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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해외취업사업은 글로벌 시대 국민의 일자리 확보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 국민의 평생능력개발 차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요자 불편과 요구를 파악하여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업 계획 반영 필요
- 또한, 일자리 정책 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정부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경력개발의 변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며, 참여와 협업환
경을 구성하고,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함.
◦ 한편, 우리는 해외취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평생능력개발 과정의 하나의 수단이 되
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 해외취업 경력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고용노동부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사업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과 기회가 가득한
정책 영역의 확장을 가져다 줄 것임.
- 이미 EU, 영국,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MZ 세대의 경력개발과 일경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취업과 경력개발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지난 5년간

활발하게 해왔으나, 성과와 함께 한계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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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해외취업 경력관리 체계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종합 방안 모색
- 성과 기반 관리를 통해 해외취업사업과 글로벌경력지원업무의 새로운 화학적 결합

구현

Ⅱ. 해외취업 경력관련 선행연구
1. 개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실무적으로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 Service)는 “해외취
업지원사업의 경력관리란 공단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기 희망하는 우리 청년의 취업
을 지원하고 취업 후 이·전직, 국내복귀 및 재취업 등 개인의 경력목표 달성을 지원
하는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규정함(해외취업자 경력사후관리 매뉴얼, 2020.3.9.).
이는 사후관리(Post Employment Service)와 구별되는 개념임.
◦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청년의 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어려움(challenging labour market)과
스킬과 일경험(working experience) 부족이 지목됨.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으로서 취업과 교육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음.

2.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통한 주요 성과
◦ (임금 향상) Erasmus+ 이수자의 월평균 임금이 비교집단에 비해 7~9%에서
10~12%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Favero & Fucci, 2017; Iriondo, 2019)

◦ (구직기간 단축) Erasmus+ 프로그램 이수자의 90%는 현재 직장에서 Erasmus 프로
그램을 통해 확보한 스킬과 경험을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프로그램 이수자의
75%는 해외에서의 경험이 첫 번째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특히

이 프로그램 이수자의 80%는 졸업 후 3달 안에 첫 번째 직장을 구했는데, 이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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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European
Commission, 2019).

◦ (글로벌 역량 향상)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국제 학생 모빌리티
가 개인의 발전과 고용 가능성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모빌리티는 다양성
에 대한 존중과 다른 문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을 통해 특히 학
생들의 국제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European Commission, 2009: 4;
EC, 2021:11-20에서 재인용).

3. 해외 주요국 해외취업 경력개발 및 관리 사례 분석
가. EU 사례(유사사례로 영국 및 스위스가 있음)
◦ Erasmus+는 EU의 대표적인 인적교류 사업으로 1987년 시작된 이래 유럽 교육의
국제화와 현대화에 기여했으며(EU, 2019:11; EU, 2021 :18), 유럽 경제아 연계된
국제적 역량과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둠(Engel, 2010).
- 현재까지 1천 만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COVID 19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2020년에도 35만 명이 참가했음(EU, 2021 :18). 특히, Erasmus+ Traineeship은
2020년 기준 75,000명(전체의 21%)의 재학생과 최근 졸업자가 참여했으며(EU,
2020:39), 이 프로그램의 해외취업과의 연계도가 40%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해

외취업자를 개략적으로 추산해보면, 30,000명 정도로 볼 수 있음(EU,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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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싱가포르 사례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Talent

Attraction

and

Development’를

위해

Internships, Recruitment 등 자국기업과 인재양성을 해외 일 경험 확보 통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해왔음.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 인재 대상 기업의 해외인턴십을 통해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주로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지역 해외 확장에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음(Enterprise Singapore 홈페이지, 2022).
- 또한 청년 인재로 하여금 해외 일 경험과 국제화와 관련된 스킬을 확보하는 측면

에서 도움이 되며, 특히 이러한 기업과 학생 수요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pipeline)으로서의 역할을 기대(Lai, 2019).

◦ 앞서 살펴본 EU, 싱가포르, 한국의 해외취업 경력관리 제도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리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해외취업 경력관리 주요국 제도 비교
EU
(유사사례: 영국 및
스위스)

추진배경

싱가포르

한국

기업의 해외확장에
필요한 인재공급 및
청년의 해외 일경험과
국제화 관련 스킬
향상

해외지역전문가
등 글로벌 인재
양성

주요 정책
목적

유럽 경제와 연계된
국제적 역량 및
고용가능성 향상

해외취업
실적

30,000명
(2020년, 추정치)

200명
(2019년)

6,816명
(2019년)

관련제도
시작연도

1987년

2009년

1998년

주무부처

EU 위원회(EACEA)

기업청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국제 또는 Erasmus+
사무소

TAC 및 IHL

한국산업인력공단

요약 xiii

해외취업
경력관리
운영상의
특징

해외취업
경력관리
단계별 절차
및 효과

지원 영역

해외교육 및
훈련(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학교,
성인교육), 스포츠, 청년

해외인턴십 및
관리직취업

해외취업 알선
및 연수취업

지원방식

교육훈련기관 및 참여자
주도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참여 기업
및 학생을 매칭

교육훈련기관
주도

경력개발
지원 사항

학습 계약 체결, 온라인
어학 지원 Erasmus+
학생 헌장, Traineeship
Certificate, Diploma
Supplement Europass
Mobility Document
제공 등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학습 목적 제시,
멘토링 계획(인턴십
대상), 명확하고
구조화된 훈련 및
경력개발 계획 등

구직자 등록 및
관리, 진단설계
및 상담,
정보제공, 어학
및 직무교육,
사후관리 등

해외취업
이전

단기 교육훈련

-

중장기
교육훈련

해외취업
단계

교육훈련 중심

취업 중심

취업 중심

국내
재취업
연계

연계도 높음

연계도 높음

연계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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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취업 경력개발 실태분석 및 경력개발경로 유형 도출
1.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현황
(2018년도 해외취업자 중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수령자 기준)

가. 해외취업 이전
◦ 해외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0대 청년이 해외취업의 주축을 이
루고 있음
◦ 해외취업자의 학력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학사 출신 해외취업자가 3,253명으로 전
체의 78.3%로 다수를 차지하며, 전문학사 출신 15.9%, 석사 출신 4.1%, 직업계고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학사 출신이 과다 대표되고, 상대적

으로 직업계고, 전문대학, 대학원은 과소대표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공학 및 인문 계열이
강세를 나타냈음.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사 출신 해외취업자의 경우, 사회 계열
이 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문 계열 19.3%, 공학 계열이 16.7%를 차지함.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이전 경력개발 관련 일경험 보유자는 2,259명으로 전체의
53.6%인 다수가 일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해외취업자 중 일경험 보

유자 사이에서 해외취업형태로 일경험을 보유한 이들은 23.1%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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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취업 실시단계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수령 인원은 4,131명(1차), 3,459명(2차), 1.953명(3차)으
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며, 1차 대비 2차의 비중은 83.9%, 3차의 경우
47.4%로 지원기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절반 이상의 지원대상자가 해외취업을

지속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취업 기간이 지속될수록 정규직인 경우 해외취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해외취업 종사지위상 초기 단계인 1차 시기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에 비해

비중이 더 높았으나(1차 : 정규직 비중 37.7%), 2차 및 3차 시기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중 격차는 좁혀지는 현상이 나타남(2차 : 정규직 비중 38.2%, 3차 : 정규
직 비중 45.0%)
◦ 해외취업 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비자의 비중이 높아짐
- 이때 해외취업 비자는 학생과 인턴 비자를 제외한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포함한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수령자 대상 1차와 2차의 경우 취업비자는 각
3,163건, 2658건으로 전체의 76.8%였으며, 3차의 경우에는 87.9%로 비중이 높아짐.

◦ 해외취업 Top 30개 직종1)에 취업한 해외취업자는 4,044명으로 전체의 93.2%에 해
당하며 절대 다수를 차지함.
- 단일 직종으로는 경영 관련 사무원이 1,143명(전체의 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698명(전체의 16.1%), 여가 서
비스 종사자 312명(전체의 7.2%)의 순이었다. 상위 세 개 직종의 합이 전체 직종의
49.8%를 차지하여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디자이너(239명), 판매 및 운송관리자(197명),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85명), 운송서비스 종사자(152명), 기계 로봇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0명), 영

업 종사자(106명),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79명)이 상위 10위권에 위치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당 연수과정을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했
1) 해외취업정착금 DB의 1차 직종의 분류가 세분화 되어있어, 직종별 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재7차 한국표
준직업분류 항목표”의 3자리 코드로 치환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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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특징과 함께 이들 직종은 연수과정을 통해서 해외취업 연계가 비교적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음.
- 자가 취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운송서비스종사자이며, 그 다음 정보시스템

및 운영자,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자 직종의 순으로 나타남.
-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전문

가이며, 기계로봇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디자이너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종 다양화를 통한 사업확대를 의도한다면, 한국인
대상 해외취업이 활성화되어있으나, 해외취업 연수 또는 알선사업을 통한 해외취업
비중이 높지 않은 직종 중심으로 취업처 개발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첫직업 유형별 취업경로(해외)_TOP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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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재정착 단계
◦ 해외취업자 총 4,121명 중 총 1,931명으로 전체의 46.9%가 국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기준)함.
◦ 다수의 해외취업자가 해외취업을 마친 후 국내 취업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해외취업 종료기간 추정이 가능한 해외취업정착

지원금1 및 2차 대상자 1,145명의 해외취업 종료 후 국내 첫취업 소요 기간을 조
사한 결과, 6월 미만은 257명(22.4%), 6월 이상은 888명(77.6%)으로 나타났음.
- 국내 재정착한 해외취업자 1,931명 중 733명(38.0%)을 제외한 1,198명(62.0%)은

해외취업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경험한 후 해당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험을 했음.
첫 번째 일자리 상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827명(69.0%)으로 가
장 많고, 계약만료가 245명(20.5%), 그리고 경영상 필요 162명(13.5%)으로 그 뒤
를 이었음.
◦ 다음 그림은 취업자 수가 많은(상위 10개 직종) 국내 첫 직업 유형별 취업경로를
분석해보면, 청년 입장에서는 구하기 쉬운 일자리이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전공
또는 해외취업의 경험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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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고객상담 종사자 직종과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판매원 및 상품 대여원,

판매종사자, 비서 및 사무보조원 직종이 새로이 나타났음.
[그림] 국내 첫 직업 유형별 취업경로_TOP 10

라.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재정착 단계 연계 분석
◦ 다음 그림은 2017년 1월 이후 2021년 12월까지 2018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
자 대상으로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재정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식화하여 나
타낸 것임.
◦ 첫째, 해외취업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제공된 대략적으로 2018년 이후 2019년 기간
동안에는 전체 기간 중 취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의도한 단기적 정책효
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국내 재정착 취업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
으로 해외취업자의 감소분을 대체로 흡수한 것으로 파악됨.
- 즉, 해외취업과 국내취업은 총량에서 단기적으로는 제로섬(zero-sum) 상황에 있음.

