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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임금

근로자가 되고 난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한 중·고등학교 시절 측정한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의 점수가 가

정환경, 사회적 관계, 자아인지 정도 등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요인분

석을 통해 잠재 인지 역량 변수,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를 생성하

였다. 두 역량과 임금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들이 수능

점수, 수능 등급, 수능 표준 점수 등을 인지 역량의 대리 변수로,

자가 응답 성격 검사 문항, 적성 검사 문항 점수 자체를 비인지

역량이 대리 변수로 이용하였던 것과 다르게 잠재 변수를 도출해

냈다는 것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연구 결과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모두 임금 근로자가 된 후

임금을 유의하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역량이 비인

지 역량에 비해 임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미국 데이

터를 통한 연구 결과와 다르다. 또한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과 공

통적으로 상관성을 갖는 변수도 있는 반면, 한 종류의 역량과만

상관성을 갖는 변수도 존재했다.

주요어 :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 노동시장 성과, 잠재 변수, 요인 분석

학 번 : 2015-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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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는 2015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 정책은 기존에 인지 역량, 즉 지식 습득에만 치

우쳐있던 교육 과정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 등과

같은 기초 소양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들

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

하도록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인성교

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염두를 두었

다.

정부의 새 교육 방향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최근 한국 교육계에서는

역량이라는 단어가 화두이다. 한국에서는 GRIT(Growth, Relatedness,

Intrinsic motivation, and Tenacity)이라는 단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역

량은 성격, 목표, 동기, 선호 등 학교, 직장 포함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

있게 평가 받는 것들을 의미한다. 정부의 교육과정과 그릿의 유행이 공

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비인지 역량의 강화로, 학생들 스스로가 미래에

성장과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

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지닌 역량에 의해 미래 성공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OECD는 1997년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es (DeSeCo)를

출범시켜 교육계에서 역량(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논의하기 시작했

다(Rychen & Salganik (2003)). 2006년의 Social Outcomes of

Learning(SOL) 프로젝트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ESP)프로젝트를 통하여 그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류성창(2012)). 그 중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프로젝트는 21세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

야기한다.1) OECD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Center for Educational

1) 삶과 직업의 기술(life and career skills: 유연성, 적응력, 자기주도력, 사회문

화기술, 생산성, 책임감, 리더십)’, ‘학습과 혁신의 기술(lear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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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Innovation(CERI)에서는 특히 역량이라는 개념을 인지적

역량 보다는 비인지적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직접 언급한다. 이러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중심으

로 학생들을 평가했었다면, 이제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학

생들을 평가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교육 과정과 평가 체계는

대부분 학생의 인지 역량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으며 비인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지 역

량이 분명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비인지 역량이 인지 역량과 마찬가

지로 학생의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

다.(Heckman, Stixrud & Urzua(2006), Cunha & Heckman (2008),

Heckman & Kautz(2012) 등)

이처럼 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학계에서 역시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실이

다. 또한 인지 역량을 정확하게 대리할 수 있는 변수, 비인지 역량을 정

확하게 대리할 수 있는 변수가 구축되어있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국내 논문의 경우 최필선·민인식(2013), 이자형·이기혜(2011), 홍광표·김

문길·설귀환(2016)에서는 수능 등급을, 김두순·서현주(2016)에서는 성인

용 적성검사 결과를 인지 역량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비인지 역량의

경우 정확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가 응답 문항을 통해 대리변수를 생성하였다.(최필선·민인식(2013), 이

자형·이기혜(2011), 홍광표·김문길·설귀환(2016)) 한편 김두순·서현주

(2016)은 한국고용정보원의 행정DB 중 직업선호도검사를 활용하여 비인

지 역량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기의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점수와 상관성을

갖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으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두 역량이

innovation skills: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협력 및 대화 능력, 창의성, 혁신

성)’,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 정보

문해력, 미디어문해력, ICT 기술)’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Trilling & Fade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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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가 된 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지 역량

은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수능성적의 등급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

며 비인지 역량은 BIG5로 알려진 외향성,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자가 응답으로 측정한 30문항을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해당 점수들을 단순 합 혹은 단순 평균한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

였다는 것이다.

미국 데이터를 통해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Heckman, Stixrud & Urzua(2006)의 경우 두 역량 중 비인지 역량이 임

금의 형성에 더 큰 한계효과를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이와 비교하

여 한국 데이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1.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연구

Non-cognitive ability(비인지 역량) 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Heckman & Rubinstein(2001)이 있다. Heckman은 Perry

school project, GED 연구 등을 통해 비인지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

고 이 후 심리학계, 교육학계에서 주로 연구해오던 비인지 역량을 경제

학계 특히 노동경제학에 접목시켰다. 해당 논문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 고등학교 중퇴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성과와 비행행동 등을 비교하였다. 우선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

의 임금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 고등학교 중퇴자 순으

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유사한 분포의

AFQT(Armed Forces Qualifying Test) 점수를 보유한다. 즉, 두 집단의

인지능력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중퇴자들의

AFQT점수는 앞의 두 집단에 비해 낮았고 이런 인지능력의 차이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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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차와 노동시장 결과에서의 격차를 유발한 듯 보였다.

하지만 개인의 인지 능력(AFQT 점수)과 교육연수를 통제한 후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검정고시 출신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오히려

중퇴자들보다 낮았으며 Heckman & Rubinstein은 이 차이가 바로 비인

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역설하였다. 즉, GED 시험을 본 자들은 고등

학교 중퇴자들에 비해 인지 역량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비인지 역량에 있어서는 뒤쳐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인지 역량에서

의 차이는 GED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불법 행위(청소년기

의 임신과 출산, 마약, 범죄 행위 등)를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함으로써 비인지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 역시 두 역량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류성창(2012)은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관계에 대해 서양 철학과 국제 비교 조사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우선 비인지적 역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21세

기에 두 역량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인지 역량이 비인지 역량을

이끌어 내거나 혹은 비인지 역량이 인지 역량을 이끌어내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주지

주의적 입장으로 인지 역량만을 강조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학, 예

술, 과학 등의 자유학과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비인지 역량을 부차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조는 현재 서양교육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 조사 결과를 통해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이 단순한 관계가 아닌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언급하였다. 2009년 38개국

에서 모집된 총 140,000명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0대의 시민성 현

황 및 시민교육의 실태에 대한 2차 국제시민교육연구를 실시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AE)에 따르면 시민지식 변인은 지적 역량을, 태도 및 행

동 변인은 비인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시

민지식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민들이 긍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경

향이 나타났다. 반면 대륙별, 국가별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는 보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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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민

지식의 점수는 낮았으나, 정치 사회 이슈에 관한 관심도, 시민 활동에의

참여 의지, 법적인 항의 시위나 선거에의 참여도, 타민족이나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등 일부 태도와 행동 영역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북유럽 국가의 학생들은 시민지식, 양성평등, 시민기관에의 신뢰

등의 일부 태도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관심도, 국내 정치의 효율성 인정, 시민성 자기 효율, 항의 시위에의 참

여 등 일부 태도 및 행동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 간에도

다양한 패턴을 보였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대만은 높은 시민

지식점수와 일부 낮은 태도·행동점수를 보였지만,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낮은 시민점수와 동시에 일부 높은 태도·행동점수를 보였다. 이처럼 인

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영향관계가 반드시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

치·경제·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일부 세부 역량에 있어서 부적인 관

계가 될 수도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적 능력 중심의

교육에 비인지적 역량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편하는 방향

이 옳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비인지적

역량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연구한 국내 연구로는 이자형

(2011)이 있다. 이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비인지적 역량 결정요인에

대한 구조분석을 시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주목하는

비인지적 역량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자신감, 학습동

기, 학습태도 등의 특성과 관련된 자존감, 성취동기, 성실성을 비인지적

역량의 대리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비인지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

행된 16개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alpha 0.739)을 요인분석 하여 문항

군으로 묶인 문항들의 합산 값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문항군들은 각각

자존감, 성실성, 성취동기라는 비인지적 역량을 구인하는 3개의 측정변인

으로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설명하는

변인과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비인지적역량이 더 다양한 경로

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특히 인지적 역량인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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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이지 않은 교과 외 활동이 비인지적 역량을 측정한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가정 내 사회

자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비인지 역량에 부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요인들의 간접효과는 정

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두 변인들을 매개하는 교과 외 활동, 인

지적 학업성취도, 담임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요인들의 중요성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고등학생들의 비인지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 내

사회자본이 부족한 환경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대화와 문화적인 활동을

공유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멘토를 지원하거나 자연스런 상담

이 진행될 수 있는 교육 및 사회정책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환경, 교사관계 변인, 입학사정관제의 평가 준거인 교

과 외 활동 역시 비인지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노동 시장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Heckman, Stixrud, & Urzua(2006)은 NLSY79 데이터를 통해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와 근로 경험 여부, 직업 선택, 그리

고 청소년기의 위험 행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해 연구했다. 해당 연구

에서 인지 역량은 1980년 고등학교 졸업 전에 치룬 군 입대 시험인

ASVAB 과목들 중 수리(Arithmetic Reasoning), 영어 단어(Word

Knowledge), 문장 독해(Paragraph Comprehension), 대수학

(Mathematical Knowledge), 그리고 암호해독(Coding Speed) 점수를 이

용하여 도출한 Armed Forces Qualifications Test(AFQT)를 이용하였다.

