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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력이 내국인력과 같은 학력 수준이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교육투자수익률 (returns to education)이 낮은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족한 문화 이해도, 낮은 언어 능력,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을 위해서 2013~2014년『외국인 고용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조사』는 외국인력의

고용현황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의 외국인력 관련 통계

와 달리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 분석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교육투자수익률이 외국인의 경우 3.98%, 내국인의

경우 5.08%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력 내 체류자격별 분석 결과, 비전

문인력은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고, 전문인력의 경우 교육투자수

익률이 5.16%로 나타나 내국인보다 약간 높았다. 비취업비자의 경우

4.48%로 전체 외국인보다 약간 높았다.

주제어: 외국인력, 교육투자수익률

학번: 2013-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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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3D업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층의 유휴인력 규모는 커지고 있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이 제시되었고 외국인력의 도입도 그

중 하나이다.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서 1980년대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

기 시작했고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와 더불어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는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장/단기 체류

외국인 수는 (출입국통계기준) 170만명에 달하고 특히 단순기능인력이

체류외국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력은 양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인력의 정주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외국인력을 어

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고용

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

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숙련 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

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력

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여성, 청년층 유휴인력, 고령자 등의 노동공급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

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필연적으로 장기화 될 것

이다.

2014년『외국인 고용조사』의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외국인력 분포를

살펴보면 5년~10년 미만이 20.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이 2년~ 3년 미만으로 19.93%을 차지한다.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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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기 때문에 2년~3년 미만도 상당히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년~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을 합치

면 전체의 28.9 %나 차지하는 것을 주목해볼 때, 외국인력의 체류 장기

화가 계속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

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력의 대체성 등의 논의에서 좀 더

발전한 외국인력의 근로실태 분석과 적절한 활용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금 부문으로 분석 범위를 좁혀 외국인력이 내국인력과 같

은 학력 수준이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교육투자수익률

(returns to education)이 낮은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족한 문화 이해도, 낮은 언어 능력,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력 내에서도 체류자격별로 교육투자수

익률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비

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력과 미국 또는 유럽 출신의

연구 (E-3) 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은 같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

더라도 교육투자수익률이 다를 것이다.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해서 각각 외국인력과 내국인력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 항목이 포함된 2013~2014년『외국인 고용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조사』는 이전의 외국인력 관련 통계와 달리 외국인력의 고용현황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부 「등록외국인 명부」와 「국내거

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명부」 에서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 분석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외국인의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이 3.98%, 내국인의 경우 5.08%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력을 체류자격별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

를 소지한 비전문인력(이하 비전문인력), 교수(E-1), 회화지도(E-2), 연

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그리고 유학생(D-2, D-4-1), 재

외동포(F-4), 영주자 (F-5), 결혼이민자(F-2-1, F-6), 기타 등을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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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업비자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각의 교육

투자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비전문인력은 한국에서 체류한 거주한 기간에

대한 더미 변수를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 0.37%로 나타났고 추가할 경우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전문인력의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이

5.16%로 나타나 내국인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비취업비자의

경우 4.48%로 전체 외국인보다 약간 높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서 소개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자료와 기초분석, 실증 분석 모형, 그리

고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

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국내 외국인력 유입의 증가 추세와 높은 정주화 가능성에 비해서 아직

까지 외국인력 분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유럽 등의 이

민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인력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

어왔다. 그 중 Chiswick(1978)은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의 임금 분석의 가

장 근간이 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Mincer형 인적자본 임금함수를

기반으로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격차를 비교하고 나아가 이민 이

후 거주기간에 따른 임금 변화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

과 외국인의 로그임금을 각각 교육년수, 경력, 성별, 혼인 여부, 거주 지

역, 일한 시간,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등의 설명변수에 회귀분석한

후 각각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 외국인력과 내국인력의 교육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경우 외국인은 임금이

5.5 퍼센트 상승하는 데 반해, 내국인의 경우 8.2 퍼센트 상승하였다. 이

처럼 비록 외국인은 교육투자수익률도 낮고 정착했을 당시의 초기임금도

낮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동화됨에 따라 내국

인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 또한 제시하였다. 임금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이민 이후 1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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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 내국인과 임금 수준이 같아지고 심지어 20년 후에는 내국인보다

임금이 6퍼센트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Chiswick(1978) 이후 많은 연구들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격차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그 중 Borjas(1985)는 동화효과로 인해 임금격차가 줄

어든다는 Chiswick의 분석을 비판하며 동화효과가 아닌 코호트 효과를

가지고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1970년과 1980년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

한 Borjas의 연구는 두 코호트 그룹의 노동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

나는 코호트 효과가 횡단면 분석에서는 동화효과와 구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Chiswick의 연구가 예측한 외국인력의 임금상승률은

과대평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의 임금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후에도 외국인력과 내국인력 간의 임금과 교육투자수익률 비교분석을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는데 대부분이 외국인력의 교육

