95) 순으로 나타난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은 2017년부터 시행했는데, 신기술·고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혹은 민간 훈련기관에서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 스마트 제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문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참

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신청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

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생

으로 선발되면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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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이수하면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

심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훈

련비는 일반 훈련비 단가의 400%까지 지원하며 2019년 1300명이 참여하

여 앞선 내일배움카드제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이다.

제 3 절 내일배움카드제 현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1항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청년층 직업훈련 예산은 2009

년 1,434억 원에서 2015년에 7,83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청년고용사업에

서 직업훈련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22.9%에서 47.8%로 증가하였다(주

무현·강은영·이상호·장혜정, 2015).

먼저 <표 3>의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을 통해 내일배움카드제 예산의 확

대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상별로

실업자 및 취약계층훈련, 사업주 및 재직자훈련, 인력부족분야훈련으로

분류한다. 이중 실업자 및 취약계층 대상 훈련은 신규실업자훈련, 전직

실업자훈련, 지역실업자훈련으로 나뉘며 지역실업자훈련의 예산 및 인원

의 비중은 매우 작다. 내일배움카드제로 지원되는 사업은 신규 및 전직

실업자훈련과, 인력부족분야훈련에서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다. 

실업자훈련은 외환위기 시기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가 경기가 회복

되면서 참여자가 감소했는데, 내일배움카드제의 도입 이후 훈련참여자가

다시 대폭 증가했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신규 및 전직실업자훈련

에 비해 인원은 적으나 1인당 배정되는 예산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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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신규 및 전직

실업자훈련
198 2,240 213 2,616 220 2,436 211 3,095

지역실업자훈련 0.4 2 0.4 3 0.4 2 0.3 2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74 3,337 59 3,776 71 4,100 66 4,656

실업자훈련 

총예산
272 5,579 272 6,395 2,914 6,538 277 7,753

<표 3> 연도별 실업자훈련 실적 및 예산                 (단위 : 천명, 억 원)

자료: 고용노동부(2019).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대상별 훈련종류별 현황

[그림 2]에서 훈련 참여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73.5%로 남성보다 훨씬 높다. 연령대는 20대 참여자 비중이 36.6%, 다음

으로 30대가 18.8%로 청년층의 참여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집단이

전체 훈련생의 절반 정도(42.8%)를 차지했으며, 전문대졸이 19.8%, 4년제

대졸자가 25.8%로 대졸 역시 높은 참여 비중(45.6%)을 보인다. 훈련생 상

태는 전직실업자 비중이 컸다.

[그림 3]에선 전체 참여자 집단과 인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청년층(20

세~34세)으로 한정한 정보를 제시했다. 성별로는 여성이(69%) 남성의 2배

에 달한다. 연령은 20대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학력별로는 고졸(37.9%) 

참여자가 많으나, 전체집단보다 대졸자 비중이 크며 중졸 이하 참여자

비중이 작다. 실업 상태는 전체 참여집단과 비슷하게 전직 실업자가 주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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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년층(20~24세)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 (단위: %) 

한국고용정보원(2019) 2018 직업능력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 (단위: %) 

한국고용정보원(2019) 2018 직업능력통계연보, 재구성

여성(69.0)

남성(31.0)

20~24세(40.8)

25~29세(38.2)

30~34세(21.0)

중졸 이하(1.8)

고졸(37.9)

전문대졸(25.0)

4년제졸(31.0)

대학원이상(1.0)

전직실업자

(84.9)

신규실업자

(15.1)

여성(73.5)

남성(26.5)

19세이하(5.7)

20대(36.6)

30대(18.8)

40대(17.5)

50대(14.3)

60대이상(7.0)

중졸이하(10.0)

고졸(42.8)

전문대졸(19.8)

4년제졸(25.8)

대학원이상(1.5)

전직실업자

(82.4)

신규실업자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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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훈련 성과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을 종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료율과 취업률을 확인해보았다.

전체 전문대졸 4년제 졸 20-29세 30-39세

수료율 93.7 94.7 95.0 92.9 93.3

취업률 52.6 55.3 52.1 57.0 48.0

<표 6> 2018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수료율, 취업률

수료율 = 훈련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조기취업자수) ×100

※ 수료인원 : 정상수료인원 + 수료인원(80%이상 참여) +이수인원(70 이상~80%미만 참여)

취업률 =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취업여부, 수료 후 취업인원/수료인원×100

한국고용정보원(2019), 2018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재구성

<표 4>의 훈련 성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료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학력별로는 수료자 비중이 큰 고졸 학력층의 수료율이 가장 낮았으

며, 대졸 학력층의 수료율이 95%로 가장 높았다. 전체 수료자의 취업률

은 52.6%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취업률(65.7%)보다 낮은 수준

이었다. 취업성과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의 취업률이 전체 평균

보다 높았으며 4년제졸은 다소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취업률이

57%로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고용정보원(2019)의 2018 직업능력통계연보에 따르면 청년층이 가

장 많이 참여하는 훈련 직종은 정보통신,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기

계, 전기 분야 순이다. 훈련 직종과 취업 성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직종별 취업률을 살펴보았다. 가장 높

은 취업률을 나타낸 직종은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72.7%),  금

융·보험(63.5%), 보건·의료(58.5%)분야였다.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은 교육·자연·사회과학(27.5%), 농림어업(35.5%), 인쇄·목재·가

구·공예(36.1%)였다.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훈련 직종은 정

보통신,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기계, 전기 분야 순이어서,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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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요가 높은 분야가 취업 성과가 높은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취업 연계를 개선

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보다 훈련수요가 과잉인 분야의 자비 부

담률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

치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이 나타난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현황을 20~30대 청년층을 위주로 살펴본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층에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훈련 직종은 대체로 수료 후

취업인원의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 성과가 높지 않은 분야였다. 

이는 훈련자의 선택권이 확대된 대신에 취업 성과가 높지 않은 직종에

수요가 몰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선 이런 훈련과 노동

시장 수요의 미스매치 때문에 훈련 성과가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훈련자의 선택이 임금 분위별로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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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임금 분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국내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의 분포적 효과를 분석한 이석원(2006)의 연

구는 대졸 청년층이 아닌 실업자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2011년 내

일배움카드제가 도입되기 전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내일배움카

드제의 분포적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인 측면에서 내일배움카드제의

분포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독립변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여부

종속변수

월평균 임금

통제변수

개인속성요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대입 당시 부모소득

대학속성요인

전공계열, 대학위세

노동시장요인

근속연수,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기업 종사자 규모

분위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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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에서 2017년에 실시한 2017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분

석자료로 활용하였다. GOMS는 매년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

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표본으로 모집하여, 대학 졸업 후 취업실태

및 이후의 일자리와 구직활동 등의 변화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조사한다. 2006년 조사 시작 당시에는 매년 실시하는 패널조사로 설계되

었으나, 2012년 졸업생부터는 횡단면조사만 시행되고 있다. 자료수집은

다단계층화추출법(Multi-stage Sampling)을 사용하여 학교 유형, 권역, 전

공, 성별을 고려하여 목표 모집단의 5%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뤄진다. 

GOMS는 교육과 노동시장 간 인력수급 불일치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졸업 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경험 일자리, 대학 생활, 어학연수, 일자리 경험 및 구직활동, 인적 배경

관련 문항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성과에 관련한 문항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정

부 자료(Administrative Data)를 활용하거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사용했다. 남재량(2004)은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HRD-Net: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twork)에 기록된 개인의 직업훈련 정보

와 고용보험 DB의 사업장 정보를 결합하여 고용촉진훈련의 성과를 분석

하였다. HRD-Net에는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교사, 훈련매체, 개별 훈

련생에 대한 정보가 있고, 고용보험 DB에는 참여자가 이후 취업했을 고

용보험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가 있다. 정부 자료는 가장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이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정보만 담고 있으며, 관련

연구원이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 외의 국내연구 대부분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를 사

용했다. 전 연령대의 실업자 직업훈련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한국

노동패널조사자료(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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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강순희·어수봉·최기성, 2015; 김승곤, 2007; 김창환·김형석, 2007; 

이서윤, 2014; 이석원, 2003; 이석원, 2006).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

자료(Youth Panel: YP)다(강순희, 2012; 김강호, 2009; 이상은, 2005; 장효

진, 2017). 그 외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를 사용한 예(김수원, 2016)

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는 직업훈련과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나, 청년층의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없어서 제

외했다. 다음으로 청년패널자료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구체적인 정

부의 직업훈련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묻지 않고 “지난 조사 이

후로 직업훈련 참여 여부”를 질문하는 형식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청

년실업 대책으로 시행되는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했기에, 구

체적인 사업명이 표기된 자료를 찾고자 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선 19

차년도(2016)에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청년패널조사에선 1차(2007)와 10

차(2016)에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참여경험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자료

가 있다. 그러나 참여경험이 있다고 답한 집단의 표본이 너무 적어서 분

위별로 임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

단했다. 

  본 연구가 GOMS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을

조사한 자료 중 청년층의 표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

문이다. GOMS는 정부의 청년 대상 실업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응

답자의 정부 실업 대책에 관한 관심 정도, 참여경험, 참여 시기, 만족도

를 조사하고 있다.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에 대해 분석

한 대표적인 연구(권혜영, 2016; 김덕호, 2018)도 GOMS를 사용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가장 최근(2020년 3월)에 발표한 2018년 GOMS에선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한 문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청년 실업 정책 참

여경험을 조사한 자료 중 가장 최근의 것인 2017년 GOMS를 사용했다. 