비인지 역량은 1980년에 측정한 Rotter Locus of Control Scale 4문항과

Rosenberg Self-Esteem 10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논문이 주목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측정

치를 대리변수로 삼아 연구한 것이 아닌 측정치를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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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에서 도출된 점수 자체를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점수에는

내생성, 변수 자체가 지닌 측정 오류 등이 존재한다. 또한 개개인의 학력

수준, 가정환경 등이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반대로 학력

수준 역시 측정된 역량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호 연관성을 무

시하였다.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회귀분석으로도 이러한 오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Hansen, Heckman, & Mullen (2004)의 방법론을

따라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인지 역량 변수,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를

추출하여 각 역량의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한 잠재 변수들이 각각 측정 점수, 학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역량 측정 당시의 학력이 측정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

식을 설정했다. 잠재 역량 변수 추출 시 두 잠재변수간의 독립을 가정하

였는데, 이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로 측정한 인지 역

량과 5개 영역으로 측정한 비인지 역량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고(0.3이

하) 인지 역량을 측정하는 세 과목간의 상관성, 비인지 역량을 측정하는

다섯 과목간의 상관성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0.6이상). 하나의 잠재

변수가 인지 역량을 대리할 수 있다는 가정은 기존에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다(g theory, Jensen (1998)). 그러나 비인지 역량은 한 구절로

정의내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역량들로 구성되어있기에 하나의 잠재변

수로 대리할 수 있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연구에서 하나의 잠재변수만을 추출하여 연구한 것은 비인지 역량

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좋은 시

작점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두 잠재변수는 각각 임금,

근로 경험유무, 직업 선택, 학력의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점은 인지 역량의 변화가 청소년기의 행동과 노동시장 성과 등에 미치는

한계효과에 비해 비인지 역량의 변화가 갖는 한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두 역량은 어린 시절에 거의 형성되기 때문에 그 시절에 발생하는 역

량의 차이가 지속되며 이는 미래의 사회,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진다.

Heckman, Moon, Savelyev, & Yavitz (2009)은 Perry school 실험을 통

해 이를 증명했다. 1962-1967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3살 혹은 4살

을 대상으로 두 집단을 구성하여 높은 수준의 유치원 과정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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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임의로 나누어 그들이 40세가 되었을 때

인터뷰했다. 그 당시 유치원 수업을 수강한 사람들이 40세에 더 높은 임

금을 받고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았으며 고등학교를 졸업

한 비중이 높았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 해당 역량들이 형성되기 전에

교육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미래에 더 좋은 인적자원으

로 성장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개입이 성공적이었던 이

유는 IQ를 향상시키는 인지 역량을 배양시킨 것 때문이 아닌 비인지 역

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

내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비인지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을 보유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한국교육고용패널과 한국우

선 인지 역량의 대리변수인 수능 성적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최필선·민인식(2013)이 있다. 한국교육고용패

널(KEEP) 1차 년도에 조사된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2005학년도 수

능 백분위 점수와 7차년도, 8차년도에 월급여가 관찰된 근로자의 임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화 상향점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의 수

능점수가 달라졌을 때 대학 졸업 후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사후적

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어떤 과목을 처리변수로 사용하더

라도 수능성적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

히 수능 백분위점수가 80 이상이 되면 취업확률이 뚜렷이 하락하여 최종

적으로 7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점수가 높아질수록 명

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대학졸업자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

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어떤 과목

의 수능 점수를 처리변수로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상승하는 패턴은 유사

했으며 수능 백분위점수가 60에서 90으로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7.8~15.8%로 높아졌다. 그러나 수능 백분위점수가 60 이하인 경우에는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능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상

승하는 정도가 가장 뚜렷하게 보인 과목은 영어였으며 GPS 접근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초기 노동시장 진입 후 5년, 10년이

경과했을 EO의 임금을 계산해본 결과 수능 백분위점수 90과 20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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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28.3%(5년 후)와 41.1%(10년 후), 수능 백분위점수 90과 60의 임

금격차는 16.4%(5년 후)와 22.0%(10년 후)로 계산되었다. 이는 수능성적

에 따른 임금상승률을 달리 적용한 결과이다.

한편 비인지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구조적인

관계에 주목한 이자형·이기혜(2011)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1,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대졸취업자 1271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현 직장의 기업체 규모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구조방정식 모형

을 통해 조사하였다. 비인지적 역량 변수는 ‘직업 선택 시 얼마나 중요하

게 생각했는가?’ 라는 문항군 중 기업에서 주로 요구하는 비인지적 역량

인 성실성, 이타성, 융통성, 자주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4개 문

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부하됨을 확인하고 해

당 잠재변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수능성적, 비인지적 역량, 해외 연수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취업사교육과 직업교육훈련 기간이 대졸

자의 노동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수능성적이 .462로 가장 큰 영향력

을 발휘하였는데, 이는 수능 성적이 높으면 대학 서열이 높은 학교에 들

어간다는 전제 하에 대학 서열이 높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일수록 대규모

기업체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 이후 본인의 소득 역시 높을 개연

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교우 관계를 형성할수록 수능성적이 높게 나왔다. 이 두 요소는 직

접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는 않았지만 비인지적

역량과 해외연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최종적으로 노동시

장 성과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

적역량은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발휘하였다.

위의 두 연구와 같이 각 역량에 주목한 연구도 있지만, 두 역량이 노

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먼저

김두순·서현주(2016)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용량 자료를 통해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임금 형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조사했다. 인지 역량은 성인용 적성검사의 11개 인지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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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성분 요인으로, 비인지 역량은 직업선호도검사의 성격 5요인

의 점수를 활용하였다. 취업여부 및 임금성과는 고용보험 및 보수총액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99030명의 대용량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수의 해석보다는 부호의 방향성 검중에 주목하였

다. 연구 결과, 인지적 역량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으며 이는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인지 역량 중에서는 성실성과 외향성만이 임금 형성에 유의

미한 정의 효과를 미쳤다. 또한 성격의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남녀로 구

분하여 연구한 결과, 남성은 개방성이 부의 효과를, 여성은 외향성이 정

의 효과를 보여 비교적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홍광표·김문길·설귀환(2016)은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

용하여 비인지적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비인지적 역량은 Big5 역량을 측정한 각 6개의 문항의 표준화점수의 합

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개인 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효과를 적

절하게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분위 회귀법을 이용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일자리와 첫 일자리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인지 역량 중 성실성이 현재 임금 형성에 0.0086의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반면 첫 일자리의 경우에는 외향성이 0.0146의 유의

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인지 역량은 두 경우 모두에 정의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낮은 분위에는 비인지 역량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중간분위와 높은 분위에게는 정의 유

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역량은 모든 분위의 시간당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분위가 높아질수록 효과의 크기는 줄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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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교육고용패널(KEEP) 1차(2004년) 자료와 10차(2013

년) 자료를 이용하여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의 형성과 상관성이 존재하는 변수들에 대해 분석

하였다. 한국 교육고용패널은 일반고 고3 코호트 2000명, 전문계고 고3

코호트 2000명, 중학교 3학년 코호트 2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2013년 10차 자료까지 이용 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향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10차 자료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일반고 고3, 전문계고 고3 코호트 4000명

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중 언어, 수리, 외국어 수능 등급 자료와 9차에서

조사한 비인지 역량 측정 설문 30문항에 모두 답하였고 10차 자료에 임

금이 조사되어있는 연구 대상자는 총 732명 이었으나, 연구 분석의 정확

도를 위해 8차(2011)와 9차(2012)에도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

만 10차에 임금이 누락되어있는 자들에 한해 9차(2012년)와 8차(2011년)

로부터 자료를 보충하여 최종 96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과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을 알

아보기 위해 KEEP의 중3 코호트, 일반고 고3 코호트, 전문계고 고3 코

호트를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다. 인지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총 6000명 중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이 수록되

어있는 29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인지 역량의 경우, 9차(2012년) 자

료에 수록되어있는 대표적인 비인지 역량들로 일컬어지는 Big 5(외향성,

정서불안정성, 우호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를 각각 6개 문항씩

총 30개의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6000명 중 30개 문항

에 모두 답한 사람들인 3892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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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요인

1) 인지 역량·비인지 역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어떠한 특성들로 인해 형성되었는지 연구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여러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알아보려 하였다. 하지만 각 변수들과 인지 역량·비인지 역량 자체가 인

과성 보다는 상호 연관성을 띄는 경향이 클 것이며, 방향성을 명확히 규

정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해당 변수들이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 잠재

점수 분포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각 역량을 4분위로 그룹화

한 후 각 분위별로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계산된 4개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다른지도 검정해보았다.