투자수익률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중, 이스라엘 데이터를 사용

한 Friedberg(2000)는 이민 전/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을 각각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이 자국에서 받은 교육보다는 이민 후에 받은 교육에서 얻는 한

계수익이 더욱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민자들의 교육투자수익

률을 교육 받은 국가로 나누어 분석하면 인적 자본의 이동성

(transferability of human capital)의 문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uleep(2008)에서는 저개발국에서 온 이민자일수록 같은 학력 및

경력 수준이라도 내국인 또는 선진국에서 온 이민자보다 초기 임금이 낮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비전문

인력과 전문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비교에서 대부분이 저개발국 출신인

비전문인력의 교육투자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Duleep(2008)에서는 저개발국에서 온 이민자의 경우 인적자본을 개발하

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

어질수록 임금 성장속도가 선진국에서 온 이민자보다 더 빠른 것으로 드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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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증분석

1. 자료와 기초분석

국내의 외국인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에 대해 가지는 대체성과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성과와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반면 외국인력의 근로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는 외국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실태 분석에 자주 쓰이는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 사업체와 내국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이 드러

나지 않는다. 고용형태별 근로조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사업체근로실

태조사는 2007년 이전까지는 조사대상이 외국인 근로자인지 식별이 가능

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해당 문항이 삭제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식별할 수 없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체

별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를 가진다.

조사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체인데 상당수의 외국인력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외국인도 조사대상에 제외되지는 않지만 조사표에서 국적에 대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구조사라는

특성 때문에 학교 기숙사 또는 공장의 집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한 표본이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박성일, 2012)

이러한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분

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유길상 외(2004)는 비전문 외국인력, 이

규용 외(2005)는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표본 수가 적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

조동훈(2010)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2005년 사

업체 근로실태조사 (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



- 6 -

인의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횡단면 분석 결과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격차는 24%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2012년부터 외국인의 인적 특성과 노동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외국인 고용조사』가 시작되면서 외국인력의 노동성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훨씬 용이해졌다. 『외국인 고용조사』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여부, 취업분야 등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

책 및 국내 노동시장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

으며 조사대상은 법무부 「등록외국인 명부」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

적 동포 명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15세 이상 외국인 10,000명이다.

이러한 『외국인 고용조사』의 표본은 이전의 외국인력 관련 통계에 비

해 대표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이용한 외국인력 근로실태 분석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국인의 노동

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을 사용하였는데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

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

는 조사이며 조사대상은 전국 19만 9천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통계청에서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

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조사항목은 유사하지만 『지역별 고용

조사』는 표본이 더 크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조

사』 와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각각 외국인과 내국인의 교육

투자수익률을 비교하고 외국인력 내에서 체류자격별로 교육투자수익률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분석에 포함되는 기간은 2013년부터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4년까지이

다. 또한, 2013년, 2014년의 조사대상이 다르고 1년 동안 연도별 모집대

상 간의 체계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2개년도 자료를 합쳐 횡

단면 분석을 시행하기로 한다. 『지역별 고용조사』와 『외국인 고용조

사』의 원자료의 표본을 모두 합한 후 그 중 무급가족종사자와 조사대상

주간에 일하지 않거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표본은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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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은 280,734명이고 그 중 내국인은 270,188명 (전

체의 96.24%)이고 외국인은 10,546명 (전체의 3.76%)이다.

또한, 외국인력 중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취업비자와 비취업비자로 나누

고 취업비자 중에서도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

려고 한다. 이는 외국인력 내에서도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

국인력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 간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력 내에서도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은 인적

속성 및 직업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표본을 분리하였다. 전체 외국인

표본 중 비전문인력은 5,677명(외국인 전체의 53.64%)이고 전문인력은

941명(외국인 전체의 8.92 %), 비취업비자는 3,948명 (외국인 전체의

37.44%)이다. 1)

다음으로 <표 1>―<표 3>은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1>은 월 평균 임금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며 월 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임금을 나타낸다. 그런

데, 원자료에서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지역별 고용조사』는 수

치로 자료가 주어지는 반면 『외국인 고용조사』는 범주형 자료(100만원

체류자격 비율(%)

비전문취업(E-9) 31.5

방문취업(H-2) 22.14

전문인력(E-1~E-7) 8.92

유학생(D-2, D-4-1) 0.84

재외동포(F-4) 13.28

영주자(F-5) 6.57

결혼이민자(F-2-1, F-6) 11.3

기타 5.44

1)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비전문인력, 교수(E-1), 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

(E-7)비자를 전문인력, 그리고 유학생(D-2, D-4-1), 재외동포(F-4), 영주자

(F-5), 결혼이민자(F-2-1, F-6), 기타 등을 소지한 비취업비자라 정의하였다.