2017년 GOMS는 2015년 8월과 2016년 2월 대학 졸업자 18,199명을 대상

으로 2017년 9월에 실시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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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를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7년 GOMS의 전체 표본

수는 18,199명이다. 전체 표본 수 18,199명 중 본 연구의 관심 집단인 청

년집단으로 좁히기 위해 만 20세~34세 사이로 연령을 제한했다. 청년의

연령은 연구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기본

적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청년을 만 15세~29세로 정의하

고 있다. 선행연구에선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이용할 시 연령대가 비교적 균질할 거라

보고 별도로 연령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강순희, 2013; 김수혜, 2018; 장

효진, 2017; 이상은, 2005; 최충 외, 2018), 법적 미성년자 연령인 15세~18

세를 제외하고 29세까지 청년 연령대로 규정한 경우(권혜영, 2016; 변금

선, 2018), 15세에서 34세까지를 포함한 경우(김덕호, 2018)가 있다. 최근

에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상승하는 상황에 따라 30대

까지 청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노동시장 진입 등 청년기의 과업 수행이 지체되고 있으며 한국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이 2년 정도 늦어진다는 점도 고

려해야 한다. 국내「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도 30대 초반 청년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청년 연령 기준이 2015년 만15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되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 대부분의 국내

청년고용지원사업이 만 34세를 지원 연령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

구의 관심은 정부훈련사업이 대졸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

하는 단계의 연령대인 만 20세~34세로 청년의 연령을 정의했다.

다음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가 현재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조사 당시 현재 취업자(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수는 17,552명 중 12,773명이었다. 임금근로자를 판별하기 위해선 ‘지난

일주일간 하였던 일이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

다’에 ‘예’로 답한 이들 중 비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

였다. 여기에 지난 일주일간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가 있으면서

도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 연가․교육 휴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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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조업중단 중인 경우’ 중,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가 아니며, 월평균 임금을 보고한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다음으로는 졸업대학유형이 교육대학인 경우, 세부전공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인 경우, 졸업시점보다 현일자리 취업시점이 1년이상 빠른 이들을

제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이들은 취업상태로 대학에 진학했거나 자

격증, 시험 등 다른 전공계열과는 차별적인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이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권혜영, 2016; 장효진, 2017).

마지막으로 GOMS에서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

다고 답한 집단에 한정하여 훈련의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내

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답한 사람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했다. 

훈련에 참여한 응답자 중 현재 일자리 취업 시점과 내일배움카드제 시작

시점을 비교하여 현재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훈련을 이수한 249명은

실업자훈련이 아니라 재직자훈련 대상이라 보고 제외했다. 응답에 결측

치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대상은 총 3,216명이다.

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가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로 보고자 한 종속변수는 월평

균 임금이다. 월평균 임금은 조사 시점 당시 상태를 임금근로자라고 답

한 집단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을 만원 단위로 조사한

것이다. 임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선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시간당 임금이 높다고 해서 월평균 임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대학 시간강사처럼 시간당 임금은 높지만, 월평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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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인 경우도 있으며 월급과 연봉이 일반적인 노동

자의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결과를 오도할 수 있다(김유

선, 2009).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대다수의 국내 연구가 월평균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GOMS의 원자료를 기초통계 분석한

결과 95.5%가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기 때문에, 월평

균 임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종속변수의 분포를 정규화하고 추정계수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변수는 자연로그화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 여부다. 내일배움카드제

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집단을 기준으로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을 더미코딩

하였다.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Ibarrarán et al., 2018).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지연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

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d, 

D., Kluve, J., & Weber, A, 2010; Kluve et al., 2017; Larsson, 2003). 훈

련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를 비교하는 경우 시점에 대한 기준은 선행연

구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훈련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측정

된 효과를 단기효과라고 본다.7)  국내의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공

개 패널자료에서 직업훈련 경험을 질문할 때는 ‘지난 조사 이후 훈련에

참여한 경험’, 즉 1년 이내 참가 경험의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2017년 9월에 조사된 것으로, 분석대상의 평균 훈련기

7)  Ibarrarán과 그의 동료들(2018)은 훈련 종료 1년 경과 시점을 단기, 6년 후를 장기 시

점으로 보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99개 사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Card와 그의

동료들(2010)은 사업 종료 1년 경과 시점을 단기, 2년 경과 시점을 중기, 3년 경과 시

점을 장기 효과 측정 시점으로 보고 비교했다. 이를 확장한 논문(Card et al., 2018)에

선 사업 종료 1년 이내 시점을 단기, 종료 후 1년에서 2년 사이를 중기, 2년 이상 경

과 후 측정된 효과를 장기효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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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4.7개월임을 감안하면 2016년 이후로 훈련을 시작한 경우를 최근에

훈련을 이수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준거집단인

훈련 미참여집단, 2015년 이전 참여집단,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훈련

에 참여한 집단의 3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속성요인, 학교특성요인, 노동시장요인으로

구분하고 통제한다.

첫째, 개인속성요인으로 ‘성별’, ‘혼인상태’, ‘연령’, ‘대입 당

시 부모의 소득수준’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 출산과 육아 등 생애과정의 차이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의 임금수

준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여 통제한다. 성별 변수는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0의 값을 부여하고 남성은 1의 값을 부여했다. 혼인상태는 기혼 여

부에 따라 부양의무와 시간할인율에 대한 기대치가 상이하기에 선행연구

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한 바 있다. 미혼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0의

값을 부여하고 기혼의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연령은 선행연구

에서 증가할수록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권

혜영, 2016; 김덕호, 2019; 장효진, 2017) 연속변수로 투입했다.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는 지위획득이론에 따르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박미희·홍백의,2014). 청년 직업훈련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서는 부모의 학력(김덕호, 2019), 가구소득(김덕호, 2019; 김수혜, 2018; 

장효진, 2017), 부의 종사상 지위(강순희, 2014) 등으로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를 측정하려 했는데, 본 연구에선 이중 일관되게 노동시장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소득을 통제했다. 훈련 참

여 이전에 확보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대입 당시의 부모소득 수준을 통제했다.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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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부모소득수준은 소득없음을 1, 100만원 미만을 2, 100~200만원

미만을 3, 200~300만원 미만을 4, 300~400만원 미만을 5, 400~500만원 미

만을 6, 500~700만원 미만을 7, 700~1,000만원 미만을 8, 1,000만원 이상

을 9로 코딩하여 서열변수로 처리했다.

대학속성요인에는 ‘전공계열’, ‘대학위세’를 포함했다. 전공계열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대졸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대체로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자연공학계열 전공자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

다. 연구에 따라 예체능 전공자를 아예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일배

움카드제 훈련 중 예체능과 관련된 훈련이 많고, 기술통계 분석 결과 예

체능을 전공한 참여자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본 연구에선 삭제

하지 않았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교육, 공학·자연·의약, 예체능계

열로 구분했으며 공학·자연·의약계열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인문·사

회·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을 비교하는 더미 변수를 구성했다. 

대학 위세는 대학의 명성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소득이 높다는 선행연구

에 따라 통제한다(김덕호, 2018; 김창환, 2019; 박미희·홍백의 201). 신호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성별, 인

종, 졸업 대학의 위세(대학의 지명도, 대학 명성, 대학서열) 등을 예비 근

로자의 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호로 활용한다. 청년 노동시장의 성과

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의 위세도가 취업가능성, 임금수

준에 대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드러났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

의 환경상 대학진학여부 또는 대학유형(4년제 또는 2년제)만으로는 노동

시장성과의 격차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창환, 

2019). 선행연구에선 대학위세를 측정하기 위해 수능입학성적과 대학의

수도권 소재 여부를 혼합하거나(박미희·홍백의,2014) 4년제 여부, 대학

의 수도권 소재 여부를 대리변수로 활용했다(권혜영, 2016).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지방 소재 대학보다 명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정확하게는 대학명 정보를 통해 대학의 위세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GOMS의 장점은 고용정보원에 별도의 요청을 통해 응답자의 대학명

과 코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김덕호, 2018; 김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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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돈, 2019)에 따라 중앙일보 대학순위 평가의 순위와 대학의 소재지

를 합쳐서 변수를 구성했다. 전문대(2-3년제)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상

위 10개 대학’, ‘상위 11~20개 대학’, ‘기타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상위 20개 대학에 속하지 않은 지방국립대’, ‘앞에 속하지

않은 기타 4년제 대학’의 6개 범주로 나눠 더미변수로 구성했다. 2015

년부터 중앙일보 대학순위 평가에서 제외된 한국과학기술대(KAIST)와 포

항공대는 상위 10개 대학 집단에 포함했으며, 본교와 분교는 분리해서

코딩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요인은 '근속연수', '고용형태', '노조 가입 여부', '

기업 규모'를 포함한다. 근속연수는 조사기준일(2017년 9월)을 기준으로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年) 단위의 연속변수로 구성했다. 첫

일자리와 경험 일자리까지 모든 경력을 더해서 경력연수를 구성하는 것

도 검토해보았으나, 여기엔 아르바이트 등 임시로 거쳐가는 일자리가 다

수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일자리의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 기간만 포함했다.