연구에서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 점수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변수들

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관련 변수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문화 생활비, 월평균

가구 생활비, 월평균 가구 교육비 지출 정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자녀

교육이 여러 방면으로 자녀의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설이다. Carneiro, & Heckman

(2003), Carneiro, Heckman, & Masterov (2005), Cunha, Heckman,

Lochner, & Masterov (2005) 등은 부모가 자녀의 인지, 비인지 역량 형

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했다. 역량 있고 자녀들의 삶에 더 신경을 쓸수

록 자녀들이 두 역량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도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가정환경 관련 변수들로 부모의 교육 연

수, 가족과 보내는 시간 정도, 취학 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빈도, 가정

내에 소유하고 있는 책의 양, 부모의 학생에 대한 인지 정도, 자녀의 수,

자녀 중 해당 학생이 태어난 순서, 학생이 부모님에 대해 느끼는 호감정

도, 가족생활 만족도, 가정 내 TV시청 관련 규율 유무 1차·10차 조사 시

거주 지역(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과 그 외 지역) 등을 이용해 살펴보았

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확고히 알고 미래 직업이나 꿈에 대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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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자신감 있는 학생일 경우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더 잘

형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래 직업 결정 여부, 적성 인지 유무, 자아

인지도, 자기 만족도, 자신에 대한 설문 변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격려자

유무, 이성친구 유무, 선생님 만족도, 동아리 활동 경험 유무, 학생회·학

급 임원 경험 유무 변수들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인지

역량과 인지 역량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과

각 과목의 사교육 경험 유무, 일주일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 변수를 추가

하였다.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변수들의 기초통

계량은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각 변수들의 자세한 생성 방법은 부

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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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소득* 2764 316.3 194.7 0 3000

가구 생활비 2775 233.3 122.7 13 1100

가구 교육비 2788 41.8 42.9 0 600

문화생활비 2784 9.5 15.4 0 400

아버지 학력 2656 13.2 1.1 2 17

어머니 학력 2729 12.8 1.2 2 17

자녀 인지 정도 2792 21.2 3.3 9 30

책 읽어준 빈도 2792 3.04 0.93 1 5

소유 책 수 2792 2.88 1.53 1 8

가족과의 시간 2794 12.91 3.69 5 24

1차 거주지역 2794 0.49 0.50 0 1

언어 등급** 2923 4.87 1.97 1 9

수리 등급 2923 4.88 1.92 1 9

외국어 등급 2923 4.85 1.98 1 9

언어 사교육 2794 0.39 0.49 0 1

수리 사교육 2794 0.59 0.49 0 1

영어 사교육 2794 0.53 0.50 0 1

자습 시간 2794 2.79 2.07 1 8

가족생활만족도 2792 3.84 0.78 1 5

아버지호감도 2686 24.98 4.50 7 35

어머니호감도 2752 27.76 3.83 10 35

선생님만족도 2791 2.71 1.27 0 4

학교 만족도 2794 3.44 0.79 1 5

격려자 유무 2794 0.89 0.31 0 1

이성친구 유무 2794 0.12 0.32 0 1

동아리활동 2794 0.39 0.49 0 1

학생회·임원 2794 0.29 0.45 0 1

봉사활동 2794 0.42 0.49 0 1

미래직업결정 2794 0.67 0.47 0 1

적성인지 2794 0.63 0.48 0 1

자아인지도 2793 20.32 3.29 6 30

자기만족도 2787 22.94 3.27 7 35

[표 1] 인지 역량 잠재 변수와 상관성을 살펴 본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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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소득* 3590 279.8 179.2 0 2000

가구 생활비 3599 209.8 116.4 5 1100

가구 교육비 3613 32.7 38.6 0 600

문화생활비 3609 8.1 15.1 0 500

아버지 학력 3358 13.0 1.3 2 17

어머니 학력 3500 12.6 1.6 2 17

자녀 인지 정도 3615 20.8 3.5 6 30

책 읽어준 빈도 3614 2.89 0.96 1 5

소유 책 수 3615 2.64 1.50 1 8

가족과의 시간 3617 12.49 3.80 5 24

1차 거주지역 3618 0.44 0.50 0 1

언어 등급 2392 4.84 1.98 1 9

수리 등급 2237 4.90 1.89 1 9

외국어 등급 2378 4.83 1.97 1 9

언어 사교육 3618 0.31 0.46 0 1

수리 사교육 3618 0.45 0.50 0 1

영어 사교육 3618 0.42 0.49 0 1

자습 시간 3618 2.30 1.87 1 8

가족생활만족도 3615 3.77 0.81 1 5

아버지호감도 3413 24.53 4.55 7 35

어머니호감도 3534 27.28 4.01 9 35

선생님만족도 3613 2.64 1.31 0 4

학교 만족도 3617 3.41 0.80 1 5

격려자 유무 3618 0.87 0.34 0 1

이성친구 유무 3618 0.16 0.37 0 1

동아리활동 3618 0.37 0.48 0 1

학생회·임원 3618 0.28 0.45 0 1

봉사활동 3618 0.41 0.49 0 1

미래직업결정 3618 0.66 0.47 0 1

적성인지 3618 0.61 0.49 0 1

자아인지도 3617 20.09 3.37 6 30

자기만족도 3611 22.57 3.33 7 35

[표 2] 비인지 역량 잠재 변수와 상관성을 살펴 본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가구소득, 가구 생활비, 가구 교육비, 문화생활비는 월평균 값이며, 단위는 만원

**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은 1등급=9, 9등급=1로 역코딩 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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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함수

(1) 독립변수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임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우선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변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에 인지 역량이 임금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수능 등급

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어 범주화 한 후 사용하거나 수능 표준 점수

그 자체를 인지 역량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이자형·이기혜

(2011), 최필선·민인식(2013)).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인지 역량 변수와 비인지 역량 변수를

생성할 때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개인별 역량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요인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기법을 이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기존 분석들에서 사용된 측정된 변수들을 가지고 대

리변수를 만드는 방식은 측정오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 교육

고용패널에서 수집한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자체가 인지 역량의 완전

한 대리변수라고 볼 수 없으며, 비인지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30개의 자

가 응답 문항들로 단순 합, 산술평균 등을 거쳐 만든 변수 역시 비인지

역량의 완전한 대리변수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반면 요인분석은 이와

같은 측정오차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지 역량을 측정한 3개의 등급(언어, 수리, 외국어) 사이, 그리고 비인지

역량을 측정한 30개의 문항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으로 인해 생기는 오

차 역시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줄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관련 있는 변수들을 하나의 요인(잠재변수)으로 묶어냄으로써 변수의 수

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부수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문항들이 동

일 잠재변수로 묶이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의의가 있다.

임금 모형에서 사용된 두 독립변수인 '잠재 인지 역량', '잠재 비인

지 역량'을 만들어 내는 데는 구조방정식 모형 중 요인분석모형(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Heckman, Stixrud, & Urzua(200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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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은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이나 공분산구조모형 으

로도 불리는 분석 방법으로, 관찰변수와 잠재변수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

분하여 모형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한 종류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다수의

변수들이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수의 잠재요인

(latent factor)들을 통계적으로 도출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공분산 구조분석이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하위개념

인 요인분석 역시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산)가 높은 것들끼리

묶고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발견한 후 소수의

잠재변수로 그룹 지음으로써 잠재변수를 추출해낸다.

제 9차 한국 교육고용패널(2012)에서는 개인의 비인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30개 문항을 0~3 까지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세부 문항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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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지 역량 평가 설문 문항

외향성(Extraversion)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 관

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

도하려는 정도

모임 분위기 주도
여러 사람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음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 함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음

말을 많이 하는 편임
정서불안정성(Neuroticism)

:자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

정되었고, 세상을 뜻대로 통제

할 수 있으며, 세상을 위협적으

로 느끼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

의 정도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임

화를 잘 내는 편임

쉽게 짜증 냄

자주 우울해짐

마음이 자주 심란해짐

기분 변화가 심한 편임

우호성(Agreeableness)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

계를 유지하는 정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김

성실성(Conscientiousness)

:사회적 규범, 규칙,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어질러지면 즉각 청소함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함

일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열심히 함
세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임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음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함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지적 자극이나 변

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임
상상력이 풍부함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음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함

이해가 빠른 편임

[표 3] 비인지 역량 5가지 평가 설문 문항

자료 : 손희전(2013). The HRD Review. 16권 4호. p.214

위 30문항은 각각 6문항씩 Big 5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비인지 역량

(Extraversion, Neuroticism,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Openness)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5개의

요소로 비인지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성인에게만 유용하며, 일부 심리학

자들이 반대하는 이견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격 심리학

자들이 상대적으로 잘 분류되었다고 판단하며 성격 분류법 중 가장 많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인지 역량 변수를 생성하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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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보인다(Kautz, Heckman, Diris, Weel, & Borghnas(2014)).