◦ 셋째, 전년 대비 올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
을 통해 임금 외에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실업, 구직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 경험이 제공될 수 형태의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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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재정착 분석(해외취업 잔류 평균 가정)

[그림] 전년 대비 정책 개선 통한 사업 성과 개선 방안과 목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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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외취업 이후: 학력별 Sankey Diagram

자료 : 문상균 박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작성한 것임

[그림] 해외취업 유형별 경력개발 경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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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취업자 인식
◦ MZ 세대가 바라보는 해외취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은 이전 세대와는 임금보다는 다
른 선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성
장으로 인한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해외임금 격차를 유지할 수 없는 상
황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첫째, MZ 세대 해외취업자들은 직업 선택 동기가 주로 경험 확보에 있었음. 정부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가 해외에서 직업을 구하는 이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더라도 효용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기존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서비스의 내
용과 전달방식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둘째, MZ 세대 해외취업자들의 경험확보 자체에 초점을 맞춘 직업 선택 동기는 그
들로 하여금 두 번째 주제인 직무 인식과 관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워
라밸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직무를 인식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 변화시켰음.
◦ 셋째, MZ 세대 해외취업자들의 경력전망은 대체로 국내 재취업을 염두에 둔 경우
가 많았음. 이들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수요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직접 지원에
서 해외 정부 또는 국내 고용 연관 정부기관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의 초점이 재설정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3. 해외취업 기업 및 지원기관 관계자 인식
가. 기업 관계자
□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서의 니즈
◦ 현지 기업들이 한국 취업자를 구하고 고용하는 주된 계기 또는 이유는 한국과 관련
된 일을 하거나, 한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
◦ 인터뷰 대상 기업의 한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채용 방식은 1) 리크루팅펌을 통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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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임직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에 의해 잘 알려진 공채는 언급되지 않음
□ 취업 이후 단계에서의 정착 및 경력 성숙의 니즈
◦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의 정착 및 경력 성숙의 니즈와 이에 대한 기업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 기업에서 맡게 되는 역할 관련 하여 신입직무라는 특징과
이러한 직무의 수행범위와 비자 제도와 연계되어 있음
□ 한국 정부의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실행 관련 해외 기업의 인식
◦ 정부차원에서 회사와 지원자의 연결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역할, 허브 구축(한국대
학교-미국기업의 MOU 등), 또는 방안 제안 등이 필요

나. 지원기관 관계자2)
□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서의 니즈
◦ 해외 현지 기업에서는 한국인 취업자를 해당 분야의 국내 숙련 인재가 없어서 대안으
로 외국인 전문가로 채용하거나,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의 특수한 수요가 발생하여 채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학위, 자격 등 스펙을 중시하지만, 인턴과 같은 실무 경험 역시 채용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

◦ 현지어 구사능력은 현지 취업에 필수적이지만, 직무능력의 향상과 병행될 필요하다
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기업에 적합한 이력서와 면접 준
비를 하는 것이 중요

2) ※ 해외취업 지원기관은 해외 K-Move 샌터, 해외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해외 리쿠르터 업체, 직능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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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이후 단계에서의 정착 및 경력 성숙의 니즈
◦ 멘토링을 통해 해외취업자와 가장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
◦ 해외취업 이전 경력개발의 징검다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정부지원 인턴십 도입
□ 국외/국내 재정착 단계에서의 니즈
◦ 해외취업자가 국내 재취업시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무기간은 최소 1
년 이상될 것이 요구되며, 대체적으로 인문서비스 분야보다는 기술이공계 분야의
경력 요건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재정착 전문가 직종별 인식 조사
◦ IT 분야는 협회 중심의 정보 공유 기능을 수행하되, 해외취업 경력자와 구인기업
간 매칭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것이 제안
◦ 호텔 서비스 분야는 해외취업 경력 인정, 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와 협회와의 협력 방안이 비교적 다양하게 제안
◦ 무역 분야는 대학과 연계한 해외취업 경력자 또는 해외취업 중인자를 대상으로 국
내 재정착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안
◦ 조리 분야는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 통한 구인 서비스 제공, 해외 경력의 인증과
활용 지원, 사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 제안
□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및 실행과 관련 의견
◦ 해외사업 운영 및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성숙시키려는 기업들이 신산업과 관련한 인
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직무
와 국내 직무간 유사성, 비자 장벽의 해소 등이 정부의 평생 경력개발을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고려될 필요 있음.
◦ 해외취업자 대상 경력개발 종합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현지 교육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한 교육훈련 제공, 주기적인 멘토링 방안 등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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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담당 업무 직원 역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지 사정에
밝고 현지 언어를 구사해야 정보도 얻고 해당 국가에 맞는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는 직무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음.

요약 xxv

Ⅳ. 해외취업 경력관리 조직진단

◦ 조직진단의 목적은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부서의 환경, 수요 및 기능 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하며,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업을 발굴하는데 있음.
[그림]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 해외취업 경력개발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 도출을 위해서 환경분석, 수요분석 그리
고 기능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대안들이 도출됨.
- 이렇게 도출된 여러 대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유형화 단계를 거침. 그

리고 이러한 주제는 내외부 전문가 협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실무진 검토를 거쳐
발전과제로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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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환경 분석, 기능 분석, 수요분석 대안
환경 분석

기능 분석

수요분석

요약 xxvii

발전과제
전략

추진과제

xxviii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연구

Ⅴ. 해외취업 경력개발 체계화를 위한 종합방안

요약 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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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외취업 경력관리 발전 로드맵

요약 x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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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언
□ 첫째, 해외취업 경력관리를 성과 기반의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실무 사업담당자가 데이터의 수집 방법을 개선한다면 보다 질 높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의 결과로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 기존 비대해지고 경직화된 일부 해외취업 사업 비중을 줄이고 신성장 분야 및 새로
운 경력개발 시범사업의 운영을 촉진하고, 이와 함께 성과 관리 관련 연구 목적 사
업 예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둘째, 해외취업자의 생애 단계별 수요에 기반을 둔 해외취업사업으로, 지원범위는 해
외취업 준비단계는 물론 실행 및 국내 재정착 단계까지 포함해야 함.
◦ 해외취업 실시단계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해외취업자를 위한 ①커뮤니티 구축 지원,
②현지 정착 지원 및 기업 모니터링, ③보다 질 높은 구인처 개척과 관리 역할, ④현
지 경력 인정 지원, 그리고 ⑤현지 기반 신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필요
◦ 해외취업센터의 임무와 역할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여력을 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국 등으로도 현지 파견을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셋째, 해외취업지원부서는 해외취업사업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
향성에 부합하도록 신규 모델 개발을 통해 리드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해외취업 개별
사업의 부족한 경력개발 요소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해외취업 경력관리 관련
변화를 주도하도록 해야함.
◦ 이러한 개혁적 변화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으로 전
제할 때 비로소 가능해짐. 즉, 단기 및 장기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성과지표
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고 분석되며, 부서 간 분석결과 공유 및 학습
◦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합한 연간 성과보고서 및 중기 영향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시도할 필요

요약 xxxiii

□ 넷째, 장기적으로 해외취업에서 글로벌인재양성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
◦ 정부는 취업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인턴, 현장학습과 같은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해외에서 확보한 교육 및 자격 등 학습 경험을 인정하고 국내·외 모두에서 연
계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노력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취업”, “정착지원금”과 같은 사업 명칭이 보다 글로벌 인재양
성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 다섯째,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직원의 역량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직무 수행
범위 확대를 위한 조직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직업상담 혹은 직종별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인사상의 우대 등을 통해 자
기개발을 촉진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민간의 우수한 해외취업
리쿠르터 특강, 협의회, 새도우잉 프로그램 등을 통한 벤치마킹
◦ 현재 일본에 파견된 해외현지 주재원의 역할 확대와 함께 타 국으로 확대 파견 필요
□ 여섯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은 국내 외 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형태로 확장
◦ EU의 Erasmus+, ASEAN 국가 간 인턴십 운영의 사례와 같이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충족할 때 보다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질 것임.
□ 일곱째, MZ 세대의 특성에 맞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업으로 변화해가야 함.
◦ 해외취업을 선택한 결정이 국내취업을 선택한 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결정
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력개발을 위한 국내·외 환경이 마련될 것과, 해외취업 이
후 국내 경력개발을 위한 경력형성경로가 제시될 것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제도 개선과 교육훈련 및 알선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것이 요구됨.
◦ MZ 세대가 중요시하는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강화된 형평성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전체를 지원하되,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장애우 등 사회적 배려대상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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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해외취업 사업은 우리 정부가 한국 청년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해왔다. 이러한 해외취업 사업은 1960년 독일로 파견한 간호사
와 광부의, 1980년대 중동국가 대상 건설노동자 파견 등이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해외
취업 사업은 다소간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그간 해외취업 사업이 실업해소를 위한 목적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청년고용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청년을 대상으
로 고용지원 정책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4년 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조직을 마련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일련의 후속 정책을 발표했다. 즉, 2006
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출발점으로 2009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을 거쳐 2013년 이후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외진출 프로그
램을 통합하여 청년 해외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K-Move』를 추진해왔다3)(월드잡
홈페이지).
우리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해외취업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대, 우려, 그리고 새로운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먼저, 해외취업 사업이라는 정부의 공공
정책을 통해 해당 국민의 취업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국내 실업 문제 해결, 외화 확보 등
국가 역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1960~70년대 베이비 부머
3) https://www.worldjob.or.kr/ovsea/biIntro.do?menuId=1000000052, 2022.3.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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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문제 및 한국 경제 기반 마련, 1980년대 오일쇼크 문제에 대한 대응,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 등에서 외화 확보,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대한 긍정적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해외취업은 연간 6,000여 명(2019년 기준, 6,816명)을 상회했다.
한편, 해외취업에 대한 우려는 주로 해외취업으로 인한 임금에 대한 유인감소와 국내 생
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해외취업 희망자의 확보 문제에 있다. 먼저, 과거 해외취업을
이끌었던 주요 동인인 임금 프리미엄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다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시기별 1인당 GDP의 변화에서 잘 관찰
되는데, 1980년대 1,845 USD에서 2000년 11,968 USD 그리고 2020년에는 31,246 USD로
이제 G20 국가 중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미국의 8개국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와의 격차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한국의 생산가능인
구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산업
에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인재를 해외취업을 통해 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해외취업을
위협하는 이들 문제는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외취업 자
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경력개발과 결부된 해외취업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관한 것이다.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 광범위한 글로벌화, MZ 세대
등장으로 인해 교육과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가 간 인력 이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IIE, 2018; Dey& Cruzvergara, 2014, 체재은, 2020).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에서의 다양한 교육 및 일경험 확보하는 지원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과거 국내 저임금 문제, 실업난 해소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되었으나, 점차 자국 인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
은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이라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 각국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며, 해외취
업 이전, 해외취업 실시 및 귀국 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청년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상당하며, 이러한 인식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
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에서 학생 3,000명과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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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6%의 학생과 70%의 졸업생이 해외
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Lai, 2019). 한국 청년 1,40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조사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약 54.8%가 해외취업에 대해 고려해본 바가 있다고 응
답했다(이진구, 2021:41).
그러나 이러한 청년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와 기
회 제공 측면에서 국내취업에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다. 해외취업 여부를 넘어 보다 심화된
형태, 즉 중장기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 혹은 해외 제3국에 취업과 같은 경력개발에 대
한 이슈는 다루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 수요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OECD
에서는 20 내지 50 퍼센트의 장기 이민자가 1차 해외취업국을 5년 이내 본국으로 귀국하거
나 새로운 해외취업 국가로 이민(secondary emigrat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ltemann,
2010:253). 해외취업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수행되어왔으며, 경력개발제도와 연계 관

련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는 많으나, 경력개발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기에 실무
가 관련 연구를 앞서나가는 상황에 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EU와 영국,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가는 한국보다 앞서서 국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외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일경험
연계 사업을 통해 자국 청년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외취업
을 임금효과 및 실업률 해소보다는 경력개발에 초점을 두어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해나가고 있다. 예컨대, EU는 “유럽 경제와 연계된 국제적 역량 및 고용가능성의 향상”,
싱가포르는 “기업의 해외 확장에 필요한 인재공급 및 청년의 해외 일경험과 국제화 관련
스킬 향상”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우리 정부도 해외취업 사업을 단기적이며 양적 측면의
정책 효과인 해외취업률 달성을 넘어선 장기적이며 질적 목표인 “해외지역전문가 등 글로
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어, 이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외취업과 경력개발에 접목하는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 이 연구에
서는 국민 평생능력개발 차원에서 해외취업 경력관리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해외취
업을 정부가 국민의 평생능력개발 차원의 지원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정부 해외취업 사업에
대한 신뢰(trust)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 형성은 양질의 구직자 확보
는 물론 장기적 취업 시계를 통한 발전적 경력 형성, 그리고 해외취업 사업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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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차원에서 선순환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해외국가의 접근성 증대, 직무기반 해외경력개발 추구와 같은 MZ세대의
경력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기업 차원에서는 해외사업 확장하는 국내 기업과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해외취업자가 확보한 역량이 국내 기업 전문 인력 확보 또는 미래유망사업의 인적자원 확
보와 같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이점

둘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각각의 서비스가 분절화되어 있고, 해외취업 성과와 연
계도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 경력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경력단계에서 운영 주체 및 범위, 방법 측면에서 분절되어 있어 조율이 필요하
며, 해외취업자의 수요가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력개발 지원 영역에 대해 종
합적으로 체계화된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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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월드잡플러스의주요기능들

셋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로 인해 경력개발 요소
를 해외취업 사업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2021년까지 한국산
업인력공단 내에 글로벌경력지원단을 만들어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전담부서로의 기능을 부여했으나, 결국 2022년 해외취업국 소
속 해외취업지원부로 명칭을 변경과 함께 기존 역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여전히 해외취업 경력개발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며,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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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월드잡플스의 연도별 주요 추진 사업

나. 연구의 목표
이 연구에서의 해외취업자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개발의 범위는 해외취업 직전 및 직후보다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대상
및 지원 기간을 확대가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취업 사업의 성패는 정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민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신
뢰감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국민 개인의 생애 관점에서 볼 때 해외취업은
불연속 경력의 하나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교육과 취업과 다양하게 연계된 직업
포토폴리오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 경험과 해외 경험을 조화롭게 그리고 장기적 시
각에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해외취업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해외인턴 연계
국내취업, 자격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자격의 국내인정 또는 국내자격의 해외인정과 같은 정
책 연계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맞춤형 해외취업 경력개발 모델을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해외취업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산업인력
공단이 수행해온 해외취업 알선 및 연수사업, 해외정착금지원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이들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특히 이러한 사업 설계와 운영이 공급자
중심의 분절화된 지원체계로 운영됐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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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가별 해외취업 지원 사업