(외국인력의 자세한 체류자격별 분포는 아래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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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로

주어진다. 따라서, 데이터의 일원화를 위해서 내국인도 외국인과 같이 범

주형 자료로 변환한 다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범주형 자료에서 평균값

으로 환산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내국인의 경우 월 평균 임

금이 127만원이면 100만원~200만원에 속하므로 해당 범주의 평균값인

150만원으로 변환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300만

원 미만이면 해당범주의 평균값 250만원으로 환산하였다. 그렇게 하여

얻은 월 평균 임금의 평균값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이 외국인보

다 평균 임금이 22만원 정도 높다. 또한, 외국인력 중에서도 비전문인력

의 임금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평균 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

만 전문인력은 내국인 전체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비취업

비자의 평균 임금은는 전체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표준편차가 작아 상대적으로 외국인 내에

서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력 내에서는 비전문인

력도 가장 표준편차가 작고 평균도 낮아 임금 분포가 저임금에 집중해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

는데, <그림 1>을 보면 외국인력의 임금이 내국인력의 임금에 비해 평

균이 낮고 낮은 임금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비전문인력은 평균도 낮고 편차도 작아 대부분의 비전문인력

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인력은 임금

에 대한 평균이 높고 비전문인력에 비하면 편차가 크며 비취업비자는 외

국인력 중 가장 임금에 대한 표준편차가 커 임금분포의 흩어진 정도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별로 관측이 가능한 특성들의 분포도

살펴보자. 먼저, 내국인의 평균 연령은 43.78세로 외국인 36.94세보다 높

았다. 외국인력 중에서는 비취업비자가 40.83세로 가장 높다. 비전문인력

은 35.01세, 전문인력은 32.28세로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이다. 또한, 남성

의 비율은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낮았고, 외국인력 중에서는 비전문인

력은 80%가 가장 높아 대부분의 비전문인력은 남성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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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국인력 외국인력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비취업비자

월평균임금(원)
210.24
(98.59)

187.86
(70.53)

176.82
(49.4)

249.47
(70.33)

189.01
(86.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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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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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비취업비자

비전문인력

<표 1> 월 평균 임금

주: 1) 수치값은 평균이고 ()안의 값은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임.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3~2014), 『외국인 고용조사』(2013~2014)

<그림 1> 임금 분포- 내국인과 외국인

<그림 2> 임금 분포- 외국인력 내 체류자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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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국인력 외국인력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비취업비자

연령(년)
43.78

(12.53)

36.94

(11.22)

35.01

(10.16)

32.28

(9.42)

40.83

(11.90)

남성(%)
57.30

(0.50)

67.10

(0.47)

79.00

(0.41)

61.40

(0.49)

51.24

(0.50)

유배우(%)
67.90

(0.47)

61.30

(0.49)

54.60

(0.50)

31.20

(0.46)

78.22

(0.78)

교육년수(년)
12.75
(3.60)

12.10
(3.31)

11.33
(2.50)

15.89
(3.01)

12.30

(3.72)

비취업자는 남성의 비율이 약 51%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높지 않았

는데 이는 비취업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여성이

기 때문이다. 유배우 비율은 내국인은 67.9%와 외국인은 61.3%로 그렇

게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나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은 각각 54.6%,

31.2%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반해 비취업비자는 유배우 비율이

78%로 내국인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비취업비자 중 영

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배우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력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평균 교육년수가 낮다.

외국인력 내에서는 비전문인력의 학력 수준이 가장 낮고 전문인력은 전

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 평균 교육년수가 높다. 비취업비자는

외국인력과 비슷한 학력 수준을 보인다.

<표 2> 인적 속성

주: 1) 수치값은 평균이고 ()안의 값은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임.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3~2014), 『외국인 고용조사』(2013~2014)

교육년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

의 경우 중졸 이하가 17.23%인 반면 외국인은 중졸 이하가 26.84%를 차

지한다. 고졸도 내국인은 37.76%인 반면 외국인은 45.22%으로 전체에서

고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반대로, 내국인 중 초대졸 이상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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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국인력 외국인력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비취업비자

무학(%) 2.14 0.78 0.8 0.11 0.91

초졸(%) 6.68 6 5.87 0.43 7.52

중졸(%) 8.41 20.06 22.04 5.21 20.77

고졸( %) 37.76 45.22 56.43 10.52 37.44

초대졸(%) 14.09 6.87 8.31 3.08 5.70

대졸(%) 26.03 16.02 6.24 58.13 19.98

석사학위취득
(%) 3.93 3.62 0.3 15.62 5.52

박사학위취득
(%)

0.96 1.43 0.02 6.91 2.15

을 가진 표본의 비율은 45.01%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27.94%로 내국인

에 비해 낮았다.