요인분석 목적이 다수의 변수들에 담겨있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

는 동시에 그 변수들을 소수의 요인들로 축약하여 잠재변수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잠재변수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각 잠재 변수 당

적어도 3개의 관찰변수가 있어야 한다(3개 지표 규칙). 따라서 잠재 인

지 역량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각 학생들이 최종 수능에서 받은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1~9등급)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잠재 비인지 역

량 변수의 경우 30개의 문항을 6개씩 묶어 5개의 Big 5 비인지 역량들

을 추출해낸 후, 이 비인지 역량들을 이용하여 최종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를 추출해냈다. 이 중 정서 불안정성 관련 설문 조사 결과는 다른

역량들과 역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요인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여러 개의 측정 변수들이 하나의 잠재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가

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나의 측정변수로 한가지의 구인을 측정하는

것은 임의 오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정 변수

의 오차 중 임의 오차에 관한 것이 아닌 체계적 오차(systemic bias)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완벽하지 않다. 또한 체계적 오차 중에

서도 연구자들이 측정하고자 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통

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자가 응답식 설문 방

식은 반응태세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 측정 점수의

타당도를 떨어뜨린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여러 개의 측정변수

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 측정치에서 얻은 점수는 단일 점수보다 신

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 측정변수들은 잠재 요인

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변수의 타당도가 높

아진다.

탐색적 분석요인 결과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요인을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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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개 문항(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역코딩한 값), 30개 문항이 각각 1

개, 5개로 그룹 지어지는지를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언수외 3등급은 1개의 요인으로,

30개 문항은 5개 요인으로 묶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묶인 요인들 간에 내적 일관성(international consistency)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계수2)를 계산한 결과, 인지 역량 측정요

인 3가지 변수와 5가지의 비인지 역량을 측정하는 각각 6문항의 모든 알

파계수가 모두 0.7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그 값은 다음과 같다.

측정요인 Cronbach’s alpha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0.8638

외향성(1-6) 0.8513

정서적 불안정성(7-12) 0.8494

우호성(13-18) 0.7962

성실성(19-24) 0.7589

경험에 대한 개방성(25-30) 0.7382

[표 4] 역량 측정 문항 간 일관성 검정 결과

(3)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요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 변수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는 것을 측정모형이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측정 모형이란 잠재변수를 대리하는 여러 개의 관

찰변수와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면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계산할 수 있

2) 내적 일관성 신뢰도, 하나의 검사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일

관성을 나타내는 정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문항들이 측정하는

내용이 서로 너무 달라서 이 문항들로 산출한 총점이 최선의 분석단위가 아님

을 의미한다(Rex B. Kline,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2010)). 0.9이상이면 훌

륭, 0.8정도면 매우 좋다, 0.7정도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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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요인점수란 다수 변수들에 대한 응답을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한 점

수를 의미한다. 즉 원자료 값을 각 요인에 대한 값으로 변환시킨 값이다.

이 값은 회귀 방정식에서의 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별 응답자 별로 계

산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추출해 낸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모형에서 사용할 잠재 인지 역량,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를 생성하

여 이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도출되는 요인점수 계수행렬(Factor score coefficient

matrix)3)은 요인과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행렬의 값을 이

용하여 각 응답자별로 요인점수를 계산 가능하다.

개인별요인점수
  



변수의요인개수×변수의원자료의표준화값

예를 들어 인지 역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의 역코딩한 값을 이용하여 잠재 인지 역량 변수를 추출해내는 것을 그

림과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3) 요인분석결과 얻어지는 요인과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언어 등급

수리 등급

외국어등급

잠재 인지 역량

Ɛ

Ɛ

Ɛ

1

[그림 1] 잠재 인지 역량 변수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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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두 관찰변수의 공분산은 잠재변수의 관찰변수에 대한 영향

력(  )과 잠재변수의 분산의 함수이다. 여기에서   는 각 변수

와 해당 요인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의미하는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으로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일종의 회귀계수 값이

다. 요인 적재량을 제곱한 값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같은 의미를 갖

기 때문에, 해당변수를 통해 잠재요인이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해주고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지 역량 잠재변수를 추출해내는 데 이용되는 3

개의 변수 중 언어의 부하량을 1로 고정하고,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를

추출해내는 데 이용되는 5개의 변수 중 외향성의 부하량을 1로 고정하여

참조변수로 설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각 요인은 참조변수의

설명된 분산이 갖는 척도를 가지게 되어 요인들을 척도화 하는 것이 용

이해지기 때문이다. 명확하고 용이한 요인 적재량 해석을 위해 요인회전

방법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들 간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

인 구조가 가장 뚜렷할 때까지 요인을 회전하는 직각회전(varimax)방법

을 이용하였다.

두 잠재변수인 잠재 인지 역량과 잠재 비인지 역량은 독립적인 관계

임을 가정한다. 이는 Heckman, Stixrud, & Urzua(2006)에서 두 변수간

의 독립을 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독립관계

를 가정하여 연구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국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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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지 역량 외향성 불안정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비인지 역량 1.0000

외향성 0.7131 1.0000

(0.0000)

불안정성 0.0943 0.0231 1.0000

(0.0007) (0.4081)

우호성 0.7304 0.3940 0.0489 1.0000

(0.0000) (0.0000) (0.0791)

성실성 0.7382 0.3320 0.0656 0.4086 1.0000

(0.0000) (0.0000) (0.0186) (0.0000)

개방성 0.6998 0.3813 -0.0549 0.3265 0.3907 1.0000

(0.0000) (0.0000) (0.0488) (0.0000) (0.0000)

[표 6]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와 5가지 비인지 역량 측정 점수의 상관성

이터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인지 역량을 측정한 언

어, 수리, 외국어 등급은 서로0.6 정도의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비인지 역량 5개 영역은 인지 역량의 세 과목과 같은 높은 수준의 그룹

내 상관성은 아니더라도, 그룹 내의 상관성이 그룹간의 상관성보다는 높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성 분석 결과는 [표 5], [표 6], [표

7]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지 역량 언어 수리 외국어

인지 역량 1.0000

언어 0.8945 1.0000

(0.0000)

수리 0.7377 0.5963 1.0000

(0.0000) (0.0000)

외국어 0.9724 0.7875 0.6496 1.0000

(0.0000) (0.0000) (0.0000)

[표 5] 인지 역량 잠재변수와 수능 등급의 상관성



인지 비인지

언어 수리 외국어 외향성 불안정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인지 1.0000

언어 0.8945 1.0000

(0.0000)

수리 0.7377 0.5963 1.0000

(0.0000) (0.0000)

외국어 0.9724 0.7875 0.6496 1.0000

(0.0000) (0.0000) (0.0000)

비인지 0.1324 0.1206 0.1014 0.1125 1.0000

(0.0000) (0.0000) (0.0003) (0.0001)

외향성 0.0174 0.0341 0.0123 -0.0022 0.7131 1.0000

(0.5329) (0.2220) (0.6584) 0.9361 (0.0000)

불안정성 0.0430 0.0331 0.0615 0.0367 0.0943 0.0231 1.0000

(0.1229) (0.2346) (0.0273) (0.1884) (0.0007) (0.4081)

우호성 0.0601 0.0479 0.0496 0.0497 0.7304 0.3940 0.0489 1.0000

(0.0309) (0.0860) (0.0754) (0.0749) (0.0000) (0.0000) (0.0791)

성실성 0.0586 0.0116 0.0734 0.0595 0.7382 0.3320 0.0656 0.4086 1.0000

(0.0353) (0.6769) (0.0084) (0.0328) (0.0000) (0.0000) (0.0186) (0.0000)

개방성 0.1637 0.1794 0.0891 0.1403 0.6998 0.3813 -0.0549 0.3265 0.3907 1.0000

(0.0000) (0.0000) (0.0014) (0.0000) (0.0000) (0.0000) (0.0488) (0.0000) (0.0000)

[표 7] 인지·비인지 잠재 변수와 측정 점수들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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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세운 후에는 모형이 해당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적합도

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방법

이 있는데 우선 각 측정항목들 간의 판별 타당성 충족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지 역량을 측정

하는 3개의 변수끼리, 비인지 역량 측정변수 5개 끼리 높은 상관성을 가

져야 하며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간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어야 가설

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석 결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결과

를 보였다. 즉 두 잠재변수 간에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개념임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설정된 모형이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가 [표 8]에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치들로는 RMSEA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 CFI(비교합치지수), AIC, BIC (예측적합도 지

수), SRMR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이 갖는 값들은 다

음과 같으며, 해당 수치들은 모형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4)이와 같은 값들을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하나의 수치가

모형의 적합성을 의미한다고 해서 나머지 수치들을 간과하면 안 되고 여

러 수치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RMSEA AIC BIC CFI SRMR

인지 역량

잠재변수모형
0.000 14101.728 14148.182 1.000 0.000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모형
0.063 60666.920 61157.274 0.851 0.060

[표 8] 잠재변수 모형의 신뢰도 검정결과

4) RMSEA <0.08 보통 적합도, 0.05 좋은 적합도

CFI >0.9 좋은 적합도, AIC, BIC 절대적 기준 없으며 값이 낮을수록 좋은 적합

도 SRMR <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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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연구들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사교육, 직업교육

훈련 여부, 해외연수 경험 유무 등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사용한 것과 달

리, 본 연구의 임금분석 모형에서는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않았다. 해당

변수만 통제한 이유는 가장 단순한 모형을 이용하여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임금에 미치는 정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

다.