출처: 김민규. (2022). 해외취업 사후관리와 경력관리 방안

셋째, 해외취업자의 글로벌 경력개발을 위해 개인의 경력발전 단계(취업 이전/이후/귀국
후)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경력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에 필요한 방안을
폭넓은 시각에서 체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다룬 선
행연구는 대체로 시기적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
에 머물렀다. 이 연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 사업에 새로이 접목하고자 했던 경
력개발에 대한 발전 노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주는 데
있다. 또한, 이 연구가 발주된 이후 시점인 2022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경력지원
단 역할과 기능이 해외취업국 소속의 해외취업지원부가 신설되는 형태로 조직구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이러한 최근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해외취업국의 여러 사업 부서와 연계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 발전로드맵과 종합체계(안)을 도출하는 과업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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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의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모델, 그리고 해외취업 경
력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주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의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개
념, 성과를 살펴본 후 실제 해외취업자가 경력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인식과 수
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취업자’의 해외취업 전후 경력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개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취업(구직)자의 경력 활용
을 기존에는 Out-bound 위주로 분석했다면, In-bound(해외취업자의 국내 귀국 후 취업)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국내․외 취업 혼합)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취업 진
행 단계별로 맞닥뜨리는 다양한 현지 및 정부/교육 등 기관 지원프로그램 제공 수혜 현황
및 사례(이용 가능성)를 파악하도록 했다.
두 번째 주제는 해외취업자 경력개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해외취업자 경력
개발 모델은 해외취업 경력형성을 위한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해외취업 과정 및
해외취업 이후 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취업
자 대상 초기 단계의 경력개발은 주로 K-Move스쿨과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
사업과 연계가 잘되어 있으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수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 등에 속한 경우, 단기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편, 해외취업자 대상 초기 단계의 경력개발 지원이 주로 해외취업 의지를 확
보한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이력서 작성, 역량진단 등이나, 이러
한 정보는 과거와 달리 공개되어 효용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접근을 요한다.
세 번째 주제는 해외취업 사후․경력관리 종합체계 인프라 개선방안 도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해외취업자 경력개발 모델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해외취업자
경력주기를 고려한 국내․외 제도 연계한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및 중장기 경력개발을 지
원하기 위한 과업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직원의 역량
향상과 같은 조직 차원의 개선방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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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국․내외 싱크탱크 보고서, 학술논문, 동향지, 언론기사, 행정자료 및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진행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한 주요 분석 자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취업 경력 정의 및 중요성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정부 및 학계에서 해외취업 경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외취업을 위해 어떠한 정책 효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조사하
였다. 둘째, 국내․외 경력개발 관리 사례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정부기관, 대학, 민간 인
력 중개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분류하였다. 각국의 해외취업 지원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활용하여 3개국
(EU, 싱가포르, 한국)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제도를 동일한 분석틀(추진배경, 주요 특징, 절

차 및 효과)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해외취업 경력
개발 지원제도에 대한 해외사례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행정데이터 분석
해외취업자 단계별 경력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취업 산업 및 직종별 경력 형성
차이(경력직 채용 요구사항, 경력 필수 산업군 등 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월드잡플러스 사이트 상의 해외알선취업자 및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수급자 DB를
통해 주요 취업국가, 직종, 경력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즉, 해외취업 관련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월드잡플러스DB, 해외취업정착지원금 DB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
DB를 통해 해외취업자의 인적자본 형성과정과 해외취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

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의 고용보험 DB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정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행정데이터 정보는 행정 목적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된 정보이기 때문에 연구 분석에
활용되기에는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식과 동기 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분석된 행정데이터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은 주로 다음에서 다룰 면담조사
를 통해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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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방법

3) 면담조사(해외의 경우, 현지조사원 활용)
연구수행 과정이나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제기된 특정 논의주제와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서 면담 조사를 했다. 조사 방법은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
성을 보유한 각국 현지조사원을 활용했으며, 국내 조사는 본 연구 국내 연구진이 담당했다.
<표 1-2> 현지조사원 대상자
이름

status

전공분야/학위

역할

김○○

미국/기업재직

국제통상/석사

박○○

싱가포르/
프리랜서

행정학/석사

신○○

영국/
NGO근무

개발학/석사

정○○

영국/기업재직

개발학/석사

- 현지 기업, 정부기관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면담
* 해외취업에서의 경력(국가 내 이동, 국가 간
이동 비교), 직무 차이점, 무경력(신입)에 대한
해외 인식 등
* 한국인의 해외 현지 취업 수요 및 경력개발
여건 등
- 해외 대학 커리어센터 등 해외취업 프로그램
조사
* 해외취업 이전, 이후, 그리고 경력관리 단계별
학생 지원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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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대상 기관 및 면담자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면담지를 작성한 후 면담조사전에
면담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발송하여 내실있는 면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면담조사는 해외취업 기업, 학교, 경력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로드맵, 세부 실
행과제 도출관점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이후 면담조사 결과와 전문가
협의회 개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했다.
<표 1-3> 면담 대상자(해외)
구분

개인

연번

취업국가

성명

소속

취업직종

거주 국가

비고

1

폴란드

최○○

해외취업자

IT

폴란드

완료

2

폴란드

권○○

해외취업자

구매관리

폴란드

완료

3

싱가포르

곽○○

해외취업자

시장조사

한국

완료

4

독일

박○○

해외취업자

경영사무

독일

완료

5

헝가리

권○○

해외취업자

경영사무

헝가리

완료

6

미국

한○○

해외취업자

IT

캐나다
토론토

완료

7

싱가포르

이○○

해외취업자

금융사무

싱가포르

완료

8

독일

김○○

해외취업자

IT

독일(프랑
크푸르트)

완료

9

네덜란드

김○○

해외취업자

은행사무

독일(뒤셀
도르프)

완료

10

싱가포르

조○○

해외취업자

무역사무

싱가포르

완료

11

미국

이○○

해외취업자

웹디자이너

미국(동부)

완료

12

미국

변○○

해외취업자

자재관리
사무

미국

완료

13

일본

성○○

해외취업자

IT

일본

완료

14

미국

김○○

해외취업자

웹디자이너

미국

완료

조○○

동*대

해외취업부

최○○

이사

동*대 에이전트

류○○

글**터치

영*전문대 에이전트

김○○

교수

소프트웨어협회

전○○

교수

인*대학교 물류학

15
16
17
18

에이전트 및
협회

19
기업

3

영국

장○○

NH 투자증권

완료

4

영국

UCL
Erasmus+

대학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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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UCL
Turing
Scheme

대학

완료

6

미국

LA
법인장

KEB 하나

완료

7

미국

이○○

이민변호사

완료

8

미국

샌프란시
스코
스타트업
CEO

스타트업 CEO

완료

9

싱가포르

고○○
부장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

완료

10

싱가포르

황○○
과장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

완료

4)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협의회는 연구의 추진방향 설정, 내용 상세화 및 연구진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
토 및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총 3회 실시했다. 첫째, 해외취업 경력 정의, 국내․외 경력개발
관리 사례 등 선행연구 내용 자문, 현지 조사 문항 개발 등 연구 초기 단계 추진 계획 관련
자문을 받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수합된 국내․외 면담 사례 및 월드잡 플러스 경력개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외취업 경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셋째, 최종보고회 이전에 외부 전문가 검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객관적 시각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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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전문가협의회 실시 및 참여 현황
일시

장소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참여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관계자

비대면 화상회의

현지조사원 4인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관계자, 고용노동부 관계자

2022.02.07. (월)

비대면 화상회의

현지조사원 4인

2022.02.08. (화)

비대면 회의

안○○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2022.02.10. (목)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02.18. (금)

한독상공회의소 (서울)

2022.02.18. (금)

서울역 회의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관계자
수잔○○○○ 부대표, 김○○
매니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관계자, 자문위원 3인

2022.01.06. (목)
2022.01.12. (수)
2022.01.13. (목)
2022.01.18. (화)

2022.02.23. (수)
2022.02.25. (금)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컨소시엄지원센터

비고

정○○ 과장, 신○○ 과장

참여

황○○ 과장, 이○○ 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문위원 5인

참여

2022.03.08. (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2022.03.23. (수)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 과장, 김○○ 대리

2022.03.29. (화)

서면 설문(비대면)

2022.04.04. (월)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2022.04.05. (화)

한국호텔업협회

2022.04.06. (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부 관계자 17명

서면설문

2022.04.06. (수)

서면 설문(비대면)

해외취업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
21명

서면설문

2022.04.08. (금)

전문가 심의회 개최

조○○ 이사장(국제고용개발원),
안○○(한국고용정보원),
조○○(C○○ 컨설팅)

서면심의회

2022.04.15. (금)

서울
해외취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관계자, 고용노동부 관계자

최○○, 최○○ ,김○○
(글로벌리크루트사 관계자)
한○○ 이사, 이○○ 부회장, 김○○
부회장
박○○ 학장, 박○○ 교수, 이○○
교수

서면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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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비대면 연구 추진 전략
전문가협의회 개최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면담 및 서면질의 방식
으로 면담 및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체
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5] 연구 절차별 연구내용 및 방법
연 구 절 차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해외취업 경력개발
및 관리 중요성

▪주요국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지원현황 등 분석
▪학계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문헌연구

해외취업자
경력개발 모델 및
현황

▪국내․외 기업 인사담당자, 헤드헌팅, 대학
경력개발센터, 중개기관 전문가 면담
▪월드잡 해외취업자 경력 현황 분석
▪한국 청년 대상 해외취업 경력개발 모델 및
현황분석

▪전문가협의회
▪면담조사
▪해외벤치마킹

해외취업 단계별
사후·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제안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사후경력관리 방안 도출
▪해외취업 단계별 경력관리 종합체계 개발 및
작성 지원
▪신규사업 모델 설정 및 구성 요소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협의 등

▪전문가협의회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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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외취업 경력 및 경력개발 개념

가. 해외취업 경력의 의미

이 연구에서 ‘해외취업 경력’의 의미는 협의로는 경력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만, 광의로는 일과 관련된 일체의 경험(인턴쉽, 도제), 학위, 자격 등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
에는 ‘해외취업자’의 해외취업 전후 경력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개별화되고 있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취업 이후 경력을 유지하면서, 해외 현지에서 상급학
위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일학습병행 수요가 있으며, 나아가 해외에서 취득한 경험을 국내에
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점증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실무적으로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 Service)는 “해외취업 지
원사업의 경력관리란 공단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기 희망하는 우리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후 이·전직, 국내복귀 및 재취업 등 개인의 경력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총칭”
한다고 규정했다(해외취업자 경력사후관리 매뉴얼, 2020.3.9.). 이는 사후관리(Post
Employment Service)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란 “공단을 통

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청년의 안정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하고 근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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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해외취업 경력관리와 사후관리 서비스 비교
경력관리
(Career Management Service)

취업전








이력서 첨삭
진로계획서 작성
진로적성검서
취업역량진단
커리어포트폴리오
해외취업 상담

취업후




이·전직 상담
국내복귀 상담

사후관리
(Post Employment Service)




커리어포트폴리오 최신화
(이메일 활용)
현지정착 가이드




부당사례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설문조사

자료 : 해외취업자 경력사후관리 매뉴얼(2020.3.9.:9)

나. 해외취업 경력개발 개념의 시대적 변화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청년의 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어려움(challenging labour market)과 스킬과 일경험
(working experience)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취업과

교육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경력개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ey& Cruzvergara(2014)는 대학의 Career Service의 1900년대부터 2030년까지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전망하면서 현재 대학 등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전통적 거래적 관점 경력서
비스 제공(traditional transactional model of career services)에서 맞춤형 연계 모델
(customized connection model)로의 전환되면서, 경력 카운슬링, 이력서 작성지원,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의 전통적 업무에 더하여 실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 멘토링, 학생
을 위한 진로 커뮤니티와 생애 기반의 학생과 동창생이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같은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보다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Dey& Cruzvergar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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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해외취업 경력개발 초점의 시대별 변화

해외취업 효과 관련 연구는 임금 자체보다는 역량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차원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 있다. 2015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New Vision for Education"이라
는 주제로 16개의 21세기 스킬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함으로써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EU, 2019:13).4). 실무적으로는 각국 정부에서도
해외취업 경력개발 차원에서 자국의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을 장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수
프로그램 및 정착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는 EU의 Erasmus+ 사업, 싱가포르의 “GRT” 사업, 그
리고 한국의 K-Move 사업이 있다.