비전문인력은 중졸 이하가 28.71%이고 고졸의 비율이 56.43%로 학력

수준이 전체 외국인보다 훨씬 낮다. 초대졸 이상은 14.78%로 내국인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였고 박사학위소지자는 비전문인력 전체

표본인 5,345명 중 한 명 있었다. 반면 전문인력은 중졸 이하가 5.75%이

고 초대졸 이상이 약 84%를 차지했다. 이는 비전문인력은 물론이고 전

체 내국인보다 더 훨씬 높은 학력 수준을 보여준다. 비취업비자의 경우

중졸 이하가 29.2%로 비전문인력보다 높다. 하지만, 고졸의 비율이

37.44%로 내국인과 비슷하고 대졸 이상도 33.35%로 전체 외국인보다는

높아 비취업비자가 외국인력 중에서는 학력이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학력분포를 통해서 <표 1>에 나타난 내국인과 외국인의, 그

리고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임금격차가 학력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학력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3~2014), 『외국인 고용조사』(2013~2014)

2. 실증분석 모형

본 연구는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Mincer형 인적

자본 임금함수를 기반으로 하되 외국인력과 내국인력 간의 비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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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특성 변수를 추가한 Chiswick(1987)에서 사용된

모형을 통해 횡단면 분석을 시행하였다.

ln 
′EXP EXP∙ (1)

식 (1)에서 종속변수는 월 평균 로그임금이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내국인은 월평균 임금 자료가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지는 반면 외국인의

범주형 자료로 주어져 있어 평균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증분석을 시행했을 경우 데이터 손실로 인해서 교

육투자수익률이 과소평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P 는 경력으로 직접적

인 관측값을 얻기가 어려워 Mincer형 인적자본 임금함수를 참고하여 연

령-교육연수-6으로 정의하였다. 경력제곱은 경력연수를 제곱한 값을 100

으로 나눈 값이다. 또한, 개인의 관측 가능한 변수인 경력, 경력제곱, 성

별, 혼인여부,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별더미는 남자는 1, 여자

는 0의 값을 혼인여부더미는 유배우일 경우 1, 배우자가 없을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

주로 분류하였다.

 는 개인의 교육연수를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은 임금에 대한 교

육투자수익률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육연수가 1년 늘어날 때 임금의

변화율을 알 수 있다. 는 외국인 더미이므로 와 교육연수  의

교호항의 계수인 는 외국인일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므로 외국인력과 내국인력 간의 교육투자수익률 차이를 나타낸다.

이 외에도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 산업 등이 있지만 이

러한 변수들은 교육연수에 받는 영향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내생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Angrist & Pischke, 2008 최강

식, 2002). 마지막으로 는 임의의 값을 가지는 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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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EXP  EXP  (2)

ln   
′ EXP EXP  (3)

식 (2)와 (3) (i 생략) 은 내국인과 외국인 표본에 대하여 각각 따로 회

귀분석하기 위한 식이다. n은 내국인력 (native worker)를, f는 외국인력

(foreign worker)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은 외국인력과 내국인력의 노

동시장 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완화시킨 분석이기 때문에 내국인력과

외국인력 간 인적속성에 대한 가격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의 경우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 Years since migration to

Korea)에 따른 임금 변화 또한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은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

만, 4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력 중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비취업비자 표본에 대하

여 각각 회귀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체류자격별로 분석을 시행할 때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변수를 포함한다.

3. 실증분석결과

<표 4>는 식 (1)-(3)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먼저 1열은 내국인

과 외국인을 합한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이고 2열과 3열은 각각 내국인

력과 외국인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우선 1열을 통해 개인의 관측가능

한 변수에 추정계수를 보면, 경력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남성, 유배우일

경우 임금이 더 높아 기존 연구와 결과가 비슷하다. 거주지역더미에 관

해서는 자세한 결과는 지면상 생략하나,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높

은 임금을 보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2열과 3열을 보면

내국인력은 경력이 1년 늘어날 때 임금이 1.52%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

력은 0.99% 증가하여 외국인력이 경력에 대한 한계수익률이 더 낮다. 남

녀의 임금차이를 비교해보면 내국인력과 외국인력 모두 남성의 임금이

더욱 높다. 내국인력의 경우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37.1%인 반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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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력은 남녀의 임금격차가 23.3%로 내국인력에 비해 격차가 적다. 혼

인여부에 대해서는 내국인력의 경우 대부분의 임금함수 추정 결과와 같

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이 더 높아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

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12.3%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외국인력

의 경우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이 3.79%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전문인력의 대다수가 미혼이기 때문이

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외국인력의 경우 추가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어떻게 임금이

변화하는 지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에 대한 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1년 거주하였을 경우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 지를 정

확히 추정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각각의 더미에 대한 계수 분석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분석하고자 한다. 기준을 6개월 미만으로 하고 각각 1~2

년 미만, 2~3년 미만, 4년~5년 미만의 거주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체류기

간에 따른 임금 상승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3년~4년 미만으

로 거주하는 경우 6개월 미만으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로그임금이 4.76%

높고, 5년~10년 미만으로 거주하는 경우 5.64%,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

우에는 9.18%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투자수익률에 대한 분석 결과의 경우, 1열의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

친 전체표본은 5.14%이다. 즉,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5.14%

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과 (교육연수)의 교호항

의 계수를 이용하면 교육투자수익률이 3.73%임을 알 수 있다. 즉, 외국

인력은 교육수준의 증가가 임금에 나타나는 효과가 내국인에 비해서 적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외국인력의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이 낮은 이유

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문화와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며 고용 기회에 대한 정보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한국어 능력이 낮기 때문에 자국에서 받은 교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낮은 교육투자수익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열과 3열에 나타나있는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각각 교육투

자수익률을 구한 결과는 내국인력은 5.08%, 외국인력의 경우 3.98%로



- 15 -

전체표본을 이용하여 구한 값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2)

상용직으로 표본을 제한하여 분석을 시행했을 때도 여전히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낮다. (<부록 1> 참조).