이는 Heckman, Stixrud, & Urzua(2006)에 따르면 개개인의 잠재 요

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재하고 있던 능력, 가정환경, 그리고 어린 시절

의 교육과 같은 개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따라서 임금 모델을 설

정함에 있어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한 경우 인종변수와 거주 지역

변수만을 통제하였다. 한국 데이터의 경우 인종 변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별시·광역시·수도권 거주자와 그 외 지역 거주자로 양분화 하여 생성

한 거주지역 변수5)를 넣고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었기에 거주 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부

모의 학력, 가구의 월평균 소득, 직업교육 훈련 등은 잠재 인지 역량과

잠재 비인지 역량을 형성하거나 혹은 역량들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상호 연관성을 보이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다중

공선성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들을 배제한 가장 기본적

인 임금 모형을 선택하였다.

(4) 종속변수

임금 모형의 종속변수는 한국 교육고용패널 10차(2013년) 당시 조사

된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대수로 변환한 값이다. 일반고, 전문계고 고3 코

호트 총 4000명 중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과 9차 자료에서 조사한 비인

지 역량 측정 관련 30개의 설문문항에 모두 답하였고 10차 조사에서 월

평균 임금을 기입한 연구 대상자는 총 732명 이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5) 거주 지역변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특별

시·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1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그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0으로 코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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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대수변환 월

평균 임금
log(월평균 임금)

10차 자료에 없는 값은 8, 9차에서

가져옴(첫 임금)

인지 역량

언어등급 1등급=9 ~ 9등급=1 역코딩

수리등급 1등급=9 ~ 9등급=1 역코딩

외국어등급 1등급=9 ~ 9등급=1 역코딩

비인지 역량
각 영역별

6문항합산

표준화점수 도출

한 문항에 0~3점

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은 편이다

2=그런 편이다 3=매우 그렇다

외향성 0~18 -> 표준화

신경증 성향 0~18 -> 표준화

우호성 0~18 -> 표준화

성실성 0~18 -> 표준화

개방성 0~18 -> 표준화

잠재

인지 역량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

잠재

비인지 역량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

[표 9] 변수 측정

8차(2011)와 9차(2012)에도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10차 자

료에 임금이 누락되어있는 자들에 한해 9차(2012년)와 8차(2011년)로부

터 월평균 임금 자료를 보충하여 최종 96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

였다. [표 9]에서는 임금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잠재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임금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과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그리고 비인지 역량 5가

지의 기초 통계량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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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961 0.51 0.50 0 1

대수변환 임금 961 5.09 0.40 2.303 6.363

임금 961 173.3 60.11 10 580

학교종류 961 0.81 0.39 0 1

1차 거주 지역 950 0.44 0.50 0 1

10차 거주 지역 959 0.52 0.50 0 1

인지 역량 961 -0.09 1.57 -3.35 3.76

비인지 역량 961 -0.01 0.26 -1.45 0.91

언어등급 961 4.74 1.96 1 9

수리등급 961 4.65 1.84 1 9

외국어등급 961 4.63 1.93 1 9

외향성 961 0 0.97 -3.6 2.7

신경증 성향 961 0 0.96 -3.3 2.4

우호성 961 0 0.98 -4.7 2.9

성실성 961 0 1.00 -4.1 3.2

개방성 961 0 0.98 -4.1 3.4

[표 10] 임금 함수 회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10차 당시 임금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961명 중 남성은 492명, 여

성은 469명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1차 조사에 응답한 자들 중 10

차 조사 당시 유실되지 않은 인원은 고3 코호트 4000명 중 2551명 이었

으며 이들 중 10차 조사 시 임금근로자가 된 인원은 총 1521명이다.

2013년 한국 고용정보원이 2013년 상반기(1-6월) 근로자 100인 이상 주

요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33.2세, 여성

은 28.6세로 나타났으며, 2015년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인사담당자 238명

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이 채용한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27.5세이었음을 보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차 자료가 만

27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 진출한 남

성들의 비중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남성의 취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므로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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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더미 변수를 살펴보면 961명 중 일반계고 3학년 코호트는 782

명, 전문계고 코호트는 179명으로 연구 대상이 된 임금 근로자들 중에는

일반계고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연구 대상자를 언

어, 수리, 외국어 등급을 알 수 있는 자들로 한정했기 때문인데, 전문계

졸업생의 경우 수능을 보지 않고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0

명 중 수능 등급이 조사된 전문계고3의 수는 224명이었다. 실제 10차 조

사 당시 임금근로자라고 답한 수는 일반고 코호트 855명, 전문계 코호트

845명으로 총1700명이었으나 이들 중 월평균 임금에 답한 자는 각각

777명, 731명으로 일반고와 전문계고 코호트의 임금근로자 수에는 큰 차

이가 없음이 확인 가능하다.

10차 조사 당시 거주 지역을 조사한 항목을 토대로 현재 거주지역 변

수를 생성하였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경우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로 그룹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959명 중 499명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460명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임금은 10차(8차, 9차에서 자료 보충) 당시 월평균 임금

수령액을 대수로 변환하여 생성하였으며 월평균 임금은 10만원부터 580

만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6) http://news.donga.com/3/all/20130901/57364758/1



- 35 -

Ⅳ. 연구결과

1.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과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의

분위별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해당 변수들과 두 역량의 잠재 변수들을 4

분위한 값 간에 양의 상관성 혹은 음의 상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분위

별 평균값들이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정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명시한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 4분위 값은 잠재 인지 역량 변수,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이다.

1) 가구 월평균 소득, 지출 변수

[표 11]에서는 가구의 경제수준 관련 변수들과 인지, 비인지 역량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 월평균 가구 생활비, 그리고

월평균 학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분위가 높

아질수록 유의하게 평균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인지

역량 측정 점수가 높아질 때 분위별 월평균 문화생활비 평균치가 유의하

게 증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지 역량의 분위 증가와 문화생활비는 유의

한 정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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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 평균 P-value

가구소득* 301 304.2 323.6 336.6 316.3 0.0014

가구생활비 220.6 224.4 240.1 248.5 233.3 0.0000

가구교육비 35.9 40.8 42.7 47.9 41.8 0.0000

문화생활비 8.8 9.2 9.8 10.0 9.5 0.4156 　

비인지 역
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 평균 P-value

가구소득 260.5 267.5 288.2 303.0 279.8 0.0000

가구생활비 196.6 198.8 217.5 226.3 209.8 0.0000 　

가구교육비 28.1 31.6 33.9 37.2 32.7 0.0000

문화생활비 6.6 7.8 8.5 9.5 8.1 0.0004 　

[표 11] 잠재 인지 역량, 잠재 비인지 역량과 가구 월평균 소득,

지출 변수간의 상관성

*가구소득, 가구 생활비, 가구 교육비, 문화생활비는 월평균 값(단위는 만원)

2) 부모님, 가정환경 변수

자녀의 역량 형성에 있어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

과 가정환경에 관한 변수들과 두 역량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가 [표

12]에 나타나있다. 우선 부모님의 교육 연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모두 분위가 높아질수록 큰 격차로 증가하

지는 않았지만 유의하게 평균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 친구, 학교생활, 고민 등에 관해 알고 있는지 조

사한 변수를 통해 생성한 부모의 자녀 인지 정도 변수도 두 역량과 유의

하게 양의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록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자

녀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취학 전에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빈도와 소유하고 있는 책의 수 역시 두 역량 모두 1분위에

비해 3, 4분위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인지, 비인지 역량의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족 간 외식, 문화생활, 여행 등의 취미를 함께 즐기는 등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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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소년기 거주지역의 환경이 학생들의 역량 형성과 갖는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거주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거주자와 그

외 지역 거주자로 양분하였다. 인지 역량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중, 고등

학생일 때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이었을 확률이

역량 분위가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커졌지만, 비인지 역량의 경우 정의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아버지 학력* 13 13.2 13.3 13.4 13.2 0.0000

어머니 학력 12.7 12.8 12.9 13 12.8 0.0000

자녀 인지 정도 20.9 21.0 21.3 21.6 21.2 0.0022　

책읽어준빈도** 2.95 3.00 3.12 3.10 3.04 0.0006

소유 책 수 2.84 2.74 2.98 2.98 2.88 0.0062

가족과의 시간 12.46 12.87 13.12 13.18 12.91 0.0009

1차거주지역*** 0.44 0.49 0.52 0.53 0.49 0.0031

비인지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아버지 학력 12.8 12.9 13.1 13.1 13.0 0.0000　

어머니 학력 12.4 12.6 12.6 12.7 12.6 0.0055　

자녀 인지 정도 20.1 20.6 21.1 21.3 20.8 0.0000 　

책 읽어준 빈도 2.90 2.99 3.07 3.15 3.03 0.0001　

소유 책 수 2.44 2.59 2.73 2.80 2.64 0.0000 　

가족과의 시간 11.70 12.41 12.71 13.13 12.49 0.0000

1차 거주지역 0.40 0.43 0.47 0.45 0.44 0.0242　

[표 12] 잠재 인지 역량, 잠재 비인지 역량과 부모님, 가정환경 변수간의

상관성

* 부모님 학력은 연속형 변수로 변환

** 취학 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빈도를 조사한 설문 문항을 이용

*** 1차 조사 시 거주 지역, 특별시·광역시·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

3) 수능 등급, 사교육 경험여부, 자습 시간

[표 13]에서는 수능 주요 과목 언어, 수리, 외국에 과목에 대한 사교

육 경험 여부와 두 역량의 상관관계와 수능에서 획득한 등급을 역코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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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인지 역량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을 통해 추출해낸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세 과목의 등급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인지 역량 분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을 경

험했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유의하게 올라 간 것을 확인 가능했

다.