4) foundational literacies(literacy; numeracy; scientific, ICT, finacial and cultural/ civic literacies),
competencies required to approach complex challenges(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rativity,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haracter qualities to effectively operate in a changing
environment(curiosity, initatives, persistence, adaptability, leadership and social/culturl awareness)로 구

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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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취업 경력 관련 주요 이슈
해외취업에서 경력개발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쟁점과
이슈로 인해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서의 교육 및 해외취업 등 일경험을 통해 확보한 스킬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하지만, 어떠한 역량이 취업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는 데 있다. 해외취업과 같은 국가 간 이동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개인적, 전문적 개발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EC, 2021:11-20). 이는 노동시장과 다가올 일자리
의 미래 특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글로벌 경쟁과 다양한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EC, 2021:11-20) 더구나, 각기 다른
국가와 직종의 다양성을 담아야 하는 어려움에 더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공통
역량에 대해 인정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업에 속하기 때문이다5).
둘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통해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체로 공공정책의 특성상 정책대상의 범위와 정책수단의 사용 선택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의 성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취업 사업의 경우에도 각국 정부가
지원 영역 및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 수단의 제공 등 운영 부문
에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각 프로세스에서 확보한 국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해외취업은 국가 간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A 국가에서 취득한 교육,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B 국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

가 발생한다. 많은 이민 노동자들이 그들이 보유한 직업자격 이하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이른바 "자격 과잉(over qualific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호스트 국가에서
이민자들의 자격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Teltemann, 2010:254). 한편, 해외취업
자의 경력개발 초기 단계와 비교하면 해외취업 단계 그리고 국내 재취업 연계 단계에서 역
량의 축적도가 높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 해외취업의 특성상 국내에서 연구
대상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당 부문에 대한 지식이 축적 정도가 크게 미흡하다
(Iriondo, 2019).
5) 이에 대한 노력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먼저, 역량 자체를 제시하기 보다는 각국에서 이미
사용되는 기존 역량을 변환하는 방법 즉, transversal skills에 대해 주목하였음(Phuong, 2019). 다음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인재양성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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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성과와의 관계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Erasmus 참여 등 경력관리가 수반된 해외취업으로 임금 프리미엄
효과가 발생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다. Erasmus+ 이수자의 월평균 임금이
7~9%(Favero & Fucci, 2017)에서 10~12%(Iriondo, 2019)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6).

한편, Erasmus+가 반드시 해외취업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 해당 임금 프리미엄이 해외취업
의 효과인가에 대해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 Liwiinski(2017)은 해외유학 후 해외에
서 일 경험이 있어야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7).
해외취업 경력개발 효과로 임금외에도 대안적인 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Rodrigues (2013) 연구에서 유럽 16개국의 데이터는 고등교육 과정 중의 학생 모빌
리티가 교육에서 취업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미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및 졸업 후 5년
동안의 시간당 소득에 대해 분석하여, 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 및 학습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도출되었다(EC, 2020:13-19에서 재인용). Crescenzi et al, (2016)은 졸업생의 지리적
모빌리티와 노동 시장에서 스킬 매칭을 살펴보고 있다. 논문은 이탈리아 Sardinia의 유럽
사회기금이 지원하는 학습 모빌리티 지원 제도의 영향성을 평가했다.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이나 나라의 졸업 이후의 학습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고 지역 내 졸업생
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EC, 2020:13-19에서 재인용).

8)

6) 이러한 결과는 그리스(Lianos et al. 2004), 스위스(Messer and Wolter 2007), 이탈리아(Cammelli et al. 2010),
폴란드(Liwiński 2019), 프랑스(Calmand et al. 2018) 등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20).
7) (Liwiinski 2017)연구에서 저자들은 폴란드의 고등 교육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국제 학생 모빌리티가 첫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그들이 분석을 위한 방법론과 접근법을 설계한 방법이 흥미로운 점이다. 연구진은 유학
생의 모빌리티 선택으로 인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능력과 기술, 학문의 특성, 국제적 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포함시켰다. 연구진은 헤크먼 수정(Heckman correction)을 사용하여 고용 편견(employment bias)
의 선택 가능성(possible selection)을 다루었으며, 유학 후 해외에서 일 경험이 있어야만 임금 프리미엄이 붙는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EC, 2020:13-19).
8) Osterbeeck와 Webink (2006)는 해외에서 1년을 공부하는 것이 다음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네덜란
드 대학생의 급여 전망에 3~10%의 영향을 미치지만, 측정 변수를 고려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Messer와 Wolter (2007)에서도 교환 프로그램의 스위스 대학생들의 첫 직업 봉급에
대한 영향을 보았을 때, 선택 편향이 맞게 수정되지 않은 경우, 유동성이 초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
났다. 하지만 해당 모델이 측정 변수로 추정되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사라진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해외 유학 유동
성은 급여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지막으로, Rodrigues (2013)는 졸업 5년 후에
이동형 학생이 부이동 학생보다 3%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 분야와 국가에 따라 눈에 띄
는 차이가 존재했다(이상 Iriondo, 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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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smus+의 Higher Education Impact Study 2019에 의하면, 학생도 해외경험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Gardel, 2021). Erasmus+ 프로그램 이수자
의 90%는 현재 직장에서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스킬과 경험을 활용한다고 응답
했으며, 이 프로그램 이수자의 75%는 해외에서의 경험이 첫 번째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9). 특히 이 프로그램 이수자의 80%는 졸업 후
3달 안에 첫 번째 직장을 구했는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조

금 더 높게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9).
해외취업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인력양성 관련 역량 정의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는 글로벌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주요한 효과를 정리하면, 전공
직무능력 외국어구사능력, 직장내 협업，학교>노동시장 연계，잠재적 미래 경력개발，현
지취업가능성， 타국문화에 대한 이해, 세계시민 의식과 가치관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김민규 외, 2015). 해외취업률 등 양적 지표 외에 외국어 능력 향상，업무능력 향상관점에

서 필요한 취업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김민규 외, 2015).

제2장 해외취업 경력개발 선행연구 25

<표 2-2> 글로벌 인력 양성 사업 참여로 인한 역량 효과 종합 정리표
구분

효과

내용

해당하는 연구

Malerich, Feldman &
전공직무 능력 기술숙련, 새로운 기술의 습득 Bolino, Feldman and
Bolino
직무 역량
향상

외국어 구사
능력

현지 어학능력 향상

국회예산처; 이황원; 권경
득; Y, Choi and Y. Kim

직장 내 협업
능력

Emstrong & Johns,
의사소통 역량, 고객지향, 문제 Vance et al., Vance and
해결, 다문화 이해 역량
Paik, Rhinesmith, Davis
& Mello

미래직장 업무 경혐, 업무 이 Scott, Feldman and
학교→ 노동 시장
외의 사회생활 전반의 적응력, Weitz, Feldman and
연계
글로벌 업무 환경 적응
Bolino

글로벌
경력 개발

해외 문화
이해 향상

잠재적 미래
경력개발

Taylor, Feldman and
직업적 흥미와 가치 부여, 국
Bolino, van Hoof and
제적 직무 경험 확대, 개인적
Verbeeten, Vance et al.,
성장, 세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
Toncar & Cudmore

현지 취업
가능성 등

Feldman and Weitz,
Feldman and Bolino,
채용 가능성 향상, 현지 정착 Trooboff, Van de Berg,
의향 증대, 글로벌 인적 네트 & Ryman, Malerich,
워크 형성, 이력서 경력 기재 등 Birrell & Perry,
Ruhanen et al., Toncar
& Cudmore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응력,
태도(에티켓) 타인과의 상호작
Cusher & Mahon,
용 문화적 이해, 국제적 문제
Emstrong & Johns, 이황원
와 지역적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과 가치관
가치관

UNESCO, 한국청소년개발원

EU는 해외취업 등 국가간 이동에 따른 역량 향상9)에 관해 많은 연구를 선도해왔다. 이동

성 경험(mobility experience)은 문화적 상호작용, 새로운 생활방식, 글로벌 역량의 개발과
같은 또 다른 이점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학생 모빌리티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모빌리
티 관련 역량의 달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획득하고, 지적 성장을 하며, 개인 발전을
9) 이하 내용은 (2021). Erasmus Skills Guide_for_Practitioners_번역(p.11-20)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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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제 경험의 잠재력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Carlson & Widaman, 1988;
Byram, Nichols & Stevens, 2001;Marcotte, Desroches & Poupart, 2007; Killick, 2011;
or Ripmeester & Deardorff, 2019). Shaftel, Shaftel & Ahluwalia (2007)는 해외 유학 경

험이 개방성, 유연성, 문화 적응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외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외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4).
다른 연구들은 국제적인 모빌리티의 결과로 새로운 유형의 시민인 세계 시민의 출현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Killick, 2011). Jacobone & Moro (2015)에 따르면, Erasmus+ 프로
그램은 학생들을 다른 유럽 문화에 직접 드러내며, 학생들이 다문화 기술과 유럽의식을 발
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Erasmus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외국어 능력 습
득, 자기 인식 향상, 취업 및 유지 가능성 등의 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수단이다(Jacobone
& Moro, 2015). 또한, "다른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속에서 살고 공부하는 경험은 학생들

을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에 노출하며, 미래 커리어 준비에 도움이 된다"(Marcotte,
Desroches &Poupart, 2007: 656)고 한다. 한편, 유학(international study)의 영향은 프로

그램의 기간에 따라 달라졌으며, 4주간의 체류가 짧은 체류에 비해 자질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Shaftel, Shaftel & Ahluwalia, 2007 미국 대학 졸업생 기준).
해외취업 등으로 확보한 역량이 국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국제 학생 모빌리티가 개인의 발전과 고
용 가능성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모빌리티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다른 문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을 통해 특히 학생들의 국제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을 강조했다(European Commission, 2009: 4; EC, 2021:11-20에서 재인용). 특히, 모빌리
티는 언어적 다원주의를 장려하여 유럽 고등교육 지역의 다국어 전통을 뒷받침했다
(European Commission, 2009: 4; EC, 2021:11-20에서 재인용).
Erasmus Impact에 관한 보고서(Commission 2014)는 모빌리티가 학생들의 기술과 고용

가능성 및 고등 교육 기관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는 모빌리티
경험의 참여가 학생들의 장기적인 고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EC, 2020:13-19).
또 Jansonet al. (2009)는 Erasmus를 통한 모빌리티가 연구에 참여한 기계공학, 화학, 사회
학, 경영학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국제 경험 덕분에 문화 차이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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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관용, 자기주도성, 진취성 또는 서면상의 의사소통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Erasmus 학생들이 취업 또는 전문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서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기

술의 습득은 학생들의 직업적 위치 향상을 가능케 할 수 있다. Bryla(2015)는 폴란드 학생
에 대한 유학생의 모빌리티가 고용과 전문적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Erasmus
학생 중 3분의 2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Erasmus
모빌리티는 유학생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국제적인 팀에서 일할 수 있
도록 연계가 되고 있다. 또한, EC (2006) 연구는 Erasmus 학생들이 모빌리티 경험은 향상
된 국제적 역량과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10). 학생들이 "체류하
는 동안 성숙할 뿐만 아니라 문화간 인식, 적응성, 유연성, 혁신성, 생산성, 동기 부여, 인내
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팀 내에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역량도 얻을
수 있다(Bracht et al. 2006). 2016년에 발표된 Erasmus Impact Study(Commission 2016
연구는 Erasmus 프로그램에 따른 학생 모빌리티의 고용 가능성, 기술, 진로 및 사회 생활
에 미치는 영향의 지역적 동향을 분석했다(EC, 2020:13-19). 본 분석은 Erasmus가 유럽
지역과 선발국 학생들의 인성, 실력,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것이다(EC, 2020:13-19). Erasmus 지역 영향 연구는 Erasmus가 특히 남유럽과 동
유럽에서 온 학생들에게 학생 교환이 양질의 직업을 확보할 기회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
인했다(EC, 2020:13-19).