2) 추가적으로, 각 범주에 해당하는 내국인의 임금 평균을 구한 후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분포가 같다는 가정하에) 그 값을 범주의 평균값 대신 사용하

여 교육투자수익률을 다시 분석했을 때 각각 내국인력은 6%, 외국인력은

4.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주의 평균값을 사용한 결과보다 절대적

인 수치는 높게 나와 과소추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는 17년, 박사는 20.5년으로

계산하여 교육투자수익률을 다시 분석했을 때, 교육투자수익률이 각각 내국

인력은 5.01%, 외국인력은 4.06%로 나타나 기존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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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 내국인력 외국인력

교육연수 0.0514*** 0.0508*** 0.0398***

(0.000362) (0.000367) (0.00122)

경력 0.0154*** 0.0152*** 0.00921***

(0.000214) (0.000219) (0.00119)

경력제곱 -0.0344*** -0.0344*** -0.0133***

(0.000352) (0.000357) (0.00239)

남성 0.367*** 0.371*** 0.233***

(0.00178) (0.00182) (0.00782)

유배우 0.117*** 0.123*** -0.0379***

(0.00213) (0.00219) (0.00852)

외국인 0.0952***

(0.0174)

외국인*교육연수 -0.0141***

(0.00138)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6개월~1년 미만 0.0165

(0.0266)

1년~2년 미만 0.0351

(0.0256)

2년~3년 미만 0.0412

(0.0253)

3년~4년 미만 0.0476*

(0.0260)

4년~5년 미만 0.0148

(0.0267)

5년~10년 미만 0.0564**

(0.0256)

10년 이상 0.0918***

(0.0274)

Constant 4.223*** 4.228*** 4.439***

(0.00642) (0.00654) (0.0331)

거주지역더미 YES YES YES

Observations 280,734 270,188 10,546

R-squared 0.397 0.402 0.193

<표 4>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에서 기준은 6개월 미만임.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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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시행한 회귀분석 방법은 외국인력이 자국에서 받고 온 교

육의 질이 국내 교육의 질과 같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교육제도나 정책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교육의 질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고 교육의 질에 따라서 교육투자수익률도 각각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질을 통제하는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별 교육의 질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는 크게 투입요소(input)와 성과물(outcome)로 나눌 수 있다. 투입요

소는 교사-학생 평균비율, 교사의 평균급여수준, GDP 대비 정부의 교육

비 지출 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이와 같은 투입요소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Bratsberg & Terrell,

2002 Card & Krueger, 1990).

성과물은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교육의 질이 학생들의 인

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준다. 다수의 연구가 Third

International Math and Science Survey (TIMSS),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and the OECD’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등의 국제 시험 점수를 성과

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제 시험이 개발도상국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PISA의 경우 현재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개도국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대부분이 아시아의 개도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국제시험 점수는 국가 간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

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투입요소 지표 중 하나인 GDP 대비 정부의 교육비 지출을 통제 변수로

추가하였을 때 교육투자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우선 『외국인 고용조사』가 제공하는 국적에 대한 정보

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조사대상자가 표기한 국적과 『외국인 고용조

사』의 자체 국적분류 등 두 가지 정보가 있다. 반면, 2014년에는 조사대

사장의 구체적인 국적에 대한 정보는 없고 자체 국적분류에 대한 정보만

있다.3) 우선, 본 연구에서는 2개년의 표본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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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데이터는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에 제공하는 Government expenditure per student, total (% GDP)를 사

용하였다. 또한,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의

평균 연령이 각각 43세와 36세임을 감안하여 이들이 교육 받은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1983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년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1982년 또는 198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1982~1984

년의 경우 베트남, 우즈벡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유럽, 오세아니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분석 시행 시 해당 국가출신 외국인력은 제외하였

다. 교육의 질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의 교육투자수익

률은 5.12%로 기존 결과와 비슷한 반면 외국인력일 경우 교육투자수익

률이 1.09%로 나타나 기존 결과보다 낮교육의 질에 대한 계수는 유의미

한 값이 도출되었다.4) (<부록 2> 참조)

다음으로 <표 5>는 외국인력 중에서도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그리고

비취업비자을 대상으로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문인력의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이 5.16%로 나타나 내국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

만 비전문인력의 경우 교육투자 수익률이 유의한 값으로 도출되지 않는

다.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변수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는 0.37%로 값이

유의하긴 했지만 이 값도 일반적인 교육투자수익률에 비해서는 매우 낮

다. 비취업비자의 경우에는 4.48%로 외국인력 전체 표본에 비해서는 약

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내국인에 비해 낮은 원인이 비전문인력의 매우 낮은 교육투자수익률임을

알려준다.