반면 비인지 역량의 경우 역코딩한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 분위별로 유사한 평균 등급을 보였다.

분위별 평균값들의 평균이 유의하게 차이 나는 값인지 확인해 본 동일

평균 검정 결과 역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언어 등급* 2.54 4.29 5.49 7.19 4.87 0.0000　

수리 등급 3.03 4.39 5.38 6.77 4.89 0.0000　

외국어 등급 2.37 4.20 5.52 7.36 4.85 0.0000

언어사교육** 0.28 0.4 0.42 0.47 0.39 0.0000

수리사교육 0.39 0.61 0.66 0.7 0.59 0.0000

영어사교육 0.39 0.57 0.58 0.56 0.53 0.0004　

자습 시간*** 2.14 2.78 3.08 3.17 2.79 0.0000

비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 평균 P-value

언어 등급 4.69 4.91 4.92 4.81 4.84 0.1631

수리 등급 4.80 4.93 4.94 4.92 4.90 0.6391 　

외국어 등급 4.74 4.90 4.83 4.82 4.83 0.6139 　

언어 사교육 0.27 0.33 0.32 0.33 0.31 0.0079　

수리 사교육 0.39 0.45 0.46 0.48 0.45 0.0006

영어 사교육 0.36 0.45 0.44 0.44 0.42 0.0001

자습 시간 2.03 2.27 2.35 2.58 2.31 0.0000

[표 13] 잠재 인지 역량, 잠재 비인지 역량과 수능등급, 사교육 경험

여부, 자습 시간 변수간의 상관성

*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은 역코딩한 값

** 언어, 수리, 외국어 사교육 경험 여부 변수는 조사 년도 기준으로 한 학기 간의 사교

육 경험 유무를 의미

*** 일주일동안 학원에서 공부한 시간을 제외한 혼자 공부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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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관계 변수

가족, 선생님 등 주변인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높은 역량 점수를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생활 만족도, 부모님에

대한 호감도,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교 만족도 변수들을

이용하여 두 역량변수와의 상관성을 [표 14]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

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성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변수들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인지 역량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호감도는 인지 역량의 분위가 높아

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생님 만족도, 학교 만족

도, 가족생활 만족도는 인지 역량과 특정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학

생의 주변에 격려를 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변수와 이성친구 여

부를 조사한 변수 역시 일관성 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비인지 역량이란 친화력, 인내력, 의사소통역량 등 지적 역량이

아닌 모든 역량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

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확인해본 결과, 가족생

활 만족도, 부모님 호감도, 선생님 만족도, 학교 만족도 변수 모두 비인

지 역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지 역량의 경우와 다르게 격려자가 있거나 이성친구가 있다고 답한 확

률 역시 유의하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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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가족생활만족도 3.84 3.81 3.85 3.87 3.84 0.6284　

아버지호감도 24.80 24.50 25.20 25.40 25.00 0.0018　

어머니호감도 27.30 27.70 27.90 28.10 27.80 0.0035　

선생님만족도 2.77 2.71 2.62 2.75 2.71 0.1198

학교 만족도 3.51 3.40 3.42 3.45 3.44 0.0667

격려자 유무 0.88 0.89 0.89 0.90 0.89 0.8114

이성친구 유무 0.15 0.10 0.11 0.15 0.12 0.0432 　

비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가족생활만족도 11.70 12.41 12.71 13.13 12.49 0.0000 　

아버지호감도 23.93 24.48 24.59 25.09 24.53 0.0000

어머니호감도 26.45 27.29 27.40 27.99 27.28 0.0000

선생님만족도 2.40 2.59 2.72 2.85 2.64 0.0000　

학교 만족도 3.37 3.39 3.41 3.47 3.41 0.0294　

격려자 유무 0.80 0.88 0.88 0.91 0.87 0.0000

이성친구 유무 0.14 0.15 0.17 0.19 0.16 0.0133　

[표 14] 잠재 인지 역량, 잠재 비인지 역량과 사회적 관계 변수 간의

상관성

5) 학창시절 교내외 활동 참여 변수

[표 15]에서는 학창시절에 교내외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두 역량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인지 역량의 경우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한 학생의 비율, 학생회나 학급 임원을 맡았던 비율, 그리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비인지 역량의 경우 분위가 올라갈수록 동아리 활동, 학생회 혹

은 학급 임원 활동 경험, 그리고 학창시절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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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동아리활동 0.40 0.36 0.39 0.42 0.39 0.1095

학생회·임원 0.32 0.29 0.25 0.29 0.29 0.0532

봉사활동 0.45 0.42 0.39 0.43 0.42 0.1878

비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동아리활동 0.32 0.38 0.38 0.40 0.37 0.0000

학생회·임원 0.22 0.29 0.28 0.34 0.28 0.0002

봉사활동 0.35 0.42 0.43 0.45 0.42 0.0000 　

[표 15] 잠재 인지 역량, 잠재 비인지 역량과 학창시절 교내외 활동

참여 변수 간의 상관성

6) 자아 인식 관련 변수

마지막으로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표 16]에서 알아보았다. 청소년 시기 미

래 직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미래 직업 유무 변수,

자신의 적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적성 인지 유무 변수, 자신이

좋아하는 일·내 삶의 중요한 일·잘하는 일 등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자아인지도 변수, 그리고 스스로 리더십이 있는지·공부를 잘하는지·친구

관계가 좋은지 등에 대해 판단한 자기 만족도 변수와 인지, 비인지 역량

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 역량과 네 변수는 분위별로 일관

성 있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일 평균 검정 결과 역시 네 가

지 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반면 비인지 역량의 경우, 분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자신의 적

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답한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비인지 역량 분

위와 자아인지도, 자기 만족도 변수도 유의하게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학창 시절에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학생들의 비인지 역량 형성이 더

잘 되었음을 확인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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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역량 상관성 비인지 역량 상관성

가구 월평균 소득, 지출 O O

부모님, 가정환경 O O

수능 등급, 사교육 경험여부,

자습 시간
O

수능등급 X

사교육, 자습시간 O

사회적 관계
부모님 호감도 O

그 외 X
O

학창시절 교내외 활동 참여 X O

자아 인식 관련 X O

[표 17] 상관성 분석 결과 정리

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미래직업결정 0.65 0.68 0.66 0.69 0.67 0.4578 　

적성인지 0.63 0.61 0.62 0.65 0.63 0.4501

자아인지도 20.39 20.11 20.34 20.45 20.32 0.2392 　

자기만족도 22.94 22.85 22.85 23.09 22.94 0.4775　

비인지 역량 1분위평균 2분위평균 3분위평균 4분위평균 전체평균 P-value

미래직업결정 0.57 0.66 0.68 0.73 0.66 0.0000 　

적성인지 0.53 0.60 0.64 0.68 0.61 0.0000 　

자아인지도 18.95 19.74 20.51 21.16 20.09 0.0000

자기만족도 21.16 22.38 23.07 23.68 22.57 0.0000 　

[표 16] 잠재 인지 역량, 잠재 비인지 역량과 자아 인식 관련 변수 간의

상관성

[표 17]은 앞에서 잠재 인지 역량 변수,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와의

상관성을 살펴본 6가지 항목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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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임금
(1) (2) (3) (4)

n=961 n=961 n=961 n=961

언어
-0.004 -0.000

(0.01) (0.01)

수리
0.021* 0.017

(0.01) (0.01)

외국어
0.032** 0.030**

(0.01) (0.01)

인지 평균
0.045***

(0.01)

외향성
0.004 0.007

(0.02) (0.01)

정신불안정성
0.021 0.017

(0.01) (0.01)

우호성
0.007 0.001

(0.02) (0.01)

성실성
0.055*** 0.052***

(0.01) (0.01)

개방성
-0.007 -0.017

(0.01) (0.01)

비인지 평균
0.061**

(0.02)

상수
4.862*** 5.089*** 4.874*** 4.879***

(0.04) (0.01) (0.04) (0.04)

[표 18] 임금 회귀분석 결과1

2. 임금 회귀분석 결과

먼저 기존 연구들에서 연구를 시행한 것과 같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을 인지 역량의 대리 변수로, Big5 측정점수를 그대로 비인지 역량

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역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8]과 같다.

＊ p<0.05, ** p<0.01, *** p<0.001

월평균 임금은 대수 변환한 값이고,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은 잠재 변수를 의미한다.

(1) 역코딩한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사용

(2) 표준화한 비인지 역량 Big5 측정 값 사용

(3)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비인지 역량 Big5 값 사용

(4)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단순 평균값, 비인지 역량 Big5 단순 평균 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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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을 역코딩 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모형 (1)

의 회귀분석 결과, 언어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고, 수리 등급,

외국어 등급이 한 등급 높아질 때 각각 임금이 2.1%, 3.2%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 에서는 표준화 한 비인지 역량 Big5 다섯 가지 역량을 독립

변수로 하여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성실성

과 외향성이 임금 근로자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역량으로 도출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만이 임금을 증가시키는 역

량으로 나타났다. 성실성 점수가 1점 증가 시, 임금이 5.5% 증가했다.