10) The Professional Value of ERASMUS Mobility. Final Report. Presented to the European Commission - DG
Education and Cultur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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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Erasmus 국가별 영향 분석
북유럽

남유럽

동유럽

중유럽

해외로 나가기
위한 동기부여
향상

자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직업 전망 넓히기

언어 및 소프트
스킬 개발 및
해외 경력 확대

자국에서의 언어
능력 향상 및
직업 전망 확대

해외 거주 및
사회적 교류

Erasmus 졸업자
중 장기 미취업자

2%

3%

1%

2%

non-mobile
졸업자 중 장기
미취업자

3%

6%

6%

3%

Erasmus
모빌리티 이전
개인 특성 레벨

69,8%

70%

69,7%

67,8%

Erasmus
모빌리티 이후
개인 특성 레벨

69,3%

70.8%

71,2%

69,3%

자료 : EC(2020:13-19) European studies reviewing Skills gained with Erasmus

일부 학자들은 국제 유학 이동성이 첫 취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Wiers-Jensen and Try 2005; Ousterbek and Webink 2011; Rodrigues 2013). 이들은 해

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국에서의 일자리를 찾는 일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및 제도
적 관계 범위에서는 불리하다고 주장한다(바이에르센과 2005년 Try). 디 피에트로(2015)에
서는 해외에서 공부한 이탈리아 졸업생들은 학업을 마친 지 3년 만에 취업을 할 확률이
22.9%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이 일반적인 패턴에 대한 예외를 제공했다(이상
Iriondo, 2020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학습, 일,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취업 기술과 연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
종합하면, 다소 간의 쟁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취업 경력관리는 글로벌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선진국에서는 각국의 교육훈
련체계 및 노동시장 특성, 청년의 해외진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외취업 경력관리 제도
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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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주요 연구 성과와 과제
1. 국내 해외취업 경력개발 주요 연구결과

해외취업 관련 선행연구 중 이 연구의 관심 분야인 해외취업의 단계별 접근, 즉 해외취업
준비, 실행 그리고 이후 단계로 나누어 경력개발 관련 연구결과 및 분석, 정책 제안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가. 해외취업 성과지표 개발 및 품질관리 방안(이진구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성과지표로 경력개발을 공통지표로 포함했으며, 해외취업 준비
기간 이후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질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이
진구 외, 2018). 특히, “해외취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취업의
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연수 → 알선(매칭) → 취업 → [(현지적응)
→ 취업유지] →경력전환(이전직, 귀국 등)의 해외취업 프로세스 전 주기를 포함하는 질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진구 외, 2018; 요약문)

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조직 활용방안 연구(권경득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취업 정보수집, 취업상담, 취업 알선 및
연수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 해당하는 정착지원 및 생활상담, 사후관리 측면에
서 해외취업을 수행하는 해외조직의 경력개발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 10개국 모두 사후관리 체계가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권경득 외,
2021:585). 특히 현지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이 없으며,

부당사례 신고에서도 접근성 측면이나 신고 체계 및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권경득 외, 202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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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신범석 외, 2019)
이 연구에서는 현지정착, 경력관리 등 해외취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
고, 사업수혜대상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찾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
결할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신범석 외, 2019). 해외취업 이전 단계에서는 해
외취업 사후관리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해외취업 정보제공 시 수요자중심 서비스 강화 필
요, 해외취업 전/취업확정 후 출국 전 사전교육 보완 필요,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및
민간 해외취업알선 사후관리 효과 제고를 제안했다(신범석 외, 2019). 해외취업 실시 단계
에서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이용 개선 필요, 현지정착 가이드 효용성 제고 필요, 해외
취업자 커뮤니티 및 멘토링 지원 활성화 필요, 해외취업 중 이직/재취업 지원 필요를 제안
했다(신범석 외, 2019). 그리고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는 국내복귀 후 재취업 지원 필요,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복귀자 심화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신범석 외,
2019).

라. 해외취업지원 미래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김기용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미래전략으로 “‘청년층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로 두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해외취업 이전 단계에서는 ①
Top-Down 방식의 사업참여자 선정 방법 활용, ② 글로벌 역량진단 및 지원 강화를 추진과

제로 도출했으며,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는 ①해외취업국가 정착지원금지원 체계화, ② 해
외취업처 관리 및 부적절기업 제재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안했으며,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
서는 ① 해외취업 사후관리지표 및 통계정보 관리, ② 해외취업 귀국자 취업세미나 및 우수
인재 유치/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과제로 도출했다.

마. 해외취업지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전용일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센터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했으며,
해외취업센터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취업 전 경력관리 및 경력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생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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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여(전용일, 2020: 요약문), 해외취업 이전 단계
는 물론 해외취업 실시 및 이후 단계까지 경력관리 범위를 넓힐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해외
시장경험이 풍부한 인재의 INBOUND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
할 필요가 있음(전용일, 2020: 요약문)”을 제안했다.

바. 해외취업 20년간 사업수행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연구(전용일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20년간 사업수행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전략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해외취업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취업 준비 단계(경력탐색기)에는 월드잡플
러스 플랫폼 기능 강화, 비접촉식 취업지원 및 교육방식 강화, K-Move스쿨의 단기 프로그
램을 장기 프로그램으로 전환 및 고급 프로그램 운영, 대학일자리센터와 청해진 대학 연계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했으며, 해외취업 실시 단계(경력심화기)에는 K-Move스쿨 내
경력자 입사형 적합 프로그램 개발운영, 현지 이직 및 국내복귀 재취업알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그리고 해외취업 이후 단계(경력활용기)에는 경력인증제 도입, 현지정착 지원 강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전용일 외, 2020; 요약문).

사.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데이터 분석 및 정보전략계획 제안 연구(이영애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취업국가별, 직종별, 연령별, 임금별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효과성 파악
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개선방안
도출(고품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안 마련)하는 데 있었다. 해외취업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로 수집된 빅데이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책개선이
나 개발을 할 것을 제안했다. 즉,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서 해외취업자들이 신청 이전부터
취업 후에도 지원 사업팀이 필요사항이나 문제점을 감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
들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해외취업 실시 및 이후 단계에서 해외취업자에 대한 사후 평가와
경력관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개선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영애 외, 2021; 124).

32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아. 해외취업 정책연구 포럼(이문수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취업환경의 고려, 수
요자 요구의 적극적 반영, 글로벌 인재 양성목표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포럼으로 개최되었다.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다수의 발표자가 각 주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아이디어 수준에서 다양한 경력개발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해외취업” 주제로 한 포럼에서 문현태(2021)는 ①온라인 해외
취업 경력자 취업센터를 구축할 것과, ②공단 6개 지역본부에 오프라인 해외취업 경력자
취업센터 구축, ③재취업 우수사례 창출을 통해 사업 확산, ④해외취업자의 해외직무역량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차원의 경력(NCS 능력단위)로 인정, ⑤선행학습 인정(RPL)을 통한 제도
연계 등을 주장했다. 엄기용(2021)은 ①귀국자 재취업지원센터 신설, ②해외경력 인정제도
와 같은 “해외취업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인 “고객지향적인 해외취업 체계 구축” 포럼에서는 정영철(2021)은 ①사후
관리 시스템 발전방안으로 전직 관련 정보 지원, ②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의 적시 지급, ③현
지 해외취업자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문수(2021)는 ①타 부처의 해외 인턴지
원 등은 별도의 사후관리 센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후관리 총
괄 관리 검토, ②부처별 협력을 위한 별도의 콘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인 “해외취업 지원사업 미래 발전 방안”을 다룬 포럼에서는 신범석(2021)은
①글로벌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모델 개발, ②해외취업 준비 단계(인턴쉽, 취업연
수), 실행 단계(사후관리, 글로벌 경력관리 지원, 경력증명), 이후 단계(국가 필요 분야 취업
지원, 글로벌 경력형성 지원), ③글로벌 현지 네트워크 형성, ④사후 모니터링 강화, ⑤글로
벌 인재육성 통합시스템 구축(해외 직무경력이나 일경험을 DB 형태로 인정하는 시스템 지
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영민(2021)은 ①상담, 연수,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분절적 서
비스를 패키지형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할 것, ②국가별, 업종별 경력경로 모델 구축 및
특화 프로그램 구축, ③청해진 대학 사업의 해외취업 학과 개편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윤
동열(2021)은 ①다년계약 연수과정 운영으로 민간훈련기관 질 개선 및 대학 참여 확대, ②
일경험 제공을 위한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③해외취업 유관기관 연계 통합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④주요국 대상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강화 및 귀국자 대상 국내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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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방안 마련, ⑤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제안했다. 조정윤(2021)은 ①수요 기반의
해외취업과 인턴쉽 등 촉진, ②해외 일경험의 평가인정 추진하여 해외취업이나 인턴십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안정근(2021)은 ①졸업생을 포함한 장기 지원 계획을 확대할 것과,
②전공자 중심의 사업 운영, ③신직종/직무에 대한 도전적 지원, ④해외자격 취득 기반 지
원을 제안했다. 곽영민(2021)은 ①국내 전문자격 상호 인정, ②취업비자 발급의 용이성 제
고, ③국내 일자리 부족을 고려한 해외취업 정책 수립, ④해외경력 인증, ⑤홍보 강화의 필
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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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해외취업과 경력관리간의 연
계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해외취업 경
력관리”라는 독자 주제로 수행한 초기의 연구이자, 그간 실무에서 추진해 온 해외취업 경력
관리 관련 시도와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대상으
로 단독 연구한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해외취업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해외취업 정책 연구의 제언의 한 부분 정도 또는 해외취업의 사후관리 업
무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취업 경력개발은 아직 독자적인 주제로 자리를 잡
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해외취업 경력개발 과정에서 해외취업 준비 단계보다 해외취업 실시 및 이후(국내
재정착 포함) 단계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짐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향성이 적합한가
에 대해 분석하며, 해외취업 실시 및 이후 단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이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된 대안과 함께
종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논의 대부분이 근거(evidence)에 기반을 둔 분석에 의한
결과가 아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 면담 및 사례 분석을
토대로 분석한 일부 연구 결과도 해외취업 경력개발 현황과 제안된 정책수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제안된 정책 방안의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넷째,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외
사례를 2차 문헌을 통해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며, 이마저도 실무 관계자 면담 등 크로스체
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국가 또는 기관의 맥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 크다.
다섯째, 해외취업 경력개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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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환경, 의지, 수요, 역량은 물론 해외취업자와 기업의 수요, 전문가 집단의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수반된 이후에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여섯째, 해외취업 정책 연구 방안 과제 간에 대체로 상호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보다는 각기 다른 주제이지만 영역 간 중첩이 빈번하고 제기된 정책 대안 또한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해외취업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또는 각 사업의 분절성에 따른 결과일 수
있고, 연구 과제 수행 이후 연구자에게 사업의 운영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
나, 혹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간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찾
아볼 수 있다.
끝으로, 정책 연구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실무의 도전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즉, 연구와 사업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데이터를 해외취업사업 개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방법과 결과를 제시하거나,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향후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협업할 가능성이 큰 국내 외 운영기관 담당자를 만나 사업 소개하고 협력 가능
성 확인하고, 사업 담당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대안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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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해외취업 경력개발 및 관리

제1절 국내 경력개발

1. 배경

가. 추진배경
한국 정부에 의한 해외취업은 1960년대 독일 광부와 간호사 파견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나, 경력개발과 연계한 해외취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실업난 해소와 전문
직 해외취업 활성화 목표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1998년 이후부
터라고 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04년 재정되었으며, 동법 제12조에 글로벌인
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
한 인재양성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사업은 2015년부
터 2021년까지 해외취업 연수기준 총 17,431명 중 9,548명(약 55%)가 해외취업에 성공했
다(권경득 외, 2021:30).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노무현 정부(해외취업 촉진대책, 2006.3.22), 이명박 정부(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2008.4.29), 박근혜 정부(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2014.11.21)를 통해
청년 고용 지원 부문의 주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질 높은 해외 일자리로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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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기업 취업경력을 활용해 국내취업 지원하는 모델을 마련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전용일, 2020:2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조직 현원은 2020년 기준 6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해외취업 뿐만 아니라 해외봉사, 인턴사업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직자 등록 및 관리, 해외취업정보 제공,
해외취업 알선을 담당하고, K-Move스쿨(운영기관은 대학, 전문직업훈련기관, 민간 국외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이 전문연수와 해외취업 알선을 담당해왔다. 또 국외에서는 K-Move
센터(KOTRA 등)가 중심이 되어 구인처 발굴,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나. 해외취업 경력관리 운영상의 특징
한국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형태의
간접 관리 방식을 선호해왔다. 예컨대, 해외취업의 대표사업인 K-Move 스쿨 사업은 주로
직업훈련기관 및 대학과 같은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연수기관이 외국어 및 직무 교육
훈련 제공은 물론 해외취업 알선과 경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K-Move스쿨 2개
코스(단기, 장기)와 트랙Ⅱ의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단기코스
(200~400시간)는 1인당 580만원, 장기코스(600시간)는 1인당 800만원, 트랙Ⅱ(1,000시간