다음으로 고용형태는 정규직 여부를 기준으로 조작화했다. 우리나라에

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을 기준으

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의미하며, 정규직 근로자

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의미한다(서정희, 2015). 권혜영

(2016)과 김강호(2009)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를 정규직으로 분

류했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만으로 정규직을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데, 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근로자가 인식하는 정규직 여부를 교차

분석 한 결과 상용직의 14.87%가 스스로 비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청에서도 상용직이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여부를 정의하기 위해 현 일자리의 고용

형태에 대한 응답자의 자기 보고의 결과를 사용했다. 응답자가 현일자리

의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0, 정규직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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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만

든 조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0, 가

입했을 경우를 1의 더미변수로 구성했다. 기업의 종사자 규모 또한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1~9인'을 준거집단으로 삼고 ‘10~299명', 

'300인 이상'을 비교하는 더미 변수로 구성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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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측정 방법
변수 

유형

종속

변수
월평균 임금 LN(월평균 임금) 연속

독립

변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여부

경험하지 않음(r), 2016년~2017년에 참여함, 

2015년 이전에 참여함
더미

통제

변수

개인속성

요인

성별 여(r), 남 더미

연령 조사 시점의 만 나이 연속

결혼상태 미혼(r), 기혼 더미

대입 당시 

부모소득

소득없음=1, 100만원 미만=2, 100~200만원 

미만=3, 200~300만원 미만=4, 300~400만원 

미만=5, 400~500만원 미만=6, 500~700만원 

미만=7, 700~1,000만원 미만= 8, 1000만원 

이상=9

연속

대학속성

요인

대학위세

2년제(r), 

상위 10개 대학, 차상위 10개 대학(상위 

11~20개 대학), 기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상위 20개 대학에 속하지 않은 지방국립대, 

기타 4년제 

더미

전공계열
공학·자연·의약계열(r), 

인문·사회·교육계열, 예체능계열
더미

노동시장 

요인

근속연수 현재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 (연 단위) 연속

고용형태 비정규직(r), 정규직 더미

노동조합 

가입 여부
미가입(r), 가입함 더미

기업체 

종사자 

규모

영세(1~9인)(r), 

중소기업(0~299명), 대기업(300인 이상)

더미

<표 7>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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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1.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직업훈련의 분포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확률변수의 기댓값이 종

속변수인 회귀분석과 달리 분위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해서 회귀식을 산출

하는 분위회귀분석이 사용된다. 분위회귀분석을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종속변수의 분위에 따라 결정요인의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Koenker와 Bassett(1978)가 처음으로 제안한 분위회귀분석은 본래 오차

의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최소자승법을 통한 선형회귀를 쓸 수 없는

상황의 대안으로 제안되었으나, 최근에는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에 따

른 효과를 추정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통의 직업훈련 사업의

평균 처치효과는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때 임금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

질하다고 가정하고,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의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균값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처치(사업)를 평가할 때, 결과변수

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처치 효과를 구할 수 있다면 평균 처치효과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종속변수(임금)의 분포에 따라 전체 표

본을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 하위집단별로 평균효과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종속변수의

절단(truncation)이 발생한다. 종속변수 분위에 따라 표본을 나눠 회귀분

석을 실시하면 각각의 분위에 해당하는 관찰치만 표본으로 포함하게 되

면서 추정치가 편의를 갖게 될 수 있다(Koenker & Hallock, 2001). 분위

회귀분석은 모든 사례를 사용하되 분위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계수를 추정하므로 사업의 분위처치효과(quantile treatment effect), 즉

분포적 효과를 편의 없이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분위회귀분석은 선

형회귀분석에 비교하여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하고, 오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 자료에서도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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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장점이 있다(Ranvid, 2003). 

분위수는 “표본이나 모집단의 특정한 비율에 상응하는 표본값”을 가

리킨다. 확률변수 의 분위수 는 의 값이 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이 인 값을 말한다(Buchinsky, 1997). 가장 잘 알려진 분위수는 

=0.5인 중앙값(median)인데, 0.5분위수 또는 50백분위수라 할 수 있다. 

고전적인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균값(conditional mean), 즉

통제변수를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선

형모형을 사용한다. 분위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한 조건부 분위수

(conditional quantile)을 중심으로 하는 선형모형을 사용한다. 를 나타

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Pr≤              식 (1)

이때 를 산출하는 함수  를 분위수 함수(quantile function)이

라고 하며, 확률변수 의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의 번째 조건부 분위

수 함수를 ∣로 나타낸다. ∣는 주어진 통제변수 의 선

형함수로 정의된다. 기본적인 분위회귀식 모형은 조건부 분위수 를

의 선형함수로 특정하는 모형이다.  분위수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모

형은 다음 식 (2)와 같다(Buchinsky, 1997; Rangvid, 2003).

  ′ ∣  ′ ∈           식

(2)

∣는 주어진 통제변수 하에서 의 조건부 분위수다. 오차 

는 특정한 분포를 따르진 않으나, 모든 에 대해 ∣   이 성립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분위회귀계수 는 아래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mi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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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는 통제변수 들의 한계효과를 가리키며 각 분위수마다의 을 구할

수 있다. 잔차의 등분산성이 만족되는 경우 각 분위수에서  값은 동질

할 것이다. 임금소득의 조건부 분포의 분위별로 추정된 직업훈련 효과

의 차이는 소득계층별로 다른 이질적 효과(heterogeneous effects)가

될 것이며, 임금 분포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분포적 효과

(distributional impact)로 볼 수 있다.

분위회귀분석은 분위수에 따라 잔차에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통상최

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은 표본의 평균을 사용해서 구한

잔차항의 제곱합(sum of squared residuals, )을 최소화해서 목적

함수를 추정한다. 분위수 회귀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잔차들의 절대값

(sum of absolute residuals)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식 (3)을

다시 보면, 잔차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잔차의 절댓값에 의 가중치

를 곱하고, 잔차항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의 가중치를 곱한 후 최

소화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75 백분위수 (75 percentile)의 회

귀식을 추정한다면 양의 잔차들은 0.75의 가중치를, 음의 잔차들은

(1-0.75)=0.2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중위수는 자료의 정중앙에 위치

하는 값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동일한 갯수의 관측치가 존재하며, 양쪽

모두 0.5의 값을 부여한다(Rangvid, 2003). 

식 (2)를 변형하여 내일배움카드제의 분위수 사업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분위수 회귀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n  


             식 (4)

여기서 Y는 결과변수인 임금소득이며 정규성과 이분산성을 보정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했다. 는 구성원 가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에 참여

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로, 미참여 시 0, 참여시 1의 값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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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훈련 참여 이후 어느 시점에서 효과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6~2017년에 참여한 집단과

2015년 이전에 참여한 집단을 별도의 가변수로 생성했다. 는 분위수

에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의 효과를 나타낸다.

  는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다. 모형1에서 통제변수는 모

든 개인속성요인, 모든 대학속성요인, 노동시장요인 중 근속연수를 포함

한다. 모형2에서는 추가적으로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기업의 종

사자 규모 변수를 통제하여 모형1을 보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고용

형태(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기업규모 등의 변수는 그 자체

로 노동시장의 성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종속변수로 할 때 통제변

수로 투입하면 과잉통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김창환, 

2019; 홍민기, 2010). 홍민기(2010)에 따르면 회귀분석에서 관심 변수

의 결과인 변수가 투입되면 과잉통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잉통제가

우려되는 변수들을 제외한 간단한 모형을 먼저 적용하고, 설명변수를 추

가로 투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도 직업훈련의 임금효

과를 추정할 때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적자본특성만 통제하

는 연구(권혜영, 2016; 김덕호, 2018; 김승곤, 2007)와 고용형태와 기

업규모, 사업체 규모까지 통제하는 연구로 나뉜다(강순희, 2012; 강순

희·어수봉·최기성, 2015; 김강호, 2009; 김창환·김형석, 2007; 이상은, 

2005; 장효진, 2017). 본 연구에서는 개인속성요인, 대학속성요인과 근

속연수를 모형1에서 통제하고, 토론의 여지가 있는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기업 규모는 모형2에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통제 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통계 패키지는 STATA 14.0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2. 비교집단의 구성

직업훈련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을 최대한 비

슷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실험적



- 55 -

(experimental)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추출된 집단을 둘로 나누어 한 집

단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선 훈련을 실시하지 않

는 것이다. 이때 훈련 전후로 두 집단의 성과 차이가 훈련의 순효과가

된다. 실험적 방법은 간명하고 과학적이나 실험대상을 임의적으로 할당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실험 수

행에 드는 비용이 크다(전병유, 2012). 따라서 많은 경우 그 대안으로 준

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을 사용한다. 준실험적 방법은 실험적 방

법처럼 선택편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실험집단과 최대

한 비슷한 속성을 지닌 개인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관측 가능한 인

적특성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두 집단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국내

최근 연구들에선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훈련 참여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김덕호, 2018; 이서윤, 2014; 

이석원, 2003; 장효진, 2017; 최충 외, 2018). 성향점수매칭법은 개인의 관

찰 가능한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면, 개인의 사업 참여 여부는 그의 성과

와 독립적이라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에 기반한다. 이는 회귀분석에서 개인의 다양한 인적 특성들

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과 유사하다(이병희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별도의 매칭 없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내일배움카

드제의 임금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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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7년 대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대상은 현재 임금근로자인

20세~34세의 청년 중,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로 총 3,216명

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6>

과 같다. 독립변수인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내일배움카

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527명(16.4%)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689명(83.6%)로 나타났다. 참여집

단의 표본 수는 2017년 GOMS 전체 표본 수의 7% 정도다. 참여자 비중

16.4%는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을 인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참여경험 여

부를 질문했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GOMS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사업 참여 여부와 함께 참여시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직업훈련의 효과는 참여시기로부터 얼마나 경

과한 후 측정하느냐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Heckman et al., 

1997; Kluve et al., 2017) 사업 참여 시작 시점을 빈도분석으로 확인했다. 