다음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과 Big5 역량 다섯 가지를 모두 포

함시켜 8개의 독립변수와 임금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3)에서 역시 (1)

과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 외국어 등급과 성실성

만이 임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때 임금은 3.0%, 성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임금은

5.2%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의 단순 평균값으

로 생성한 인지 역량 평균과, 5개의 비인지 역량 표준점수의 단순 평균

값으로 생성한 비인지 역량 평균,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놓았다. 회귀 분

석 결과, 인지 역량 평균 등급이 한 등급 높아질 때 임금이 4.5%, 비인

지 역량 평균 점수가 1점 올라갈 때 임금이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표 18]과 같이 단순 합, 단순 평균으로 생성한 인지, 비인

지 역량 대리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와, [표 19]의 잠재 인지, 비

인지 역량 변수를 사용한 회귀 분석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구조방정식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잠재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

변수를 추출하여 두 잠재변수와 월평균 임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추가

적인 통제 변수 없이 잠재 변수만 회귀식에 포함한 이유는 Heckman,

Stixrud, & Urzua(2006)과 마찬가지로 잠재 변수 자체에 가정환경, 성별,

학력 등의 영향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잠재 변수 이 외의 통제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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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지 않고 가장 기본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가장 간단한 모형을 통해 두 역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월평균임금

(1) (2) (3) (4) (5)

전체

n=961

남

n=492

여

n=469

일반계

n=782

전문계

n=179

인지 역량
.0477***

(.0082)

.0540***

(.0120)

.03967***

(.0110)

.0579***

(.0101)

-.0071

(.0366)

비인지 역량
.1357***

(.0504)

.1232

(.0752)

.1374*

(.0658)

.1659**

(.0591)

.07071

(.0954)

상수
5.0928***

(.0126)

5.1078***

(.0201)

5.0781***

(.0153)

5.0828***

(.0145)

5.0117***

(.0740)

[표 19] 임금 회귀분석 결과2

＊ p<0.05, ** p<0.01, *** p<0.001

월평균 임금은 대수 변환한 값이고,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은 잠재 변수를 의미한다.

(1) 전체회귀분석 결과

(2), (3) 남, 여 성별로 나누어 회귀 분석한 결과

(4), (5)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회귀 분석한 결과

우선 전체 표본(981명)을 대상으로 대수 변환을 거친 월평균 임금과

잠재 인지 역량 변수,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의 관계를 살펴본 [표 19]의

기본 모형 (1)의 경우 두 설명변수 모두 임금근로자가 된 후 조사한 월

평균 임금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의 모형

(4)와 [표 19]의 모형 (1)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인지 역량의 경우 1점 증

가 시 임금이 각각 4.5%, 4.8%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비슷한 증가

치를 보였으나, 비인지 역량의 경우 1점 증가 시 (4)에서는 임금이 6.1%,

모형 (1)에서는 임금이 1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비교해 보면, 인지 역량 1 SD 증가 시 (4)의 경우 임금이 18.9%

증가하며, (1)에서는 임금이 18.7% 증가한다. 비인지 역량이 1 SD 증가

시 (4)에서는 임금이 9.2%, (1)에서는 8.6% 증가해, 잠재 변수를 사용한

모형 (1)에서 비인지 역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졌다. 그러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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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량이 비인지 역량에 비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약 2배인 것은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두 모형의 회귀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잠재변수를 뽑아낸 측정 점수들 간에 이질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Heckman, Stixrud, &

Urzua(2006)에서 잠재 인지 역량 변수 추출 시 다양한 AFQT 과목들을

기반으로,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 추출 시 성격이 다른 Rotter Locus of

Control Scale 4문항과 Rosenberg Self-Esteem 10문항을 이용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 인지 역량을 뽑아 낸 언어, 수리, 외국어 수능

등급 간 이질성이 크지 않으며, 잠재 변수를 뽑아낸 성격 Big5 영역들

역시 이질성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질성이 큰 측정값들을 대상

으로 잠재 변수를 추출해내는 경우 구조방정식의 요인 분석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형 (2)과 (3)은 성별에 따른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인지 역

량은 남학생의 경우 5.4%, 여학생의 경우 약 4.0% 월평균 임금을 유의

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인지 역량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12%의 임금 증가를 가져온다고 도출되었지만 유의하지 않은 값이

었다. 이와는 다르게 여학생의 경우에는 비인지 역량이 임금을 5% 수준

에서 유의하게 13.7%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일반계와 전문계고 코호트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모형

(4)과 (5)에 나타나있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 3 코호트의 경우

(782명)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모두 월평균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인지 역량 변수가 1점 증가할 때 임금은 5.8%

증가하였으며,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가 1점 증가하는 경우 임금은

1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코호트의

경우(179명) 인지, 비인지 역량 모두 월평균 임금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7 -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측정한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청년기에

임금 근로자가 된 후의 월평균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한

국교육고용패널(KEEP)의 1차(2003년)자료와 8, 9, 10차 자료(2011, 2012,

2013년)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두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의 경제적 환경, 교육적 환경, 가족, 선생님

과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의 변수들과

두 역량의 잠재변수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인지 역량과 양의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로는 가구의 경제수준

을 나타내는 월평균소득, 가구생활비, 학원비 지출액이 있었다. 또한 부

모님의 교육 연수, 취학 전 책을 읽어준 빈도, 가정 내 소유하고 있는 책

의 수, 가족 간 보내는 시간 정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와도 유의

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높은 인지 역량 점수를 보유하였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

간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변인들과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변수 중 보모님에 대한 호감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학생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인지 역량 분위별

평균 차이에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인지 역량과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 중에는 인지 역량과 마찬

가지로 가구의 경제적 환경을 나타내는 월평균 가구소득, 생활비, 사교육

비와 양의 상관성을 가졌다. 인지 역량과는 다르게 비인지 역량은 가정

의 월평균 문화 생활비와도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부모님의 교육연수,

취학 전 책을 읽어준 정도, 가정 내 소유하고 있는 책의 수도 비인지 역

량과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가졌으며 가정 내 자녀의 수와는 부의 상관

성을 가졌다. 인지 역량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인지 역량과 언

수외 수능등급, 그리고 사교육 경험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능

세 과목의 등급과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 모두 정확한 상관성을 갖지는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양의 상관성을 가졌다. 반면 인지 역량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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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비인지 역량과 양의 관계를 가졌다. 가족생활

에 대한 만족도, 부모님에 대한 호감도,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동아리

활동 유무, 학생회 혹은 임원 경험 유무, 봉사활동 경험 유무, 이성 친구

유무, 격려자 유무 변수 역시 비인지 역량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미래 직업 결정 유

무, 적성 인지 유무, 자아 인지도, 자기 만족도 변수들 모두 비인지 역량

과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 데이터로 인지,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와 월평균 임금의 관

계를 조사한 결과 인지, 비인지 역량 모두 임금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eckman, Stixrud & Urzua(2006)에서

NYLS를 이용해 연구에서는 인지 역량보다 비인지 역량의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KEEP데이터를 통해 연구한 결과 인지

역량의 월평균 임금상승 한계효과가 비인지 역량의 한계효과에 비해 약

2.3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 역량을 중시하는 한국 교육계와 사회의

분위기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데이터에는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정확한 대

리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직 많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들에서는 인

지 역량의 대리변수로 수능점수, 수능백분위, 수능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으며 그에 따른 측정 오차가 존재했다. 비인지 역량은 자

가 응답 문항들을 통해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측정 오차가 존재

한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 선행논문이었던 Heckman, Stixrud, & Urzua(2006)는 이러한 측

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요인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추출해낸

수 두 역량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였다.

그럼에도 자가 응답을 토대로 추출한 변수이기에 해당 변수가 비인지 역

량을 정확하게 대리하는 변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지 역량 잠재 변수를 추출하는 데 사용한 수능 등급의 경우

고3 때 측정되었지만(재수하지 않은 경우 2003년 혹은 2006년), 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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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잠재 변수를 추출하는데 사용한 데이터는 9차(2012년)에 측정되었

다는 측정 시점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비인지 역량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역량이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임금 회귀 분석에서 통제변수가 추가되지 않은 단순한

모형으로 살펴보았기에 두 역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확한 크기

보다는 방향성 위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최근 한국 교육계에서도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을 함께 진작시키려

는 정책적인 시도가 있었다. 2016년 현재 3213개 학교에서는 자율학기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적성을 탐구할 기회를 주고 예술, 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비인지적 역량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

금까지 시험 성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

생 참여 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평가 영역을 다양화하는 중이다.