이상)는 1인당 1,350만원을 지원했다.
최근 추세는 위탁기관을 통한 간접 관리 방식 중심에서 해외취업자 대상 직접 지원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제도, K-Move 센터, 해외취업아카
데미 및 역량강화 동영상 제공 등을 통해 일반 해외취업자 대상으로 경력관리 지원프로그
램이 신설되었다. 해외취업 활성화 및 취업 후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자에게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요건은 34세 이하이고 취업일 기준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인 가구원으로 월드잡 사이트 내 사전구직
등록자가 해외취업을 하게 되면, 2022년 기준 선진국 취업자에게는 1인당 400만원, 신흥국
취업자와 취업 애로 청년층에게는 1인당 600만원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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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취업 경력관리 단계별 절차 및 효과
한국 정부의 해외취업 경력관리 초기 단계의 서비스는 주로 월드잡플러스라는 해외취
업 포털을 통해 제공되며, 구직자 등록 및 관리, 진단설계 및 상담, 정보제공, 어학 및 직무
교육, 사후관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Move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나, 해외취업
연수사업 위탁기관에서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은 월드잡플러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전공과
경력개발 수요와 관련 있는 해외취업 알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훈련기관, 및 기업에 등록할 수 있다. 해외취업 월드잡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역량진단, 상담, 직무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취업 연수사업
에 등록한 경우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최소 200시간에서 최대 1,000시간의 어학 및 직무연
수를 받고 해외취업 알선을 받게 된다. 이후 청년의 취업형태, 부모의 소득분위,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
담당자에 의해 이․전직 상담 또는 국내복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 이전부터 해외취업 직후까지의 경력 관리가 집중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국내 다양한 인적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되
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단년도
기반 연수기관 선정, 해외취업자 실적 기반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의 특성상 개별 연수기관
의 장기성과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다만, 이러한 단년도 연수 기관 선정방식
은 신규진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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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해외취업 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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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개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해외취업 이전
▢ 외국어 이력서 첨삭
월드잡 플러스 회원의 취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언어별 전문 첨삭 컨설턴트가
무료로 회원이 작성한 이력서를 영문(최대 2,500자), 일문(1,100자)으로 번역 및 첨삭해주
는 서비스11)로 작성된 영문 이력서 내용 중 학력, 경력, 수상이력, 자기소개서 등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 제공하도록 했다. 영문 이력서의 경우 2022년 2월 22일 시점까지
총 804건의 이력서 첨삭 컨설팅이 신청되었으며, 11건의 첨삭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793
건의 이력서 첨삭 컨설팅이 완료되었으며, 일문 이력서의 경우 2022년 2월 22일 시점까지
총 481건의 이력서 첨삭 컨설팅이 신청되었으며, 2건의 이력서 첨삭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479건의 이력서 첨삭 컨설팅이 완료되었다.

[그림 3-1] 월드잡플러스 이력서 가이드 화면

11) 영문, 일문 이력서 모두 첨삭 경력 평균 경력 10년 이상인 4인의 외국인 컨설턴트 통해 진행되며, 파트너 협약

을 맺은 ㈜워드바이스(에세이리뷰)에 의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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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등 정보제공(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등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월드잡플러스의 해외
일자치 찾기 탭을 통해 해외취업, 해외연수,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해외취업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직종, 연봉, 경력, 고용형태, 학력, 외국어 능력, 기타조
건 등 세부 항목 선택을 통해 개인 맞춤형 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3-2] 월드잡플러스 상의 해외취업 등 정보제공 현황

월드잡플러스 이용현황은 2014년 이래 2018년 회원자수가 5백만 명을 넘어서며, 일일
접속자 수가 8천명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 월드잡플러스 포털 사이트 이용현황
(단위: 명, %)
구분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구인인원

9,993

14,858

15,017

구직인원

23,614

27,314

21,915

이용자
(일평균방문
자수)

9,059

13,965

9,446

‘21년 실적

‘22년 실적
실적
전년동기대비
‘21.3월 목표
(달성률)
(증감률)
4,243
증1,535
11,037 2,708 15,000
(28.3)
(56.7)
6,370
감56
20,150 6,426 25,000
(25.5)
(-0.9)
19,728 16,264 8,000

18,753
(234.4)

증2,489
(15.3)

*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22. 3월말 기준 월드잡플러스 회원 수는 4,912,095명(개인, 기업회원
누적), 방문 수는 581,356명, 모바일앱 누적 다운로드 수 102,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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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수는 ‘22.1월 기준 인원임, **모바일 앱은 ’17.9.19부터 누적 다운로드 수임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월드잡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은 어학과정과 직무과정 모두 제공하고 있다. 먼
저, 어학과정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 전문기업 해커스와 제휴하여 영어12),
일본어13), 중국어14) 및 기타 언어과정15) 총 303건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2022
년 2월 22일 기준). 각 컨텐츠는 입문과정과 향상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강의 차수는
과목별 상이하나, 최대 52주의 학습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한편, 직무 강의 역시 입문과
정과 향상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 11건, 창의적 사고 31건, 리더
십 7건, 사회윤리 13건, 지식정보활용 37건으로 총 5가지 분야의 99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진로적성검사
진로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문항에 응답하여 음악지능, 언어지능 등 8개 영역별
지능을 검사하여 적합한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응답 문항을 바탕으로 8가지 지능영역
별 점수가 표출되며, 회원이 취득한 가장 높은 지능에 따라 추천직업 및 NCS직업군 확인
가능, 또한 영역별 평균점수와 본인 취득 점수를 비교할 수 있다. 해외취업센터 담당자에
의해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이 진로적성검사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완료하
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취업역량진단
NCS기반 요구 역량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수준 진단, 공통역량 6개16)와 핵심역

량 7개17)로 분류하여 역량진단문항 제공한다. 공통 및 핵심역량별 그룹평균과 본인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강점역량과 약점역량 제공, 공통 및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추천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취업센터 담당자에 의해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이 NCS적성검사를
12) (영어) 토익 32건, 토스/오픽 18건, 토플/IELTS 24건, 회화 34건, 독해/작문 14건, TEPS 21건으로 총 6개 항목의
143개 컨텐츠를 제공
13) (일본어) JPT&JLPT 14건, 일본어 회화 22건으로 총 2개 항목의 36개 컨텐츠 제공
14) (중국어) HSK&TSC 29건, 중국어 회화 21건으로 총 2개 항목의 50개 컨텐츠 제공
15) (기타) 아시아(인도네시아어, 베트남, 태국어) 18건, 유럽(독일,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49건,
중동(아랍어) 7건 컨텐츠 제공
16) 공통역량(6개) : 의사소통, 글로벌역량, 창의적사고, 지식정보활용, 리더십,사회윤리
17) 핵심역량(7개)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서비스,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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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완료하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상담 및 상담일지 관리
고객이 실시한 진로적성, 취업역량진단(NCS역량진단) 결과와 이력서, 경력 및 자격 기재
사항 등을 바탕으로 수준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
한 경우 공공·민간알선을 통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②즉시 취업이 어려운 고객은 연수부
에 인계하여 적합한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③ 또는 해외취업역량 향상을 위하
여 해외취업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독려한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고
객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구직 준비가 잘되어 있는 자는 유효구직자 인력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 정기안부 CRM
해외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월드잡플러스 회원의 구직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제공하고 있다. 월드잡플러스 활동내
역, 설명회 등 행사 참여, 해외취업 아카데미 참여 이력 등을 토대로 회원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표 3-3> 월드잡 플러스 회원 구직단계 구분
T단계(휴먼)

월드잡플러스 2년 이상 미접속 회원
고용부 One ID 회원

1단계(관심)

1년 이상 2년 미만 1회 이상 로그인한 구직자
고용부 One ID 가입자면서 월드잡플러스에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1
회 이상 로그인한 자

2단계(입문)

신구가입회원이면서 1년이내 2회 이상 로그인한 회원
신규가입자가 아닌 경우 1년 이내 1회 이상 로그인한 회원
설명회(정보제공) 행사 참석자

3단계(관리)

최근 1년 이내 이력서를 완전히 작성/수정 후 공개한 구직자
구인공고를 지원한 자
해외인턴 지원자
아카데미 수강자 또는 1:1 방문상담 신청자

4단계(적격)

채용박람회(화상면접 포함) 참여자
연수 참여 및 수료자
자기주도적 연수 가능 구직자

5단계(경력)

해외취업자, 귀국 후 재취업 희망자
경력관리 시스템에 해외 경력을 입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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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봉사 경력 입력자

▢ 해외취업 아카데미

만 34세 이하의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유역량 수준에 따라 어학,
이력서 작성, 인터뷰 요령 등 해외취업 관련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주로
승무원 양성, 사무직 양성 등 특별반, 일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업체 선정 및 과정 개설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나. 해외취업 실시 및 국내재정착 단계
▢ 출국 후 관리
첫째, 해외취업자 DB 구축하도록 했다. 구직자가 취업을 하거나 연수생이 과정수료, 취
업연계 등을완료하여 근로 정보가 갱신되는 경우 현지연락처, 직장 정보, 급여 수준 등 입
력하여 최신화 관리하도록 했다
둘째, 해외취업자 경력입력 최신화를 하고 있다. 해외취업자가 취업 후 본인의 최신 취업
정보, 경력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 월 1회 PCRM 등을 활용하여 취업자 대상
경력입력 홍보안내메일 발송하도록 했다.
셋째, 해외취업자 통계자료 활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외부에서 해외취업자 관
련 각종 통계자료 요구에 대응- 직장명, 소재지, 취업직종, 급여 비자 등 취업정보 통계계속근로 여부, 귀국여부, 사후관리 협조도 등 사후관리 통계가 포함된다.
넷째, 해외경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하여 해외취업자의 최신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
이 희망하는 경우 해외경험자 우대하는 구인처 정보 제공 등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 해외취업지원정착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금(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다. 취업인정기준으로
연봉 1,6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해두
고 있다(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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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해외취업지원 정착금 구분 및 지원방식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신흥국 분류국가

최대 600만원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200만원 지급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최대 400만원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100만원 지급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2022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 워크넷 활용 국내복귀 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자가 해외기업에서의 근무경험을 활용하여 국내에 적
합한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해외경험을 우대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등 해외취업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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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 경력개발
1. EU 사례

가. 배경
EU 정부는 “Erasmus Work Placements" 을 통해 자국민의 해외 학업과 일 경험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때,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 등을 선정하여 해외취업 경험을 제공하게 한다
는 점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School)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한편, EU 정부는
“Erasmus Work Placements" 는 해외취업 성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역량(employability 등) 향상을 포괄하여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Erasmus Work Placements"는 유럽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Work
placement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지속된다(HND 또는 파운데이션 학위와 같은

짧은 주기의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최소 2개월 가능). 이때, Work placement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인증된 곳이어야 하며, 대상 기관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적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경제 분야에서 운영
될 수 있다. 예컨대, 영국 HEI(고등교육기관)의 대다수는 Erasmus 대학 인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높은 비율로 Erasmus work placement에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인가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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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smus Work Placements 운영 방식
- Erasmus work placements는 유럽 위원회의 지원을 받음.
- Work placement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어야 함 (HND 또는 파운데이션
학위와 같은 짧은 주기의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최소 2개월 가능).
- Work placement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인증된 곳이어야 자격에 기여할 수 있음.
- 대상 기관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적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경제 분야에서 운영될 수 있음.
- 학생들은 장기 Erasmus 대학 인가서가 있는 HEI(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 Erasmus 대학 헌장은 유럽 위원회가 성공적인 지원서를 제출한 고등 교육 기관에 수여함.
- 영국 HEI(고등교육기관)의 대다수는 Erasmus 대학 인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높은 비율로 Erasmus work placement에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인가서를 보유하고
있음.
자료 : British Council 홈페이지(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erasmus_work_placement
_guide_2013.pdf, 2021. 12.4 인출)

나. 도입과 발전 과정18)
1987년부터 Erasmus+는 EU의 주력 프로그램 중 하나고, 결국에는 2018년 1000만 명의

참가자가 생활 속에서 변화하는 학습 체험을 지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Erasmus+는
도입된 지 33년이 되었어도 탄력성을 지니고 있었다. 2020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말에
1,170만 명의 참가자가 모였으나 프로그램의 이동성 부분은 Covid-19에 의해 심각한 영향

을 받아 2019년에 시작된 물리적 이동 기간이 95만에서 2020년에 35만으로 감소하였다.
프로그램의 유연성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자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18)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2021). Erasmus+
annual report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66/049341 내용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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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1987년 ~ 2020년: 33년간의 유럽 모빌리티 현황

Erasmus+는 국가 참여 측면에서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이며, 각 프로그램 국가는 2014년

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67개국에 참가자를 보냈고 85개국에서 참가자를 수용하고 있다.
[그림 3-4] Erasmus 프로그램 국가별 현황(20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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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및 Erasmus 사업을 통해 해외 직업교육 기회를 확
대해왔다(홍종열， 2010; 최상덕， 2013에서 재인용). EU 등 해외취업 등 단계별 지원 시
스템은 해외취업 준비, 정착, 귀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제공되
어 있으며, 나아가 국가 간 학위 뿐만 아니라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선행학습경험
인증 등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최근, EU의 Erasmus+(’21~’27)의 중점 지원 방향은 학력 격차, 지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친환경 시대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참가자의 디지털·친환경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U