참여 연도는 2009년 3명(0.6%), 2010년 2명(0.4%), 2011년 6명(1.1%) 2012

년 3명(0.6), 2013년 15명(2.8%), 2014년 28명(5.3%), 2015년 148명(28.1%), 

2016년 273명(51.8%), 2017년 49명(9.3%)으로, 대부분의 참여자(79.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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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2016년에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내일배움카드

제(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시범 도입된 후, 2011년에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가 전면적으로 계좌제로 전환되며 확장됨에 따라 참여 인원도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훈련자가 다소 적

은 것은 2017 GOMS가 2017년 9월에 조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종속변수인 월평균 임금의 전체집단 평균은 202.10만원, 표준편차는

76.9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

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서 보도한 20대의 평균소득 198만원보다는

다소 높고,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전체 표본에서 임금근로자

의 월평균 임금의 평균값(211.18만원)보다는 낮다. 통계청의 20대 근로소

득 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은 대졸자로 한정된 표본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전체 임금근로자 표본보다 소득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판단되는 교육대와 의대, 치대, 한의

대와 약대 졸업생을 제외하고 분석대상을 구성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 개인속성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1869명(58.1%), 남

성이 1,347명(41.9%)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

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현황에서 여성 참여자의 비중이 남성보

다 컸듯이,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청년층 또한 여성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평균 25.95세이고 표준편차가 0.03세로 매

우 밀집되어 있었다. 이중 여성의 평균 나이는 25.10세, 남성은 27.11세

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군 복무 때문에 대학 졸업 시기가 2년 정도 늦춰

진 것으로 보인다. 연령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21세는 59명(1.8%), 22세는 129명(4.0%), 23세는 290

명(9.0%), 24세는 553명(17.2%), 25세는 671명(30.2%), 26세는 604명

(18.8%), 27세 438명(13.6%), 28세 264명(8.2%), 29세 111명(3.5%), 30세 53

명(1.6%), 31세 9명(0.3%), 32세 14명(0.4%), 33세 3명(0.1%)으로, 20대 중

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자가 3,154명(98.1%), 기혼

자가 62명(1.9%)로 미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입 당시의 부모의 월



- 58 -

평균 소득은 구간별로 보고되어 평균치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월 3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통제변수 중 대학속성 변수를 살펴보면 대학위세는 상위 10개 대학이

261명(8.1%), 11~20개 대학이 338명(10.5%), 상위 20개 대학에 속하지 않

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322명(10.0%), 상위 20개 대학에 속하지 않은

지방국립대가 467명(14.5%), 기타 4년제 대학이 1,150명(35.8%), 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자가 678명(21.1%)로 나타났다. 대학위세 변수는 중앙일

보 대학평가 순위와 함께 대학유형, 대학소재지를 고려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대학유형과 소재지의 특성도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학

유형은 2년제 및 3년제 졸업생이 678명(21.1%), 4년제 대학 졸업생이

2,538명(78.9%)로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통계에 따른 전문대 졸업

생(171,210명)과 교육대를 제외한 일반대학 졸업생(344,920명)의 비율과

비교해보았을 때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비중이 훨씬 컸다. 청년의 연령대

에 한정하여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의 학력 분포를 발표한 공식

자료는 없지만, 같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한 권혜영

(2016)과 김덕호(2018)에선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비중이 74% 정도로 유

사하게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는 수도권 소재의 대학졸업자가 1,454명

(45.2%), 비수도권 소재의 대학졸업자가 1,762명(54.8%)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 노동시장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일자리에서 일한 연수

는 평균 0.53년이며 표준편차는 0.62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한 결과 1

년 이하가 1790명(53.8%), 1년 이상 2년 미만이 1271명(39.5%), 2년 이상

3년 미만이 214명(6.7%), 3년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나, 대부분 응답자가

현재 일자리에서 2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에 평균 11.6개월이 걸렸으며 3개월 미만 소요한

경우가 49.9%였다. 본 연구의 원자료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일자리의 경

력이 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76명(30.3%), 정규직 근로자가 2,240명(69.7%)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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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32.9%)와 유사한 수치였다. 노동조합에 가입

한 임금근로자는 256명(8.0%), 미가입자는 2,960(92.0%)로 대부분이 노동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중 가입자 비중(12.3%)보다 다소 낮은 수치인데, 

청년층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기업체 종사자 규모는 영세기업(10인 미만)이 564명

(17.5%), 중소기업(10인~299인)이 1,494(46.5%), 대기업(300인이상)이 1,158

명(36.0%)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설검증에 앞서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의 특성

을 비교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월평균 임금을 비교한

결과 미참여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평균 201.98만원, 참여집단은 평균

202.73만원으로 참여집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t검정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연령과 근속연수였다. 평균 연령은 미참여집단이 25.90세, 

참여집단이 26.16세로 참여집단의 연령이 더 높았다. 두 집단의 성별 비

중을 살펴보면 참여집단에서 남성의 비중이 48.8%로 미참여집단의

40.5%보다 높은데, 통상 남성의 대학 졸업 연령이 여성보다 높으므로 참

여집단의 평균 연령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속연수는 미참여집

단이 0.57년, 참여집단이 0.31년으로 미참여집단이 더 긴 기간 동안 현재

일자리에서 일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훈련에 참

여한 시간만큼 구직기간이 지연된 결과로 추정된다.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참여 및 미참여집단에서 유의한 분포 차이는 성

별, 전공, 노동조합 가입 여부, 기업 종사자 규모 변수에서 발견되었다. 

성별은 미참여집단의 여성 비율이 59.5%, 참여집단은 51.2%로 두 집단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미참여집단의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결

혼상태, 대입 당시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대학위세 변수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공은 참여집단에서

공학·자연·의약계열의 졸업생이 52.9%로 미참여집단의 45.9%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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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전체집단 미참여집단 참여집단  , 
종속변수

월평균임금 평균(표준편차) 202.10(76.93) 201.98(76.53) 202.73(79.01) -0.203

독립변수

훈련 참여 
여부

미참여 2,689(83.6)

2016~2017 참여 322(10.0)

2015 이전에 참여 205(6.4)

개인속성요인

성별
여자 1,869(58.1) 1,599(59.5) 270(51.2)

12.265
남자 1,347(41.9) 1,090(40.5) 257(48.8)

연령 평균(표준편차) 25.95(0.03) 25.90(1.94) 26.16(2.04) -2.808

결혼상태
미혼 3,154(98.1) 2631(97.8) 523(99.2)

4.554
기혼 62(1.9) 58(2.2) 4(0.8)

대입시 
부모의 

월평균소득

소득없음 53(1.6) 43(1.6) 10(1.9)

13.200

100만원 미만 78(2.4) 59(2.2) 19(3.6)

100이상 200만원 미만 247(7.7) 199(7.4) 48(9.1)

200이상 300만원 미만 507(15.8) 424(15.8) 83(15.7)

300이상 400만원 미만 731(22.7) 602(22.4) 129(24.5)

400이상 500만원 미만 665(20.7) 557(20.7) 108(20.5)

500이상 700만원 미만 532(16.5) 449(16.7) 83(15.7)

700이상 1000만원 미만 243(7.6) 215(8.0) 28(5.3)

1000만원 이상 160(5.0) 141(5.2) 19(3.6)

대학속성요인

대학위세

상위 10개 대학 261(8.1) 226(8.4) 35(6.6)

8.472

상위 11~20개 대학 338(10.5) 282(10.5) 56(10.6)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22(10.0) 258(9.6) 64(12.1)

지방국립대 467(14.5) 404(15.0) 63(12.0)

기타 4년제 대학 1,150(35.8) 962(35.8) 188(35.7)

2-3년제 678(21.1) 557(20.7) 121(23.0)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1,308(40.7) 1121(41.7) 187(35.5)

8.736공학·자연·의약계열 1,512(47.0) 1234(45.9) 278(52.8)

예체능계열 396(12.3) 334(12.4) 62(11.8)

노동시장요인

근속연수 평균(표준편차) 0.53(0.62) 0.57(0.63) 0.31(0.54) 9.018

고용형태
비정규직 976(30.3) 816(30.3) 160(30.4)

0.0
정규직 2,240(69.7) 1873(69.7) 367(69.6)

노동조합 
가입 여부

미가입 2,960(92.0) 2462(91.6) 498(94.5)
5.195

가입함 256(8.0) 227(8.4) 29(5.5)

기업규모

영세기업(10인 미만) 564(17.5) 464(17.3) 100(19.0)

6.049중소기업(10~299인) 1,494(46.5) 1232(45.8) 262(49.7)

대기업(300인 이상) 1,158(36.0) 993(36.9) 165(31.3)

<표 8> 연구대상의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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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노동조합 가입자는 참여집단에서 5.5%로 미참여집단의 8.4%보다 다소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업체 종사자 규모

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참여집단에 더 많았으며, 

미참여집단은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무자가 참여집단보다 많

았다. 기업 규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드러났다. 정리하면

고용형태와 최종적인 월평균 임금에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지만,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집단이 미참여집단과 비교했을 때 더 영세한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조합 미가입자가 많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임금의 분위별로 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7>에 분위별 기초통계를 제시했다. 월평균 임금을 사분위로 나눠 각 집

단의 특성을 비교했다. 다만 <표 12>에 제시된 분위수는 다음 절의 분위

회귀분석의 분위수와 다를 수 있다. 분위회귀분석에서 말하는 분위수는

종속변수 자체를 분위로 나눈 것이 아니라, 통제변수를 고려한 후의 임

금의 조건부 분위를 나타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Killewald and 

Bearak, 2010). 