먼저 직업별 분포를 통해서 체류자격별로 교육투자수익률이 차이가 나

3) 자체 국적분류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한국계 제외), 베트남, 우즈베키스

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몽골, 기타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

아, 기타(남미, 아프리카)로 나뉜다.

4) 구체적인 국적정보가 있는 2013년 표본만 제한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개

년도 표본을 합친 것과 큰 차이가 없었고 여전히 전체표본 중 외국인력의 경

우 교육투자수익률이 낮고 교육의 질 변수에 대한 계수는 유의미한 값이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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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를 알아보자. (<부록 3> 참조) 우선 비전문인력의 경우, 직능수

준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하는 비전문인력의

비율을 합하면 92.1%에 달한다. 정기선 (2010)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E-9)과 방문취업(H-2)로 입국한 근로자들 중 현재 하는 일에 숙달되는

기간이 3개월이면 된다는 응답자가 약 80%였는데 이를 통해 비전문인력

이 하는 일의 직능수준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능수준이 낮을 경우

에는 학력 수준에 관계 없이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 표본을 제한하여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을 구

했을 때 각각 0.77%와 0.67%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업별 분포에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 속하는 전문인력은

81.4%이다. 이러한 직업 특성을 가진 경우 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다

르고 특히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크다. 따라서, 전문인력은 교육에 대

한 한계수익률이 비전문인력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이다. 비취업비자의

경우는 직업별 분포에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27.48%,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비율이 19.17%로 낮은 직능에 속한 비율이 46.65%로

꽤 높았지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도 18.59%로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직능 수준이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의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전문인력은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이 많아 출신 국가의 교육

의 질이 국내 교육의 질보다 낮기 때문에 교육투자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다. 앞서 외국인력 표본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 변수로 상대적 GDP 대

비 정부의 교육비 지출을 추가하여 간단하게 분석을 시행하였지만 교육

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는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교육의 질을 고려한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더미에 대한 계수를 살펴보면, 전문인력의 경우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부터 임금 상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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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임금 상승 속도가 비전문인력이나 비취업비

자에 비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 상승의 폭도 전체 외국인력

과 비전문인력에 비해서 전문인력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3년~4년

미만 경우 6개월 미만인 경우보다 전체 외국인력은 4.76%, 비전문인력은

9.26% 높은 데 반해 전문인력은 18.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취업

비자의 경우 6개월~1년 미만의 경우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

오고 그 이후에도 체류기간의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은 관측되지 않았

다. 이는 비취업비자의 경우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딱히 임금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체류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6>을 통해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에 따른 교육투자수익률의 변화를 알아보자. 이를

위해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3년 미만인 경우 0, 3년 이상인 경우를 1

로 하여 한국체류기간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연수와 한

국체류기간 간의 교호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 체류기간이 길

어질수록 오히려 교육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 외국

인력 표본에서는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교육투자수익

률이 0.7% 낮았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한국체류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이 0.32% 상승하지만 전문인력과 비취업비자는 전체 외

국인과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렇게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투자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외국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져도 인적자본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또한, 횡단면 분석에서 식

별하지 못하는 코호트 효과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오래 전에 한국에 입국한 코호트와 최근에 입국한 코호트 간의 질이 다

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차후에 Borjas (1985) 등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분석

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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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비취업비자

교육연수 0.00217 0.0516*** 0.0448***

(0.00157) (0.00336) (0.00223)

경력 0.00320** 0.00446 0.0183***

(0.00137) (0.00359) (0.00222)

경력제곱 -0.00923*** 0.00418 -0.0291***

(0.00287) (0.00933) (0.00420)

남성 0.150*** 0.0484** 0.343***

(0.00915) (0.0202) (0.0149)

유배우 0.00675 -0.0346 0.00890

(0.00819) (0.0236) (0.0189)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6개월~1년 미만 0.00935 0.159** -0.130*

(0.0238) (0.0637) (0.0667)

1년~2년 미만 0.0271 0.178*** -0.0482

(0.0228) (0.0626) (0.0645)

2년~3년 미만 0.0613*** 0.190*** -0.0343

(0.0226) (0.0636) (0.0626)

3년~4년 미만 0.0926*** 0.187*** -0.0820

(0.0233) (0.0655) (0.0630)

4년~5년 미만 0.0541** 0.205*** -0.0584

(0.0242) (0.0756) (0.0634)

5년~10년 미만 0.0995*** 0.161** -0.0289

(0.0246) (0.0650) (0.0606)

10년 이상 0.157*** 0.0759 -0.00913

(0.0283) (0.0761) (0.0622)

Constant 4.915*** 4.411*** 4.275***

(0.0349) (0.0862) (0.0723)

거주지역더미 YES YES YES

Observations 5,657 941 3,948

R-squared 0.095 0.255 0.287

<표 5> 외국인력 내 체류자격별 교육투자수익률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에서 기준은 6개월