EU Erasmus+(21~27) 중점지원방향(디지털&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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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력개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해외취업 이전
유럽 Erasmus+ 사업을 통해 해외취업 이전에도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첫째, 국제 직업 시장 세미나(Seminars on the international job market)를
통해 유럽 기업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국제적인 산업적 맥락과 그러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세미나이며, 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Torre et al, 2021:30),
둘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내셔널 데이/위크(International week/day)을 통해 일
년에 한 번 워크샵 및 회의를 파트너(해외 대학)와 함께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동
옵션에 대해 알려준다(Torre et al, 2021:30), 학생들은 그들이 언제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입국하거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
들로부터 정보와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Torre et al, 2021:30),
[그림 3-5] Erasmus 교사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사례

자료 : https://www.facebook.com/ELATeacherTrainings, 2022.3.1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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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동 전 언어 과정(Pre-mobility language courses)을 통해 이동을 시작하는
Erasmus 학생들을 위한 특별 언어 과정을 제공한다(Torre et al, 2021:30). 대부분 학문적

인 언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든 과정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을
따르도록 했다(Torre et al, 2021:30), Erasmus 참가자는 해외로 나가기 전에 외국어 능력
평가를 받는데, 출발 전에 이 평가를 받는 것은 해외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권장 수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Erasmus+ 홈페이지)
넷째, 이동 전 설명회(Informative meetings prior to mobility)는 학생들이 이동하기 전
에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기 위한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이다. 학생들은
해당국/대학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받을 수 있다(Torre et al, 2021:30), 또한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과 돌아오는 학생들 사이에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과 조언을 교
환할 기회를 제공한다(Torre et al, 2021:30).
다섯째, 이동 관련 지식, 스킬 및 태도에 대한 워크샵/강좌/도구(Workshops/courses/tools
on mobility-related KSAs)를 운영하고 있다(Torre et al, 2021:30), 이동 관련 역량(지식,

스킬, 태도)에 대한 교육 세션, 워크샵 또는 과정임. 대면 혹은 온라인 과정이며, 항상 나가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교육훈련 과정은 이동 경험 동안 필요한
광범위한 역량 지식, 스킬 및 태도를 포괄한다(Torre et al, 2021:30), 예를 들어, 여행 안전
및 건강 문제, 문화 간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문화 충격, 대상 문화에 대한 정보, 학습 가능
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는 문화 간 역량, 글로벌 역량 등 구직 관련 활동에
많은 초점을 맞췄거나 이를 단독으로 다룬다(Torre et al, 2021:30),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편견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팁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공유함. 과정 별
학습 기간은 3시간에서 3 ECTS(60-75시간)로 다양하다(Torre et al, 2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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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디지털 기회 연수생 자격에 참가한 수많은 학생

디지털 기회 연수생 이니셔티브는 2018년에 Horizon 2020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시작
되었고 Erasmus+를 통해서 시행됨.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학습 분야의 디지털 기술 및
학생이 미래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앱의 발전,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개발 및 로봇 훈련 인공지능 어플리케이
션들과도 같은 기술들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학습 지원에 가시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함.
2020년 말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1,900명의 학생과 최근 졸업자까지 Erasmus+ 해
외 연수생으로서 전향 디지털 기술을 얻음. 이 확실한 성공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프로그
램에서의 디지털 스킬을 더 발전 시킬 많은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
함. 그리고 Erasmus+ 프로그램이 다양한 자금원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목포 스킬을 향상
시키는 메카니즘으로서 사용되는 큰 가능성임을 증명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2021:38). Erasmus+ annual report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66/049341

<표 3-5> 유럽 Erasmus+ 해외취업 준비단계 경력개발 지원 내용
단계

프로그램 명
Seminars on the

내용

international job

유럽 기업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국제적인 산업적 맥락과 그러한 환경에

market

서 운영되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세미나임. 이동 프로그램

(국제 직업 시장

에 참여할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세미나)
International
week/day to
promote mobility
준비

(이동을 촉진하기

단계

위한 인터내셔널

지원

데이/위크)
Pre-mobility
language courses
(이동 전 언어 과정)
Informative

일년에 한 번(일반적으로 가을 학기 중) 워크샵 및 회의를 파트너(해외
대학)와 함께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동 옵션에 대해 알림.
학생들은 그들이 언제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프
로그램 참가를 위해 입국하거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들로
부터 정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음.
이동을 시작하는 Erasmus 학생들을 위한 특별 언어 과정임. 대부분의
경우 학문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도 초점이 맞
춰져 있음. 모든 과정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을 따름.
학생들이 이동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기 위한

meetings prior to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임. 학생들은 해당국/대학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mobility

기본 정보를 제공 받음(일부 경우에는 문화 간 역량과 관련된 내용도

(이동 전 설명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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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학생들과 돌아오는 학생들 사이에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과
조언을 교환할 수 있음.
이동 관련 역량(지식, 스킬, 태도)에 대한 교육 세션, 워크샵 또는 과정
임. 대면 혹은 온라인 과정이며, 항상 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는 않음.
Workshops/course

대부분의 교육훈련 과정은 이동 경험 동안 필요한 광범위한 역량 지식,

s/tools on

스킬 및 태도를 포괄함. 예를 들어, 여행 안전 및 건강 문제, 문화 간

mobility-related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문화 충격, 대상 문화에 대한 정보, 학습 가능성

KSAs

등이 이에 해당함. 하지만 일부는 문화 간 역량, 글로벌 역량 등 구직

(이동 관련 지식,

관련 활동에 많은 초점을 갖췄거나 이를 단독으로 다룸. 학생들이 가지

스킬 및 태도에 대한

고 있을 수 있는 편견 및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다양한 팁을 제공하기

워크샵/강좌/도구)

위한 자료를 공유함. 과정 별 학습 기간은 3시간에서 3ECTS (60-75시
간)로 다양함.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는 유럽 학점 이수 시스
템으로, 1ECTS는 20-30시간으로 나라별로 차이가 있음.

자료 : Torre et al,(2021:30). Erasmus Skills Guide for Practitioner

2) 해외취업 실시
유럽 Erasmus+ 사업을 통해 해외취업 이후에도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환영회(Welcome meetings to deliver
information to students)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교환학생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 견학, 학생 대상 서비스
설명, 학사 일정 설명 등이 이루어진다(Torre et al, 2021: 30),
둘째, Accompaniment initiatives를 통해 학생들이 이동한 도시/대학/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착할 때 또는 이동 경험 중 다양한 지원 제공된다(Torre et al,
2021:30), 온라인 심리 지원, 버디 프로그램(현지 학생들이 정보나 조언을 제공), 지도교수

의 학업지도, 사회 문화 활동 및 워크샵(사진, 민속 춤, 도시/대학 투어 등) 등을 포함한다
(Torre et al, 2021:30),
Erasmus+가 시작된 후부터, 청년 노동자 이동성은 거의 29만 명의 청년 노동자들에게

핵심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였다.19). 해당 기회는 다국적 훈련 과정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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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이벤트, 스터디 방문 및 취업 섀도우잉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9,2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받아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정책과 관련된 통합과 형평성, 혁신적인
커리큘럼과 교육학적 방법, EU 시민권, EU 의식 및 민주주의와도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였
다. 청년 노동자의 이동성에 대한 수요는 2020년에도 계속 높았고 프로젝트와 참가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1500개 이상의 프로젝트, 48,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가). 참가
자들 사이에서도 96%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이 활동의 성공이 입증되었다. 또한,
2020년은 공식적인 인지도와 참여자의 고용가능성(2020년 75%)과 관련된 만족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자의 직업 전망을 개선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셋째,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를 통해 일부 이니셔티브는 이동한 학생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지식, 스킬 및 태도 개발을 추구한다(Torre et al, 2021:30), 여기
에는 ① 학생들에게 유학생 모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유학생 초청, ②캠
퍼스 내 직업/자원봉사 기회(국제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부생 대상) 등이 포함된다(Torre et
al, 2021:30),

넷째, 언어 과정(Language courses)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 과정이 제공된다(Torre
et al, 2021:30), 이 과정은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닌 대상국 문화와 갈등 해결과 같은 비언

어적 지식, 스킬 및 태도를 포괄하는 더 넓은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Torre et al, 2021:30),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참가자는 해외에 있기 전은 물론 해외에 있는 동안 온라인 언어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어학 코스에는 튜터링 세션과 양방향 MOOC가 포함된 다양한
라이브 코칭활동이 포함되어 있다(Erasmus+ 홈페이지).

19) 아래 자료는 다음 내용을 번역한 것임.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
th, Sport and Culture, (2021:45). Erasmus+ annual report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66/
04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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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Erasmus 언어 과정 웹사이트

출처: Erasmus 홈페이지

다섯째, 지식, 스킬 및 태도 측정 및 개발(KSA measurement and development)을 통해
태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제공된다(Torre et al, 2021:30), 이는 ① 이동
경험 중 습득한 국제 역량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②국제적 맥락에서 자발적 활동을
한 학생이 개발한 스킬에 대한 설문 조사, ③이동 경험 중 성취한 경험, 통찰력 및 개인적
발전 간 상호작용을 위한 훈련과 Erasmus 경험을 개인의 스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디지
털 학습 도구를 제공된다(Torre et al, 2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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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유럽 Erasmus+ 해외취업 실시단계 경력개발 지원 내용
단
계

프로그램 명

내용

Welcome
meetings to
deliver
information to
students
(학생들에게 정보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교환학생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함.
대학 견학, 학생 대상 서비스 설명, 학사 일정 설명 등이 이루어짐.

전달을 위한
환영회)
학생들이 이동한 도시/대학/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착할

운
영
단
계
지
원

Accompaniment

때 또는 이동 경험 중 다양한 지원 제공됨. 온라인 심리 지원, 버디

initiatives

프로그램(현지 학생들이 정보나 조언을 제공), 지도교수의 학업지도, 사회
문화 활동 및 워크샵(사진, 민속 춤, 도시/대학 투어 등) 등임.

Student
engagement
(학생 참여)

일부 이니셔티브는 이동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지식,
스킬 및 태도 개발을 추구함.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1) 학생들에게
유학생 모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유학생 초청, 2)
캠퍼스 내 직업/자원봉사 기회(국제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부생 대상).

Language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 과정이 제공됨. 이 과정은 단순히 언어뿐만이

courses

아닌 대상국 문화와 갈등 해결과 같은 비언어적 지식, 스킬 및 태도를

(언어 과정)

포괄하는 더 넓은 프로그램으로 제공됨.

KSA
measurement
and
development
(지식, 스킬 및
태도 측정 및
개발)

지식, 스킬 및 태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제공됨.
1) 이동 경험 중 습득한 국제 역량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2) 국제적
맥락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학생이 개발한 스킬에 대한 설문 조사, 3)
이동 경험 중 성취한 경험, 통찰력 및 개인적 발전 간 상호작용을 위한
훈련과 Erasmus 경험을 개인의 스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제공함.

자료 : Torre et al,(2021:30). Erasmus Skills Guide for Pract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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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스마트 청년 작업실, 혁신과 기업가 정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와 지
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운영했다.
□ 사례: 스마트 청년 작업실
□ 조직명: Asociatia 청년 계획
□ EU보조금: 23 307유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년 업무의 디지털화의 도전, 위협 및 기회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8개 유럽 국가의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청년
근로자들은 스마트 청년 업무를 통해서 소외된 청년들에게 보다 더 잘 접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갖추게 하고 9개 청년 조직의 조직 능력을 증가 시키려고 한다. 트레
이닝은 팀 구성 연습, 아이스-브레이킹 운동, 활력소, 상호교류적 발표, 토론, 현지 방문,
전문가 면담, 보물 찾기, 직접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주제 발견, 교우간 교류를 통한 배움,
문제 분석, 영감 및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2021:46).
Erasmus+ annual report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66/049341

□ 사례: 혁신과 기업정신에 관한 중남미 및 유럽 협력
□ 조직명: Uppsala Universitet
□ EU보조금: 83 080 유로
혁신과 기업정신에 대한 중남미-유럽 협력을 시작함으로써 LISTO 프로젝트는 경제 및 사회
환경과 연결해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LA 대학의 필요성을 해결했다. 이 프로
젝트의 대상 분야는 대학-산업 관계, 기업 정신 기술 교육 대학이다. LISTO 프로젝트는 산
업 R&D 연구가들과의 매칭 방식을 만들어서, 학제 간 기업정신 모듈을 개발해서, 국제 교
실을 제공하는 교사를 양성해서, 기업 정신과 혁신적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2021:64).
Erasmus+ annual report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66/04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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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재생 가능한 농업용 에너지 훈련 계획
□ 조직명: Universita Degli Studi Di Torino
□ EU보조금: 998 948 유로
농업용 재생 에너지원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훈련은 농부, 컨설턴트 및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모듈러형이라, ICT,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고체 바이오매스,
태양열, 태양열 발전 분야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
일어 및 이탈리아어로 제공되며, 온라인 트레이닝 모듈, 교실 내 모듈, 업무 중심인 배움의
시점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뒤집힌 교실 접근법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총 230명이 이
훈련을 따라서 피에몬트 지역의 입증을 받았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2021:67).
Erasmus+ annual report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66/049341

참고자료(Erasmus 학생 네트워크 운영 사례)
ESN은 프로젝트와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후원금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다. 이 후원들은 주로 유
럽위원회, 유럽평의회, 벨기에 국가로부터 나온다. ESN에 비교되는 다른 많은 NGO와 달리, 순수익의
대부분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적 후원금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업적인 파트너십, 서비스 및 회원
비에서 나온다. 이것은 ESN의 전략적 기반을 나타낸다. 이것을 곧 바로 자급 자족적이고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하는 것을 나타난다.