종속변수인 월평균 임금의 집단별 평균치는 1분위의 114.53만원에서 2

분위, 3분위, 4분위로 올라갈수록 상승했으며,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독립변수인 훈련 참여 시기는, 미참여와 참여

를 비교했을 때 유의하지 않았으나 참여 시기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었다. 저소득 분위는 고소득 분위보다 최근에 훈련을 참여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분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개인속성요인은 성별, 연

령, 대입시 부모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났다. 중위수 이하의 저소득 분

위는 여성이 70% 이상으로 다수였고, 연령이 더 낮았으며, 부모의 월평

균 소득이 더 낮은 구간에 속했다. 대학속성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평

균치와 비교해보았을 때 저소득 분위의 대학위세가 고소득 분위보다 낮

계 3,216(100) 2,689(83.6) 52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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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전문대 졸업자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전공은 저소득 분위에선

인문사회·교육·계열, 자연·공학·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비중

이 높게 나타났지만, 고소득 분위에서는 자연·공학·의약계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시장요인은 평균 근속연수,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기업 규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소

득 분위는 고소득 분위보다 평균 근속연수가 짧았으며, 비정규직의 규모

가 컸다. 비정규직 비중은 하위 분위로 갈수록 커져 하위 25분위에서는

67.6%에 달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전체적으로 미가입자가 다수였지

만 가장 고소득 분위의 가입률이 19.8%에 달했던 반면 가장 저소득 분

위에선 0.9%에 불과했다. 기업의 규모는 하위 25분위에선 영세기업, 중

소기업, 대기업 근무자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상위 25분위는

대기업에 근무자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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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5% 25~50% 50~75% 75%~ 전체  , 
종속변수

월평균임금 평균 114.53 175.36 214.14 299.01 202.10 3233.23***

독립변수

훈련 참여 
여부

미참여 84.0 83.6 81.6 85.4 83.6

28.35***2016~2017 참여 12.3 10.4 10.6 6.8 10.0

2015 이전에 참여 3.7 5.9 7.8 7.8 6.4

개인속성요인

성별
여자 75.0 70.4 52.7 36.3 58.1

307.891***
남자 25.0 29.6 47.3 63.7 41.9

연령 평균 25.21 25.39 26.22 26.87 137.658***

결혼상태
미혼 98.2 98.6 97.7 97.8 98.1

2.345
기혼 1.8 1.4 2.3 2.2 1.9

대입시 
부모의 

월평균소득

소득없음 1.8 2.0 1.6 1.2 1.6

78.726***

100만원 미만 2.8 2.6 2.7 1.6 2.4
100~ 200만원 미만 9.5 9.6 6.7 5.2 7.7
200~ 300만원 미만 17.9 18.1 15.0 12.4 15.8
300~ 400만원 미만 21.7 25.0 23.3 21.0 22.7
400~ 500만원 미만 20.2 19.9 22.0 20.5 20.7
500~ 700만원 미만 15.0 13.2 17.9 19.7 16.5
700~ 1000만원 미만 6.2 6.1 7.2 10.6 7.6
1000만원 이상 5.1 3.5 3.6 7.7 5.0

대학속성요인

대학위세

상위 10개 대학 5.1 3.8 7.6 15.6 8.1

264.567***

상위 11~20개 대학 7.5 5.8 11.4 16.8 10.5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9.6 6.9 11.4 11.8 10.0
지방국립대 11.8 13.9 16.8 15.2 14.5
기타 4년제 대학 36.8 40.5 36.7 29.3 35.8
2-3년제 29.3 29.1 16.0 11.3 21.1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45.9 44.1 39.5 33.8 40.7

168.545***공학·자연·의약계열 34.2 40.5 51.2 60.9 47.0
예체능계열 19.9 15.4 9.3 5.3 12.3

노동시장요인

근속연수 평균 0.35 0.46 0.54 0.75 0.53 60.386***

고용형태
비정규직 67.6 29.9 16.7 9.3 30.3

763.596***정규직 32.4 70.1 83.3 90.7 69.7
노동조합 
가입 여부

미가입 99.1 96.2 93.1 80.2 92.0
227.390***가입함 0.9 3.8 6.9 19.8 8.0

<표 9> 분위별 기술통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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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제 2 절 가설검증

1. 월평균 임금에 대한 평균효과

본 연구는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이 대졸 청년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지, 임금 분위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 영향의 크기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분포적 효과를 분

석하기에 앞서, 비교를 위해 평균효과를 살펴보았다. 

내일배움카드제의 평균효과는 먼저 개인속성요인과 대학속성요인만 포

함한 모형1과, 이에 노동시장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2로 나누어 분석

했다. 전체 3,216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노동시장요인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

했으며(F=43.31, p<.001) 노동시장변수를 포함한 모형2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83.22, p<.001). 

모형1에서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효과는 참여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2015년 이전에 사업에 참여한 집단은 미참여한 집단에 비해 로

그 임금이 5.4%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B=0.054, p<.05). 반면에 2016년 또는 2017년에 훈련에 참여한 경우 미참

여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모형2에선 노동시장요인을 추가로 통제했는데, 모형1과 훈련의 효과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6년 또는 2017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은

미참여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 이전

기업규모

영세기업(10인 미만) 36.1 18.4 13.1 3.5 17.5

594.949***중소기업(10~299인) 36.2 58.0 58.7 32.5 46.5
대기업(300인 이상) 27.6 23.6 28.2 64.0 36.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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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미참여집단에 비해 임금수준이 4.2% 높았다

(B=0.042, p<.1).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청년 실업자 직업훈련

이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국내의 연구결과

(강순희, 2012; 권혜영, 2016; 김덕호, 2018; 장효진, 2017; 이상은, 2005)

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훈련 시점과 임금효과를

측정하는 시점 간의 시간 차이를 분석모형에 고려하지 않았다. 노동시장

으로 빠른 진입을 중시하는 직접일자리, 취업알선 서비스보다 직업훈련

은 취업 및 임금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국외 연구결과

(Kluve et al., 2017)를 생각해보면, 비교적 최근에 훈련을 시작한 집단과

예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을 구분했기 때문에 2015년 이전 훈련에 참여

한 집단에서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외에 통제변수는 결혼상태를 제외하고 대체로 임

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1에서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수

준이 14.8% 높게 나타났으며(B=0.148, p<.001)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

록 임금이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6, p<.001). 대입 시 부

모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수준이 2.2% 높아졌다(B=0.022, p<.001). 

이는 성별,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강순희, 2012; 김강호, 2009; 김

덕호, 2018; 김승곤, 2007; 김창환, 2019; 이상은, 2005; 장효진, 2017). 대

학속성요인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교육계열 전공자는 공학·자연·의

약계열 전공자보다 임금이 11.1% 낮았으며(B=-0.111, p<.001) 예체능 전

공자는 공학·자연·의약계열 전공자보다 15.5% 낮은 임금을 받았다

(B=-0.155, p<.001). 이는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자연공학계열 전공자의 임

금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권혜영, 2016; 김덕호, 2018). 대

학위세 변수에선 2-3년제 대학 졸업자와 비교하여 상위 10개 대학 졸업

자는 임금수준이 18.5% (B=0.185, p<.001), 상위 11~20개 대학 졸업자는

11.1% (B=0.111, p<.01), 기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1.1% 높았

다(B=0.111, p<.001). 상위 20개 대학에 속하지 않은 지방 4년제 국립대학

을 졸업한 경우 2-3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임금이 4.4% 높았으며(B=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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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기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2-3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임금

수준이 5.1% 높았다(B=0.051, p<.05). 이는 대학의 명성이 높을 때 더 높

은 임금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김덕호, 2018; 김창환, 

2019; 박미희·홍백의, 2014). 노동시장요인 중 근속연수도 임금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는데,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 임금이 13.6% 증가했다

(B=0.136, p<.001).

모형2에서 근속연수의 영향력은 모형1보다 감소하여 근속연수가 1년 늘

어날 때 임금이 5.3% 증가했다(B=0.053, p<.001). 모형2에서 추가로 투입

된 노동시장요인은 모두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비정

규직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는 44.4%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0.444, p<.001).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임금이

12.8% 높았다(B=0.128, p<.001). 기업체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영세

기업 근무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무자는 25.7%(B=0.257, p<.001), 대기업

근무자는 36.1% 높은 임금을 받았다(B=0.361, p<.001). 특기할만한 부분은

모형1에서 모든 대학위세 더미 변수가 임금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모형2에선 그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통게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는 것이다. 상위 10개 대학,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영향력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그 외의 대학 졸업자는 2-3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차이가 없었다. 이는 최근 대학교육이 보

편화되면서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이행의 안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변금선, 2018). 모형1에서 유의했던 대

학위세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형2에서 노동시장요인을 고려했을

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 참여는 적어도 일정 시간이 경

과한 후 4~5% 수준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정

결과는 사업참여자를 총체적인 집단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인 소득 증가

효과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평균효과를 통해선 그 효과가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이는 분포적 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알 수 있으며, 뒤에서 이어질 분위수 회귀분석에서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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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변수
ln 월평균 임금

Model 1 Model 2

훈련 요인

2016~2017 참여(r. 미참여) 0.004 (0.026) 0.013 (0.021) 

2015 이전 참여 0.054*(0.027) 0.042† (0.023)  

개인속성요인

성별(r. 여) 0.148*** (0.019) 0.082*** (0.017) 

연령 0.026*** (0.005) 0.020*** (0.004)

결혼상태(r.미혼) -0.005 (0.040) 0.001 (0.040)

대입시 부모소득 0.022*** (0.005) 0.017*** (0.004)

대학속성요인

인문·사회·교육계열            
(r.공학·자연·의약)

-0.111*** (0.017) -0.060*** (0.014)

예체능계열 -0.155*** (0.027) -0.061** (0.023)

상위 10개 대학 (r.2-3년제) 0.185*** (0.042) 0.076* (0.036)

상위 11~20개 대학 0.111** (0.034) 0.037 (0.029)

서울 소재 4년제 0.111*** (0.031) 0.064* (0.026)

지방국립대 0.044† (0.026) 0.022 (0.022)

기타 4년제 0.051* (0.022) 0.027 (0.019)

노동시장요인

근속연수 0.136*** (0.013) 0.053*** (0.011)

고용형태(r.비정규직) 0.444*** (0.019)

노조가입(r.미가입) 0.128*** (0.018)

중소기업(r.영세) 0.257*** (0.021)

대기업(r.영세) 0.361*** (0.024)

상수 4.324*** (0.125) 3.998*** (0.109)

  0.155 0.413

F 43.31*** 83.22***

<표 10> 훈련 참여가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평균효과 

(N=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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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주 2: (  ) 안은 Robust S.E. 임. 