비인지적 역량 자체는 시험이나 테스트로 측정할 수 없지만 행복과

성취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묘사할

때 인간성, 매력, 성품 등의 단어로 포괄된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전적

영향이 크고 어렸을 때 대부분 형성이 되는 인지적 역량과는 달리 비인

지적 역량은 성인이 된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

다는 점은 Kautz, Heckman, Diris, & Borghans(2014)를 통해서 확인되

었다. 앞으로 미래의 교육 방향은 학생들이 비인지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하며 성인이 된 후에도 비인지

역량의 개발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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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월평균 임금의 상관성

잠재 인지 역량 20 분위와

월평균 임금의 관계

잠재 비인지 역량 20 분위와

월평균 임금의 관계

[그림 2]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 잠재 변수와 월평균 임금의 관계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데이터 961개를 약 48개씩 묶어 20개로 그

룹화 한 후, 각 그룹별 월평균 임금 평균치를 도출하여 잠재 인지 역량

변수와 월평균 임금,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와 월평균 임금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보았다. 두 그래프를 통해 대략적인 양의 상관성을 확

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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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월평균 임금 3d 그래프

청소년기의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성인이 된 후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Matlab을 이

용하여 3d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총 데이터 수가 981개였으므로 부드러운 면의 모양으로 추출해내기

위해 추가적인 난수 생성을 통해 사이의 값들을 채웠다. 3D 그래프를 그

리기 위하여 인지 역량 잠재변수와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로 구한 대수변

환 월평균임금의 값을 Matlab 함수 중 trisurf 함수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나타내었고,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중 Matlab 의 보간법 및 smoothing

과정을 거쳐 그래프를 그렸다. (보간법 및 smoothing 과정 중 몇 개 의

실제 데이터 값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경향

성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잠재 인지 역량 변수, 잠재 비인지 역량

변수 모두 월평균 임금과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역량의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뚜렷이 보였으나

비인지 역량의 경우는 증가 성향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 이는 회귀분

석 결과에서 인지 역량의 한계효과가 더 크게 나온 것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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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지 역량 잠재변수와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가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영향 3d 그래프(위)

인지 역량 잠재변수,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가 증가할수록 (그래프 상

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갈수록) 그래프의 색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

해간다. 즉 두 변수와 임금이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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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지 역량 잠재변수와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가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영향 3d 그래프(전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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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지 역량 잠재변수와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가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영향 3d 그래프(인지 역량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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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지 역량 잠재변수와 비인지 역량 잠재변수가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영향 3d 그래프(비인지 역량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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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문 문항 처리방법

월평균

가구

소득

지난 1년간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관식

(만원)

월평균

가구

생활비

지난 1년간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관식

(만원)

월평균

문화

생활비

지난 1년간 문화생활 관련으로 귀댁이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어느 정

도입니까?

주관식

(만원)

월평균

학원비

지난 1년간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구원의 사교

육을 위해 귀댁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주관식

(만원)

혼자

공부한

시간

귀하가 학교나 학원, 과외를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됩니까?

① 3시간미만 ② 3시간~5시간 ③ 5시간~10시간 ④ 10시간~15시간

⑤ 15시간~20시간 ⑥ 20시간~25시간 ⑦ 25시간~30시간 ⑧ 30시간 이상

취학 전

책 읽어

준 빈도

귀댁에서는 학생이 취학하기 전에 책을 자주 읽어 주었습니까?

① 한 번도 읽어준 적이 없다 ② 거의 읽어주지 않았다

③ 가끔 읽어주었다 ④ 자주 읽어주었다 ⑤ 매일 반드시 읽어주었다

가정내

책 수

귀댁은 책을 대략 몇 권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① 50권미만 ② 50권~99권 ③ 100권~199권 ④ 200권~299권

⑤ 300권~499권 ⑥ 500권~999권 ⑦ 1,000권 이상 ⑧ 없음

가족과

보내는

시간

정도

귀하는 중학교 재학 중 가족(부모, 보호자, 형제자매)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1) 외식하기

2) 영화, 연극, 뮤지컬 등

3)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4) 여행, 등산, 낚시 등

5) 운동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몇 년에 한번 ③ 일년에 몇 번

④ 한 달에 몇 번⑤ 일주일에 몇 번

5문항

단순합

부모의

자녀

인지

정도

귀댁에서는 학생의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1) 학업 및 성적에 관한 사항

2) 친구에 관한 사항

3) 친한 친구의 부모에 관한 사항

4)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6문항

단순합

[표 20] 역량 변수와 상관성 알아본 변수들의 생성 방법



- 61 -

5) 생활 습관에 관한 사항

6) 현재의 개인적 고민에 관한 사항

① 전혀 모른다, ⑤매우 잘 알고 있다

1·10차

거주

지역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그 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수 도 권 ,
특 별 시 ,
광역시 =
1
그 외 =0

사교육

경험

(1학기)

귀하가 2003년 9월~2004년 2월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은 적

이 있습니까?

1) 국어·언어·논술 2) 수학·수리 3) 영어·외국어

① 있다 ② 없다

없다=0,

있다=1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귀하가 학교나 학원, 과외를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됩니까?

① 3시간미만 ② 3시간~5시간 ③ 5시간~10시간 ④ 10시간~15시간

⑤ 15시간~20시간 ⑥ 20시간~25시간 ⑦ 25시간~30시간

⑧ 30시간 이상

가정

만족도

귀하는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선생님

만족도

귀하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

오.

1)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2)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3)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4)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없다=0,

있다=1

코딩 후

단순합

부모님

호감도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또는 보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해 준다

2.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다

3.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

4. 나와 대화를 자주 한다

5. 나의 친구관계를 잘 안다

6. 나는 그 분과 갈등이 있다(역코딩)

7. 나는 그 분을 존경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7문항

단순합

6번

역코딩

선생님

만족도

귀하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

오.

아니오=0,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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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2)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3)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4)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학교

만족도

귀하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동아리

경험

중·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0,

예=1

학생회

학금

임원

경험

귀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학생회 또는 학급 임원을 한 경험이 있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0,

예=1

봉사

경험

귀하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 한 봉사활동 중에서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0,

예=1

미래

직업

결정

귀하는 미래의 직업을 정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0,

예=1

자신의

적성

인지

귀하는 자신의 적성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0,

예=1

격려자

유무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격려해 주는 사

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없다=0,

있다=1

이성친

구유무

귀하는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없다=0,

있다=1

가정내

TV규율

귀댁에서는 TV시청과 관련하여 학생이 지켜야하는 규율이 있습니까?

1)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 ① 예 ② 아니오

2) 총 시청시간(1일 기준)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0,

예=1

자아

인지도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4)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5)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6)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6문항

단순합



- 63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자기

만족도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공부를 잘 한다

2) 춤. 노래. 운동. 유머 등 재주가 있다

3) 리더십이 있다

4)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5)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

6) 친구관계가 좋다

7) 학교생활에 성실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문항

단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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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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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n-cognitiv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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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how wage of paid workers is affected by

cognitive ability and non-cognitive ability that were formed during

their adeoescence. Also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inds of abilities, and factors such as family

environments, social relations and senses of self.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lling) Analysis is useful to

extract latent cognitive ability variable and latent non-cognitive

ability variable which are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OLS regression. This is the difference from the other papers that use

the score of SAT or the level of test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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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ies present that both abilities are

likely to raise the wage level. Also the effect of cognitive ability on

wage was twice larger than that of non-cognitive ability.

For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family expenses and income

were positively related to both abilities, and family environment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both. However, factors relating to

interpersonal skills and sense of self were positively related only to

the non-cognitive ability.

keywords : Cognitive ability, Non-cognitive ability,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age, Factor Analysis

Student Number : 2015-20157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연구 
	2.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노동 시장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2. 변수 요인  
	1) 인지 역량비인지 역량과 상관관계 분석 
	2) 임금 함수 


	Ⅳ. 연구결과  
	1. 인지 역량비인지 역량과 상관관계 분석  
	1) 가구 월평균 소득, 지출 변수  
	2) 부모님, 가정환경 변수  
	3) 수능 등급, 사교육 경험여부, 자습 시간 
	4) 사회적 관계 변수  
	5) 학창시절 교내외 활동 참여 변수  
	6) 자아 인식 관련 변수  

	2. 임금 회귀분석  

	Ⅴ. 결론  
	1.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부록  
	1.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월평균 임금의 상관성 
	2.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월평균 임금 3d 그래프

	Abstract 


<startpage>9
Ⅰ. 서론   1
Ⅱ. 선행연구   3
 1.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연구  3
 2.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이 노동 시장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
Ⅲ. 연구방법   11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11
 2. 변수 요인   12
  1) 인지 역량비인지 역량과 상관관계 분석  12
  2) 임금 함수  16
Ⅳ. 연구결과   30
 1. 인지 역량비인지 역량과 상관관계 분석   30
  1) 가구 월평균 소득, 지출 변수   30
  2) 부모님, 가정환경 변수   31
  3) 수능 등급, 사교육 경험여부, 자습 시간  32
  4) 사회적 관계 변수   34
  5) 학창시절 교내외 활동 참여 변수   45
  6) 자아 인식 관련 변수   36
 2. 임금 회귀분석   38
Ⅴ. 결론   42
 1. 결론 및 고찰   42
참고문헌  45
부록   49
 1.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월평균 임금의 상관성  49
 2.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월평균 임금 3d 그래프 50
Abstract  5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