미만임.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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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외국인력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비취업비자

교육연수 0.0443*** 0.000483 0.0581*** 0.0550***

(0.00171) (0.00166) (0.00424) (0.00386)

경력 0.0101*** 0.00316** 0.00550 0.0193***

(0.00120) (0.00137) (0.00355) (0.00221)

경력제곱 -0.0147*** -0.00834*** -0.00155 -0.0305***

(0.00242) (0.00288) (0.00923) (0.00421)

남성 0.234*** 0.149*** 0.0458** 0.342***

(0.00782) (0.00917) (0.0201) (0.0149)

유배우 -0.0374*** 0.00727 -0.0303 0.0114

(0.00851) (0.00820) (0.0235) (0.0189)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0.102*** 0.0302*** 0.258** 0.182***

(0.0278) (0.00899) (0.105) (0.0576)

교육연수*한국
체류기간

-0.00701*** 0.00323*** -0.0161** -0.0132***

(0.00221) (0.000772) (0.00639) (0.00439)

Constant 4.410*** 4.960*** 4.477*** 4.080***

(0.0284) (0.0285) (0.0763) (0.0598)

거주지역더미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10,546 5,657 5,657 3,948

R-squared 0.192 0.088 0.088 0.285

<표 6> 체류자격별 교육투자수익률: 한국체류기간과 교육연수 간 교호항 추가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에서 기준은 6개월

미만임.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에서

유의함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을 체류자격이 아닌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교

육투자수익률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 고용조사』는

자체 국적분류에 따라 국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

분류를 바탕으로 외국인력을 선진국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과 개

발도상국(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기타(남미, 아프리카))로 나누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World bank가 총국민소득(GNI, Gross Natinoal

Income)을 기준으로 정의한 기준을 따라 분류하였다. <표 9>는 국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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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인데 선진국은 4.04%로 전체 외국인 표본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개발도상국은 1.52%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

치를 보인다. 이는 체류자격별로 분석한 <표 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출신 중 상당수는 교육투자수익률이 높았던

전문인력이고 개발도상국 중 62%가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의미한 값으로

도출되지 않았던 비전문인력이다.5)

5) 선진국 출신 중 비취업비자는 55.71%이고 전문인력은 43.40% 그리고 비전

문인력은 0.89%이다. 개발도상국 출신 중 비전문인력은 62.08%이고 비취업

비자는 34.51% 그리고 전문인력은 3.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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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선진국 개발도상국

교육연수 0.0404*** 0.0152***

(0.00394) (0.00144)

경력 0.00344 0.0110***

(0.00316) (0.00124)

경력제곱 -0.0117* -0.0194***

(0.00699) (0.00243)

남성 0.221*** 0.250***

(0.0209) (0.00804)

유배우 0.0267 -0.0207**

(0.0233) (0.00868)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6개월~1년 미만 -0.0304 0.00626

(0.0686) (0.0271)

1년~2년 미만 -0.0314 0.0369

(0.0668) (0.0260)

2년~3년 미만 0.00744 0.0567**

(0.0673) (0.0257)

3년~4년 미만 -0.0258 0.0664**

(0.0691) (0.0263)

4년~5년 미만 0.0406 0.0351

(0.0742) (0.0269)

5년~10년 미만 -0.0324 0.0802***

(0.0674) (0.0259)

10년 이상 -0.136** 0.143***

(0.0686) (0.0282)

Constant 4.812*** 4.609***

(0.0933) (0.0351)

거주지역더미 YES YES

Observations 1,454 9,092

R-squared 0.224 0.143

<표 7> 국적별 교육투자수익률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에서 기준은 6개월

미만임.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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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외국인 고용조사』의 자료를 이

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교육투자 수익률을 비교하고 외국인력 중에서

도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 그리고 비취업비자의 교육투자 수익률을 비

교하였다. 각각의 표본을 사용하여 개인의 관측되는 특성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시행했을 때 외국인의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이 3.98%, 내국인의

경우 5.08%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

며 언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

족도 낮은 교육투자수익률의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외국인력 내에서도

체류자격별로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먼저 비전문인력은 0.22%

라는 아주 낮은 값이 나왔고 이마저도 유의하지 않았다. 전문인력의 경

우 교육투자수익률이 5.16%로 나타나 내국인과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고 비취업비자의 경우 4.48%로 전체 외국인보다 약간 높았다. 체류

자격별로 교육투자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직업별로 분포

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비전문인력은 직업별 분포에서 직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교육투자수익률

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또한, 비전문인력이 대부

분 저개발국가 출신이므로 출신 국가의 교육의 질이 국내보다 낮기 때문

에 교육투자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으므로 추후에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더욱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자료상 한계를 지적하자면 『외국인 고용조사』의 임금자료

가 범주형 자료이어서 종속변수가 평균값이라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임금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값으로 변환한 경우와 원래의 수치값을 사용

한 경우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 변환한 경우에 교육투자수익률이 적게

나와 과소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4> 참조) 평균값으로 변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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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교육투자수익률이 5.08%인 반면 구체적인 값일 때는 6.39%으로