2.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분포적 효과

본 연구의 가설인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분위수별 임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임금근로자 3,216명에 대해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위수

효과는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에 대해 10% 분위수부터 25% 분위수, 

50% 분위수, 75% 분위수, 90% 분위수까지 총 5개의 분위수에 대하여 각

각 별도의 분위수 회귀식을 추정했다. 표에는 분위수 효과와 전체집단에

대한 평균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통상의 OLS 방식을 활용한 다중회귀분

석 결과를 첫 번째 열에 제시했다.

<표 9>는 모형1을 적용해서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공변인을

통제한 조건부 분위회귀분석에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훈련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

한 집단은 앞서 평균효과에서 미참여집단에 비해 5.4%의 임금 상승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위회귀분석 결과 분위별로 효과의 크기나

유의성의 차이가 있었다. 0.25분위와 0.5분위에서 훈련은 임금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분위에선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0.25분위에서 로그 임금이 0.062 높았고, 0.5분위에선 0.038 높게 나타났

다. 즉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이 미참여집단에 비해 0.25분

위에선 임금수준이 6.2% 높았으며, 0.5분위에선 임금이 3.8% 높았다. 훈

련 효과의 크기도 전반적으로 저소득 분위에서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감

소했다. 0.75분위와 0.9분위에선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2016년과 2017년에 훈련을 시작한 경우는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회귀분석에선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

한 집단만이 미참여집단보다 임금이 높게 나타났는데, 분위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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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도 2016년~2017년 사이 훈련을 받은 집단은 임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임금이 향상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며, 중위수 이하의 저소득 분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귀분석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이 분위회귀

분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분위에서 여성보다 남성일 때, 연

령이 높을수록, 대입 당시에 부모의 소득이 높았던 경우 현재 일자리에

서 임금수준이 높았다. 공학·자연·의약계열 전공자보다 인문·사회·

교육계열 전공자와 예체능계열 전공자가 임금수준이 낮았으며, 근속연수

와 대학 위세가 높을 때 임금수준이 상승했다. 다만 0.1분위에선 다른

분위에서 유의했던 대학위세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대신에 근속

연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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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ln 월평균 임금

OLS 0.1분위 0.25분위 0.5분위 0.75분위 0.9분위

훈련 요인

2016~2017 참여
(r. 미참여)

0.004 0.097 0.011 -0.011 -0.011 0.004

(0.026) (0.1) (0.026) (0.021) (0.017) (0.027)

2015 이전 참여 0.054* 0.045 0.062* 0.038* 0.018 0

(0.027) (0.061) (0.03) (0.017) (0.024) (0.03)

개인속성요인

성별(r.여) 0.148*** 0.196** 0.121*** 0.125*** 0.148*** 0.141***

(0.019) (0.062) (0.016) (0.015) (0.014) (0.019)

연령 0.026*** 0.036* 0.021*** 0.020*** 0.017*** 0.025***

(0.005) (0.015) (0.004) (0.004) (0.004) (0.005)

결혼상태(r.미혼) -0.005 -0.056 -0.084 -0.057 -0.024 -0.061**

(0.040) (0.109) (0.063) (0.043) (0.032) (0.023)

대입시 부모소득 0.022*** 0.024* 0.016*** 0.018*** 0.024*** 0.022***

(0.005) (0.01) (0.004) (0.003) (0.003) (0.004)

대학속성요인

인문·사회·교육계열
(r.공학·자연·의약)

-0.111*** -0.221*** -0.107*** -0.064*** -0.093*** -0.117***

(0.017) (0.067) (0.015) (0.013) (0.012) (0.017)

-0.155*** -0.256** -0.14*** -0.12*** -0.125*** -0.138***예체능계열

(0.027) (0.081) (0.027) (0.019) (0.018) (0.023)

0.185*** 
0.003 0.223*** 0.256*** 0.321*** 0.245***상위 10개 대학

(r.2-3년제)
(0.042) (0.179) (0.041) (0.032) (0.028) (0.043)

0.111** -0.024 0.107*** 0.152*** 0.186*** 0.161***상위 11~20개 
대학 (0.034) (0.088) (0.03) (0.025) (0.021) (0.028)

0.111***
0.067 0.09** 0.115*** 0.172*** 0.118***서울 소재 4년제

(0.031) (0.099) (0.027) (0.033) (0.025) (0.026)

0.044† -0.026 0.059** 0.074*** 0.08*** 0.05†지방국립대

(0.026) (0.123) (0.022) (0.021) (0.02) (0.028)

0.051* 0.06 0.054** 0.041* 0.06*** 0.043†기타 4년제

(0.022) (0.06) (0.019) (0.016) (0.017) (0.024)

노동시장요인

근속연수 0.136*** 0.247*** 0.104*** 0.098*** 0.104*** 0.129***

(0.013) (0.03) (0.009) (0.01) (0.01) (0.013)

상수
4.324*** 3.591*** 4.377*** 4.545*** 4.759*** 4.711***

(0.125) (0.375) (0.097) (0.101) (0.090) (0.126)

<표 11> 분위회귀분석 결과                                       

(N=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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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주 2: (  ) 안은 Robust S.E. 임. 

변수
ln 월평균 임금

OLS 0.1분위 0.25분위 0.5분위 0.75분위 0.9분위

훈련요인

2016~2017 참여
(r.미참여)

0.013 0.055* 0.015 -0.003 0.008 0.007

(0.021) (0.021) (0.018) (0.021) (0.018) (0.013)

2015 이전 참여 0.042† 0.066*** 0.039* 0.013 0.014 -0.021

(0.023) (0.016) (0.019) (0.012) (0.016) (0.022)

개인속성요인

성별(r. 여)
0.082*** 0.102*** 0.091*** 0.076*** 0.092*** 0.112***
(0.017) (0.02) (0.015) (0.013) (0.014) (0.014)

연령
0.020*** 0.009 0.01* 0.018*** 0.017*** 0.019***
(0.004) (0.006) (0.004) (0.004) (0.004) (0.003)

결혼상태(r.미혼)
0.001 -0.046 -0.062** 0.006 -0.029 -0.034
(0.04) (0.044) (0.023) (0.059) (0.024) (0.083)

대입시 부모소득
0.017*** 0.017*** 0.014*** 0.014*** 0.020*** 0.020***
(0.004) (0.004) (0.003) (0.003) (0.003) (0.003)

대학속성요인
인문·사회·교육계열
(r 공학·자연·의약)

-0.060*** -0.065*** -0.053*** -0.052*** -0.062*** -0.063***
(0.014) (0.017) (0.013) (0.011) (0.012) (0.012)
-0.061** -0.059* -0.067** -0.072*** -0.068*** -0.071***

예체능계열
(0.023) (0.024) (0.021) (0.019) (0.015) (0.018)
0.076* 0.071 0.155*** 0.183*** 0.210*** 0.182***상위 10개 대학

(r.2-3년제) (0.036) (0.073) (0.035) (0.025) (0.022) (0.028)
0.037 0.098* 0.095*** 0.076** 0.124*** 0.080***

상위 11~20개 대학
(0.029) (0.039) (0.025) (0.026) (0.023) (0.02)
0.064* 0.101*** 0.115*** 0.073** 0.105*** 0.087***

서울 소재 4년제
(0.026) (0.03) (0.027) (0.023) (0.024) (0.021)
0.022 0.070* 0.091*** 0.051** 0.057** 0.026

지방국립대
(0.022) (0.028) (0.022) (0.019) (0.02) (0.019)
0.027 0.060** 0.065** 0.032* 0.041** 0.032†

기타 4년제
(0.019) (0.02) (0.02) (0.015) (0.016) (0.018)

노동시장요인

근속연수
0.053*** 0.041** 0.056*** 0.054*** 0.056*** 0.079***
(0.011) (0.013) (0.01) (0.008) (0.009) (0.009)

고용형태(r.비정규직)
0.444*** 0.990*** 0.540*** 0.289*** 0.185*** 0.158***
(0.019) (0.047) (0.037) (0.016) (0.014) (0.015)

노조가입(r.미가입)
0.128*** 0.094*** 0.075*** 0.104*** 0.131*** 0.131***
(0.018) (0.028) (0.02) (0.024) (0.018) (0.024)

중소기업(r.영세)
0.257*** 0.249*** 0.235*** 0.151*** 0.127*** 0.116***
(0.021) (0.022) (0.022) (0.018) (0.014) (0.018)

대기업(r.영세)
0.361*** 0.326*** 0.367*** 0.278*** 0.264*** 0.264***
(0.024) (0.031) (0.025) (0.019) (0.017) (0.021)

<표 12> 분위회귀분석 결과 (노동시장요인 통제)                  (N=3,216)

  /Pseudo   0.155 0.069 0.079 0.117 0.160 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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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주 2: (  ) 안은 Robust S.E. 임.

<표 10>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기업체 종

사자 규모 등 노동시장요인을 추가적으로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표 15>에 나타난 분위는 추가적인 공변

인이 투입된 후에 로그 임금수준의 조건부 분포에 따른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다. 따라서 동일한 표본이 <표 14>와 <표 15>에서 다른 분위에 속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여기선 개인속성요인, 대학속성요인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사하는 기업의 규모까지

모두 동질한 상태에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훈련에 참여한 사람

을 비교했을 때 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다.

평균효과를 추정했을 때 모형2에서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

은 미참여집단에 비해 임금 수준이 4.2% 높았다(B=0.042, p<.1). 분위별로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2015년 이전 훈련에 참여한 집단의 임금 상승 효

과가 0.1분위와 0.25분위에서 발견되었다. 0.1분위에서 훈련 집단은 미참

여집단에 비해 임금수준이 6.6% 높았으며, 0.25분위에서는 이보다 적은

3.9%의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0.5분위, 0.75분위, 0.9분위에서는 훈

련 참여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노동시장요인을 통제하

기 이전 분위회귀분석에서 0.25분위와 0.5분위에서 나타났던 훈련의 임

금상승 효과가, 노동시장요인을 통제한 후 보다 하위 분위인 0.1분위와

0.25분위에서 관찰되었다. 

평균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2016년과 2017년 사이 훈련에

참여한 집단은 미참여집단과 비교해 임금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앞서 개인속성요인과 대학속성요인만 통제하여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모든 분위에서 훈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동시장요인을 공

변인으로 투입하자 0.1분위에서 임금 상승 효과가 발견되었다. 0.1분위에

서 훈련에 참여한 집단은 미참여한 집단보다 임금이 5.5% 높은 것으로

상수
3.998*** 3.450*** 3.990*** 4.287*** 4.504*** 4.617***

(0.109) (0.146) (0.114) (0.093) (0.095) (0.079)

  / Pseudo   0.413 0.398 0.26 0.233 0.25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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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 외에 통제변수들은 OLS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결혼상태를 제외하고 월평균 임금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노동시장요인을 제외한 분위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0.1분위에서 대학위세 변수 일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고, 고용형태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는 등 분위별로 임

금 결정요인의 차이가 있었다.

정리하자면 대졸 청년층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했을 때, 

임금의 조건부 분포에서 중하위 분위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에서 직업훈련이 임

금을 상승시켰으며, 청년층으로 한정한 II유형 참가자 집단에선 능저의고

및 능저의저 유형에서 훈련 참여가 취업 가능성과 임금수준을 높였다는

이병희(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초통계 분석에서 소득 하위 25분

위의 인적 특성이 여성, 낮은 연령, 부모의 소득 낮음, 대학 위세 낮음

등으로 드러났고 노동시장에서 위치는 짧은 근속연수, 비정규직, 노조

미가입,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하위 분위 집단이 인적자본의 보유량이나 노동시장의 위치의

측면에서도 취약한 계층임을 의미한다.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대졸 청

년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 정

책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

참여자 집단에서 훈련 참여 시기를 비교한 결과는 2015년 이전에 참여

한 경우는 모형1과 모형2를 활용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모두 중하위 분위

에서 임금 상승효과가 발견되었다. 직업훈련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중

에서 인적자본개발을 목표로 장기적인 고용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국외 연구에선 취업 알선, 제재, 직접일자리 정책보다 직업훈

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대졸 청년층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는 훈련 참여 시기

가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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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월 임금 증가 효과가 중위수 이하의 분위수에서

발생한 것은 기존의 평균효과 추정만으로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지

금까지 국내의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에선 직업훈련의 참여

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가 많았다(강순희, 2012; 

권혜영, 2016; 김덕호, 2019; 이상은, 2005; 장효진, 2017). 이들은 현행 직

업훈련 정책이 빠른 취업을 도울 수는 있으나 임금수준을 높이지 못했으

므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소득 하위 분위에선 임금 상승의 혜택을 받는 참

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취업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사업이 노동시장

에서 한계적 위치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정

책의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석원, 2006). 

Friedlander와 Robins(1997)은 총 효과가 같은 두 직업훈련 사업을 비교

했을 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효과가 발생한 사업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 개의 직업훈련 사업의 분포적 효과를 비교한

Friedlander와 Robins(1997)의 연구결과에서 임금은 임금 분포의 80% 분

위수 이상의 실직자에게 집중해있던 반면에, 본 연구에선 하위 분위수에

중점적으로 임금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도 의미가 있다. 직업훈련의 계

좌제 전환 이후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은 단기성의 저숙련 기술 훈련을 제

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을 돕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해 내일배움카드제가 적어도 소득 하위 분위에

선 인적자본을 획득해서 고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중심훈

련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상위 집단에서는 임금 상승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임금에 부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도 했다. Friedlander와 Robins(1997)의 연구에서 소득보장중심훈련의 임

금효과가 60분위 이상으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했던 것과 배치되는 결과

다. 이석원(2006)의 연구에선 실업자 직업훈련이 여성에게선 소득 분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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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월평균 임금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남성에게선 20% 이하

의 저임금 계층과 80~90%의 고임금계층을 제외하고는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경력단절여성이 많은데, 청년집단은 노동시장 진입을 처

음으로 준비하며 성별에 따른 인적자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

서 전반적으로 큰 임금 향상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단 저소득 계층 청년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임금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병희 외

(2016)의 취업성공패키지 내 서비스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능고의저, 

능고의고 유형에선 직업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내일배움카드제를 비롯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평균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임금 분포에서 하위 분위를 제외

하고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인다. 내일배움카드

제의 훈련의 효과를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 분포에서 하위 분위에

게는 임금 상승의 효과가, 중상위 분위에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 76 -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경험이 임금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청년층의 취업난과 불안정 고

용이 나날이 악화 중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일자

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지급, 창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며, ‘내일배움카드제’는

대표적인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해당한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성

에 관한 연구는 IMF 이후 실업자 직업훈련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축

적되어왔고, 최근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의 결과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실업자훈련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임금수준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동질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사업의 평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에선 연령만을

기준으로 청년집단을 동질하게 볼 수 없으며, 인구학적 특성,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보유량 등에 따라 분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외에

선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참여집단 중 어떤 이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분포적 효과’를 분

석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선 실업자훈련의 분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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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대졸 청년층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사업 참여가 월평균 임금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균효과를 살펴본 후에, 그 효과가 월평균 임금

의 조건부 분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훈련 참여

시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Koenker와 Bassett에 의해 소개된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참여집

단을 훈련 참여 시기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한 뒤 미참여집단과 비교

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참여는 훈련 시기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

과한 참여집단에서만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

귀분석을 통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평균효과를 검증한 결과,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만이 미참여집단에 비해 임금수준이 5.4%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장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에선 2015년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이 미참여집단에 비해 임금이 4.2% 높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9월에 조사되었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훈련을 시작한 집단은 노동시장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과 통제한 모

형 모두에서 훈련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 정

책은 다른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과 비교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취업이나

임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로 갈수록 그 영향이 상쇄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Kluve et al., 2017; Larsson, 2003). 

둘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임금효과는 임금의 조건부 분포에서 중하

위 분위수에서 발견되었다.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분위별 임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월평균 임금에 대해 10% 분위수부터 25% 분위수, 50% 

분위수, 75% 분위수, 90% 분위수까지 총 5개의 분위수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회귀식을 추정했다. 노동시장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

2015년 이전 훈련에 참여한 집단은 0.25분위에서 미참여집단보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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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높게 나타났으며, 0.5분위에선 3.8%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시장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에서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

이전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한 집단은 0.1분위에서 미참여집단보다 6.6% 

임금이 높았으며 0.25분위에서 3.9% 임금이 높았다. 노동시장요인까지

보수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내일배움카드제의 효

과는 좁게는 0.25분위 정도의 임금 하위 분위에서 유의한 임금을 상승시

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월평균 임금에 분

위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

과는 기존 연구에서 사업의 총체적 결과로 측정되었던 내일배움카드제의

효과가, 청년층 참여자 집단 전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내일배움카드제 프로그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의 조건부

분포에서 하위 분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행 내일배움카

드제 훈련이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에 대한 권리를 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강화하고자 한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 직업훈련의 성과를 형평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실업자

직업훈련은 가치재의 성격을 가진 공공정책으로서 성과의 총량만큼이나

누구에게 혜택이 분배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정책의 형평성 달성에

중요하다. 계좌제 중심의 훈련체계 전환도 직업훈련을 보편적인 학습권

으로 인식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훈련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국내엔 이제까지 실업자 직업훈련의 분포적 효과를 살펴본 연구

가 드물었다. 본 연구는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실업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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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인 내일배움카드제가 대졸자 청년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업자 직업훈련의 성과를 검토할

때 형평성의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둘째,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효과가 임금