1.31% 정도 높게 나왔고 일반적인 교육투자수익률 값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약『외국인 고용조사』의 임금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면 더

욱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국체류기간과 교육연수 간의 교호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시행하

였을 때 한국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 미만인 경우보다 교육투자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교육투자수익률은 오히려 체류기간

이 길어질수록 낮아진 것이다. 이는 한국 체류 기간에 길어짐에 따라 언

어와 문화에 적응했지만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또한, 코호트 간 특성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일 수도 있다. Borjas (1985)는 이민정책 또는 외국인력 관련 제도의 변

화 또는 불법이민자의 증가가 해당 시점에 입국하는 코호트의 질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코호트 효과 분석에 관해서는 차후에 선행연구들

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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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국인 외국인

교육연수 0.0467*** 0.0419***

(0.000345) (0.00124)

경력 0.0170*** 0.00572***

(0.000264) (0.00132)

경력제곱 -0.0335*** -0.00603**

(0.000509) (0.00283)

남성 0.314*** 0.144***

(0.00169) (0.00852)

유배우 0.106*** -0.0249***

(0.00209) (0.00847)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6개월~1년 미만 0.0148

(0.0282)

1년~2년 미만 0.0331

(0.0272)

2년~3년 미만 0.0394

(0.0270)

3년~4년 미만 0.0635**

(0.0277)

4년~5년 미만 0.0330

(0.0285)

5년~10년 미만 0.0882***

(0.0277)

10년 이상 0.147***

(0.0301)

Constant 4.417*** 4.552***

(0.00623) (0.0356)

YES YES거주지역더미

182,648 7,215Observations

0.352 0.223R-squared

부록

<부록 1> 상용직으로 표본을 제한한 후 내국인력과 외국인력 표본 분석 결과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에서 기준은 6개월 미만임.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에서

유의함



- 30 -

변수 전체

교육연수 0.0513*** 0.0512***

(0.000363) (0.000363)

경력 0.0153*** 0.0153***

(0.000216) (0.000215)

경력제곱 -0.0343*** -0.0344***

(0.000353) (0.000353)

남성 0.367*** 0.367***

(0.00179) (0.00178)

유배우 0.119*** 0.120***

(0.00215) (0.00215)

외국인 0.125*** 0.556***

(0.0195) (0.0257)

외국인*교육연수 -0.0160*** -0.0404***

(0.00155) (0.00181)

교육의 질 0.0998***

(0.00387)

Constant 4.224*** 3.807***

(0.00644) (0.0174)

거주지역더미 YES YES

Observations 278,169 278,169

R-squared 0.398 0.399

<부록 2> 교육의 질에 대한 변수를 추가한 후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외국인력의 경우 베트남, 우즈벡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유럽, 오세아니아 출신은 제외하였음.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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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국인

교육연수 0.0508*** 0.0639***

(0.000367) (0.000390)

경력 0.0152*** 0.0249***

(0.000219) (0.000233)

경력제곱 -0.0344*** -0.0503***

(0.000357) (0.000380)

남성 0.371*** 0.409***

(0.00182) (0.00193)

유배우 0.123*** 0.131***

(0.00219) (0.00233)

Constant 4.228*** 3.921***

(0.00654) (0.00695)

거주지역더미 YES YES

Observations 270,188 270,188

R-squared 0.402 0.464

직업 (대분류)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비취업비자

1 관리자 0.04 2.23 1.93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8 81.4 18.59

3사무 종사자 0.42 1.81 5.83

4서비스 종사자 4.84 9.78 9.73

5판매 종사자 0.48 1.06 3.55

6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94 0.00 2.63

7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4.07 0.74 11.09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3.63 0.64 19.17

9단순노무 종사자 34.4 2.34 27.48

<부록 3> 외국인력의 직업별 분포

자료: 『외국인 고용조사』(2013~2014)

<부록 4> 내국인력 표본 회귀분석 결과

1) 종속변수가 범주의 평균값인 경우 2) 종속변수가 본래 자료의 임금값인 경우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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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henomenon of foreign workers having a

lower returns to education than the native workers, meaning that

they are not treated well even if they had the same level of

education as the natives. This might be caused by lack of cultural

understanding, poor language skills, and lack of information about

Korean labor market.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taken from Regional Employment

Survey and Foreigner Labor Force Survey over period 2013-2014.

Since Foreigner Labor Force Survey,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2012, provides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economic

activities of foreign workers and its sample are more representative

than previous foreign worker-related statistics,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analysis.

This paper’s major finding is that the return to schooling of foreign

workers is 3.98%, while for native workers the rate of return is

5.08%. Moreover, the analysis conducted separately by visa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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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at unskilled foreign workers’ return to schooling is not

significant whereas skilled foreign workers have higher returns than

native, that is 5.16%. For foreign workers with a non work visa, the

return to education is 4.48, which is little higher than all foreign

workers’ return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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