의 분위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 기존의 연구

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임금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해왔

다. 그러나 분위수를 나눠서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의 조건부 분

포에 따라 일부 임금효과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임

금 상승효과는 하위 분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취약계층의 훈련권리

를 강화하고자 한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훈련으로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위수 이상의 집단에서는 임금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양질의 일자리로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훈련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훈련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냈다. 국외 선행연구에선 인적자본투자정책이 여

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과 비교해 단기적으로는 고용 가능성과 임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상쇄되어 정

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

업훈련 연구에선 전년도 조사 이후로의 직업훈련 경험 여부가 현재 임금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훈련 시기가 경과

함에 따라 임금의 변화를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참여집단을 비교적 최근

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과 훈련 시기가 2년 이상 지난 집단으로 나눠서

임금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훈련 시작 시기가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집단에서만 임금에 정적인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직업훈련을 비롯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를 분석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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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집단 내부의 이질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

책 서비스가 필요하다. 가설검증 결과에 따르면 임금의 조건부 분포에서

하위 분위는 훈련 후 임금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상위 분위에선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이 저임금·저

숙련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적어도 하위 분위에는 긍

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청년층 내부의 계층화가 심화하면서(변금선, 2018) 청년층 내부에서도

가구소득 수준과 학력에 따라 목표하는 일자리나 취업 준비 중 느끼는

어려움이 다르다. 가구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구직활동의 적극성

이 낮아지고, 취업 준비 중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김도균, 

2018). 정부 지원 실업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취업 의지

가 강한 집단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중 저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청

년들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시간 부족을 겪을 가능

성이 크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까지 취업을 유보하기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

련과 훈련수당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2020년 국민내일배움

카드제로 개편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특수고용자, 불완전취업자 등 사각

지대를 포용하고자 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훈련

계좌의 지원금액 수준이 현행 200만원~300만원에서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담 후 최대 2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취업제

도 Ⅰ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

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

고,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지금까진 저소득층 청년들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도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병행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어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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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지적됐는데, 2020년부턴 실업자와 재직자카드를

통합하여 불완전취업자가 훈련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은 발굴이 어려워 훈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 취약계층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

성과로 이어졌을 때 민간위탁기관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다(이병희 외, 2016). 이렇듯 취약한 청년들이 훈련에 참여할 때

맞닥뜨리는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고용훈련제도의 사회복

지정책으로서 책무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계도 발견되었다. 상대적으로 고소

득 분위의 청년에게는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일배움카드제

가 훈련 후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하는 효과가 미진함이 증명되었다. 저

소득 분위를 위주로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한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는 부

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집단이 혜택을 받지 못하여 정책의 효

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는 내일배움카

드제 훈련의 기간이 고급 숙련 기술을 쌓기에는 짧다는 점, 청년들이 많

이 참여하는 훈련 직종이 취업 성과가 낮은 직종이 많다는 점, 계좌제

전환 후 영세한 훈련기관이 증가한 점 등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돼왔다. 

고소득 일자리를 목표로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역량이 충

분한 계층에겐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를 비롯한 취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

인 고용서비스가 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다(이병희 외, 2016).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인당 지원금액이 많고

신기술·고숙련 인력 양성을 지향하는 훈련과정을 지향하지만, 전체 공

공 직업훈련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계층에

게 필요한 숙련이 무엇일지, 이를 정부에서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진지

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례로 독일은 기술혁신과 탄탄한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독일 정부는 미래 제조업 성장전략으로 ‘인더스트리 4.0’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연방노동사회부는 노사 대표들과 전

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과 2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16년 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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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Arbeiten 4.0)’(BMAS 2016) 백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여기선 양질

의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을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구조적 실업을 방지할 계속교육훈련의 실시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물론 도제식 직업교육의 역사가

탄탄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중시할지, 

고용 및 경제성장 정책으로서 기능을 강화할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장기 추적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 적

극적노동시장 정책의 기능은 인적자본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과 노동시장부착(Labor Force Attachment)의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직업훈련은 빠른 노동시장 부착보다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여 장기

적인 고용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heodore & Peck, 

2000). 직업훈련의 단기 및 장기적 효과를 비교한 국외의 연구에서도 노

동시장부착을 우선하는 직접일자리 정책, 취업 알선 등에 비해 훈련 정

책은 장기효과가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Kluve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집단을 최근 2년 내 훈련을 시작한 집

단과 그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집단으로 분리한 결과, 후자에서만 일부

임금 상승효과가 발견되었다. 직업훈련 참여자들은 훈련 기간 구직활동

을 지연하게 되고, 훈련 직종과 연결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

낄 수 있으므로 취업 알선과 상담 등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카드 발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상담 외에 훈련 후 일자리 연

계에 대한 지원은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성공패

키지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는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최대 3개월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훈련 성과가 즉각적으로 발현되

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장기적인 추적조사와 지원이 필

요하다. 특히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 후엔 실업자 및 재직

자 내일배움카드제가 통합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이 늘어나므로, 취업 상

태와 관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사례관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직업훈련 사업 평가의 측면에서도 단기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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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국외에선 훈련 종료 후 시간에 따른 취업 여부와

임금 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길게는 10년까지 참여

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졌다(Ibarrarán et al., 2018; Nordlund, 2011). 

단기적인 취업 효과 외에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모형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를 갖는다.

첫째, 훈련 효과를 추정할 때 표본의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응적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

의 통계적 기법을 통해 비교집단을 구성하거나 실험방법을 사용하지 않

았고,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배경, 자세한 인적자본 관련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했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훈련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 간에

특성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이질적 특성이 훈련 효과 추정에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한 집단은 미참

여집단에 비해 취업 의지가 강하고 노동시장 이탈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훈련 후 구직 시 본인의 유보임금수준에 떨어지는

일자리라도 빠른 취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이서윤, 2014). 실험 기법

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러한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더욱 정확

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전체 청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직업훈련 관련 자료인 HRD-Net 또는 고용보험

자료는 접근성이 낮아 공개된 데이터 중에서 청년층의 인적자본 정보와

직업훈련에 관해 가장 자세한 응답이 있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사

용하였다. 그러나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하는 청년층 중에선 고졸 이하

의 학력을 보유한 참여자도 많으며, 임금근로자 외에 창업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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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훈련도 시행되고 있다. 전체 학력의 청년층

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나 청년패널조사는 정부 실업자훈

련에 참여한 응답자의 수가 적어서 활용하지 못했다. 향후엔 연구대상자

를 대졸자 외의 학력 집단과 비임금근로자까지 확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임금의 조건부 분포에 따른 이질적인 사업

효과를 파악했으나 어떤 배경에 의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규명하

지 못했다. 직업훈련의 효과는 훈련 프로그램의 현장 지향성, 기타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 참여자의 취업기대수준과 자기효능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소득집

단별 특성과 그에 따른 훈련 참여 의지, 취업 목표, 훈련의 장애요소, 진

입하게 되는 일자리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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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Vocational Program 

on the Wages of College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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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youth face high unemployment rates and often have limited 

opportunities to insecure, precarious work upon entering the labor 

market.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enact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promoting vocational training as a way of overcoming youth 

unemployment. A young person’s career opportunities will be 

determined by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skills and, the more 

vulnerable one is, the more difficult it is to build such crucial skills. As 

such, vocational training can be of vital support to vulnerable groups 

and be a key element of government policy efforts towards building a 

social safety net. Opportunities for such skill-building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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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ly provided by the government, scholars argue, because the 

stratification of skills can lead to a stratification of income. If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are effective, it should therefore be possible to identify 

the impact among vulnerable groups, which are the main target of the 

programs.

Since the government's vocational training policy aims to increase the 

employability of those in vulnerable group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he average effects of the training programs but also the 

distributional impact- the impact upon specific subgroups. Some studies 

succeed in this by identifying heterogeneous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within participant groups. That being said, most studies have 

analyzed the average impact of programs across participants, a practice 

which assumes participants are from a uniform background.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vocational program on the wages of university 

graduates, the main participant in the Korean government's youth 

unemployment program. For analysis purposes, this study used the 2017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releas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irst, the simple, average impact of the 

unemployed college graduates' participation in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program on monthly wages was analyzed. Next,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the program on wages was tested through 

quantile regression, a method introduced by Koenker and Bassett (1978).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split 

according to when they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wages of these 

two groups were then separately compared with those of recently 

employed graduate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gression analysis used to 

identify the average impact of the training revealed that the wages of 

the group who participated before 2015 was higher than the wa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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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in the control group. The difference in the wage of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program between 2016 and 2017 and the control 

group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which demonstrate that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and wages in the short-term, 

when compared to other policies which directly create jobs. These 

studies also suggest that such negative effects are mitigated over the 

long-term (Kluve et al., 2017; Larsson, 2003).

Second, a positive effect of participation in the training program on 

wages was found among the lower wage groups.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five quantiles, ranging from 10% to 

25%, 50%, 75%, and to 90% of conditional monthly wage. A positive 

effect of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n monthly wages was 

found for the lower range of wages- the bottom 25th percentile. This 

positive effect also extended to higher quartiles, but only among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prior to 2015.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average effect of the training was not distributed 

evenly across the entire group of participant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effect of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n the wages of recent college graduates is not homogeneous 

within participating groups and that the magnitude of the effect is 

different across training periods.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clear that 

programs c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training that is design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participant subgroup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raining programs, mid- to long-term follow-ups 

should be conducted as a way of supporting the continued efforts of 

recent participants.

keywords : vocational training,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youth 

unemployment, wage, distributional impact,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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