[그림 3-7] Erasmus 학생 네트워크 조직도

자료 : ESN(2020:32). ESN Annual Report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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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N은 학문의 이동성에 참가하는 학생이나 시민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 노동자의 발전에 불가결한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학습 활동의 인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Erasmus Skills가 이 목적을 위해
절차 개선과 도구 개발에 힘을 쓰고 있지만, Erasmus Intern과 Erasmus Jobs는 최근 졸업생들에게
질 좋은 인턴십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교육에서 취업 시장으로 전환하는 학생
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8] Erasmus 학생 네트워크 운영 성과

자료 : ESN(2020:34-35). ESN Annual Report 2019-2020

3) 해외취업 이후
앞서 살펴보았듯이, EU는 Erasmus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준비단계, 운영단계로 나누
어 다양한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멈추지 않고 EU는 학위(자격) 발급,
취업 알선(연계)에 멈추지 않고 평생능력개발 차원으로 개인의 생애에 기반을 둔 직업적
경력 지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로패스는 ECVET는 물론 EQF, 유럽질보장
준거체계(QARF)와 연계되며,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된 5개의 기록물 포트폴리오20)이다(이정표, 2019). 이와 같이 유로패스는 취업 경력뿐만
아니라 학습 및 자격 취득 경험(가능하면 NCS 기반) 인정과 연계 활용토록 설계되어 있다.
EU에서는 회원국 간 노동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Diploma Supplement,
Certificate Supplement, MobiliPass 이전 Europass, Europearn Curriculum Vitae 등 연
20) 개인 직업능력(유럽 CV)과 언어 능력(유럽언어 포토풀리오) ; 국가 이동 경험(Europass-Training 대체하는 모빌리
패스, 50,000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음), 직업자격증(자격증 부록)과 고등교육 수료증(학위증명서 부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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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례 분석(Shah & Long, 2009)과 같은 보조적인 정책수단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먼저, Diploma Supplement는 본인이 소지한 자격을 고용주 또는 교육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서, 해외 구직 또는 학위 지원시 학습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Diploma Supplement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취득방법은 학습한 고등교육기관
에서 발급하며, 개인 또한 요청할 수 있다. Bologna Process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들의 졸
업생들은 자동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유럽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다.
다음으로, Certificate Supplement는 본인이 소지한 직업자격을 고용주 또는 교육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며, EU와 유럽 지역에서 발급된 직업 훈련 자격 소
지자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이 문서에는 자격의 목적, 레벨, 학습 결과 및 연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해외 구직 또는 과정 지원 시, 훈련 기간 학습한 내용
을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신하여 Certificate Supplement가 유용하다. 취득방법은 해
당 국가의 DB에서 직업 자격 관련 Certificate Supplement를 검색하거나 해당 기관에 자
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특히, 직업자격과 결부된 Certificate Supplement는 기타 유
럽 국가의 직업 또는 과정 지원 시 이상적인 조합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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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EU 회원국간 노동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적인 정책 수단
명칭

정의

주요 내용

취득방법

사용방법 예시
Bologna Proces

Diploma
Supplement

본인이 소지한 자

본인이 해외 구직 또는 학

격을 고용주 또는

위 지원시 학습 정도를 설

교육기관이 이해하

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기 쉽게 정보를 제

Diploma Supplement가

공하는 문서임

도움을 줄 수 있음

s에 가입한 모든
학습한 고등교

회원국들의

육기관에서 발

생들은

졸업

급하며, 개인이

로 문서를 받을

요청 가능함.

권리가 있으며 유

자동적으

럽국 언어로 발급
가능함.

본인이 소지한 직
업자격을
또는

고용주

교육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
Certificate

보를 제공하는 문

Supplement

서이며, EU와 유럽
경제지역에서 발급
된 직업 훈련 자격
소지자의

지식과

기술을 포함

- 자격의 목적, 레벨, 학습

해당

국가의

결과 및 연관 교육 시스

DB에서 직업

직업자격

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자격

Cer t i f i cat e

관련

- 해외 구직 또는 과정 지원

Ce r t i f i c a t e

Supplement

시, 훈련 기간 동안 학습

Supplement를

기타 유럽 국가의

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

검색하거나

직업 또는 과정

려울 경우를 대신하여 C

해당

지원 시 이상적인

ertificate Supplement

자세한

가 도움을 줄 수 있음

문의가능

기관에
정보

traineeship, 봉사활동, 교
E u r o p a s s
Mobility(Mobilip
ass)는 학습 또는
훈련을
MobiliPass

목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활
동한 기간 중 습득
한 기술을 간단하
고 일관성을 가지
며 이해하기 쉽게
마련된 문서임

+

인턴십 기간. 어학

및 경험 포함함.

연수, 주최국 멘토

Europass Mobility는 특정

/튜터 임명에 관

이동(유학, 대외활동 등) 경
험이 기제되어있는 문서이며

개인/기업 신청

직무 관련 기술, 언어 기술,

가능

기술,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이러
한 정보는 향후 직업 및
course 지원 시 활용함.

자료 : Shah & Long(2009) 내용 토대로 재구성함

주최

국 간에는 목적,

에서 습득한 새로운 기술

디지털 기술, 조직 및 관리

조합임.

주최기관과

환학생, 사내 훈련 등 해외

=

한 내용 등을 명
시한 서면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서면 동의는 검증
을 위해 본국에서
국가 유로패스 센
터로 보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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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MobiliPass는 Europass Mobility(Mobilipass)는 학습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유
럽 국가에서 활동한 기간 중 습득한 기술을 간단하고 일관성을 가지며 이해하기 쉽게 마련
된 문서이다. traineeship, 봉사활동, 교환학생, 사내 훈련 등 해외에서 습득한 새로운 기술
및 경험을 포함함. Europass Mobility는 특정 이동(유학, 대외활동 등) 경험이 기재되어있
는 문서이며 직무 관련 기술, 언어 기술, 디지털 기술, 조직 및 관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직업 및 코스 지원 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주최기관과 주최국 간에는 목적, 인턴십 기간.
어학연수, 주최국 멘토/튜터 임명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서면 동의는 검증을 위해 본국에서 국가 유로 패스센터로 보내지는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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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EU Mobil Pass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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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Diploma & Certificate Supplement)
숔 Diploma supplement (학위보조(보충) 자료)21)
○ 개요
DS는 고용을 촉진. 보장하고 계속 교육에 필요한 학문적 준비 정도의 인정을 위한, 개인이 습득한
교육경험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학위의 성격과 학위 수여 기관, 프로그램의
성격, 학점 이수 내용 등의 상세 내용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Joint and Double Degrees
with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CIDD Papers on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2006),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 기술, 그리고 다양한 역량들을 기록함으로써 개인 역량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채재은, 2006).
DS의 개념(The concept of the DS)은 1979년 유네스코가 학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DS는 국제기구와 국제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오직
유럽지역에서만 활용 되고 있다. DS는 유네스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유럽이사
회가 공동으로 조정한 1990년대 초에 논의되었으며, 1997년에 공식화 되었다. DS는 인정
(Recognition)을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점에서 이동성을 높이는 도구로서도 인식되었다.
2010년까지 유럽내 고등교육 학위 체제 등을 통일시키는 ‘유럽 고등교육지역(European
HigherEducation Area: EHEA)’을 구축하는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이 1999년부터
실행되면서 유럽 내에 해외학위인정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1999년 이후 유럽 대학 졸업생
은 그들의 대학이 위치한 국가가 과정에 서명하게 된 연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졸업장 부록(DS)을
받게 될 것이다. DS는 2004년도에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가 설립한 Europass system의 일부가
되었다.
○ 주요 내용
1) 내용 (인정 범위, 방법)
DS는 고등교육 수료증(Higher education diploma)에 첨부되어 있으며, 각 교육기관에서 관할 국가
당국이 개발한 공통의 템플릿에 기초하여 제작한다. 공통 템플릿은 지역 요구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
만, 8가지 항목22)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2) 절차 (신청 방법)
DS는 유럽의 언어로 발행되며 졸업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3) 실적
2005년 6월 영국 대학 사무국이 위치한 유럽 유닛이 실시한 유럽의 고등교육 정책 조사에 따르면,
참여한 85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1/3에 가까운 기관이 학생들에게 DS를 발급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절반은 향후 몇 년 안에 DS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21) (Proposal for a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Graduation Statement, 2008:3)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2) 신청인 정보, 자격 정보, 자격 레벨, 학습 내용 및 취득 결과, 자격 기능, 기타 정보, certificate, 국가고등교육시스템,
23) (Proposal for a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Graduation Statement, 2008:3)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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숔 Certificate supplement [자격보조(보충) 자료)23)
○ 개요
Certificate Supplement는 해외에서 일하고 자국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해외 고용주들
을 위해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이수를 문서화 한 자료이다. 인정서 부록은 공식 인증서에는
없는 수상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있으나, 원본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 원본이 함께 제시
24) https://europass.eupa.org.mt/documents/(2022.02.14 인출)
25) 유럽 포럼은 1998년 EU 집행위원회, 세데팝, 회원국, EFTA,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26) https://www.oph.fi/en/information-europass-certificate-supplement (2022.02.1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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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져야 한다.24)
Certificate Supplement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유럽 전역의 직업 교육 및 훈
련 프로그램을 쉽게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로 발행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직업 교
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다.
Certificate Supplement에는 프로그램의 이름과 기간, 획득 기술, 역량, 프로그램이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직업과 업무 영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유럽 전역의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쉽게 비
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로 발행되어지고 있으며, 부록은 유럽 포럼25)이 직업 자격의 투명성 분야
에서 마련한 유럽 공통 양식을 따른다.
○ 주요 내용
1) 내용 (인정 범위, 방법)
(1) Title of the certificate: certificate의 자국 이름
(2) Translated title of the certificate: 제출국의 언어로 번역된 자격 이름
(3) profile of skills and competences: 프로그램 이수자가 획득한 자격과 기술 나열, (핵심 역량,
선택 역량)
(4) Range of occupations assessible to the holder of the certificate: 프로그램에서 획득
한 자격과 기술이 해당 국가에서 활용가능한 직업과 업무 기능에 대한 설명.
(5) Official basis of the certificate(인증서의 공식 기준):
- 인증서 수여 기관명 및 지위(공공/민간 지역/ 국가 등) 및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 인증서 레벨 (국가 또는 유럽)
- 등급(gradubg scale)/ 합격 용건
- 취득 인증서 상위 단계 교육/훈련 내용
- 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 협약: 회원국간 또는 EU 수준의 상호 인정, 자격의 동등성, 전문 인정 등
국제 협약 내용 기재
- 법적 근거: 필요시, 증명서의 법적 근거를 기재하며, 증명서의 유효기관과 발행 연도를 기재한다.
(6) 공인된 Certificate 취득 로드맵: Certificate 취득 방법 및 총 교육 기간 기재
(7) 기타: 참가 자격요건(학력 수준 등), 국가 자격 시스템 정보, 국가 유로패스 센터 정보(홈페이지)
2) 절차 (신청 방법)
자격 취득한 VET 기관에 신청 가능함. VET 기관은 요청 시 Certificate supplement를 제공할 의
무가 있음.26) 예외적으로 덴마크와 필란드는 각 국가 교육청 웹사이트에서도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음.27)
3) 실적

27)https://ufm.dk/en/education/recognition-and-transparency/transparency-tools/europass/certificate-supple
ment/correlation-between-certificate-supplement-and-diploma-supplement (2022.02.14. 인출)
28) EU가 실행해 온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2007년을 전후로 양분하여 볼 수 있다. 2007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소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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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4) diploma supplement와 certificate supplement와의 관계
수년동안 여러 국가에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자격요건을 더 잘 이해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
고, 상호 인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네스코,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 CEDEFOP,
교육부,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28)은 위 작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관
과 재정 기관이다.
Diploma supplement
1980년대 말, 유네스코와 유럽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diploma supplement(DS)
를 준비했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어졌다. 그리하여 1996/97년에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실
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DS의 사용을 권장하는 유럽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인정에 관한 리스
본 협약이며, 또 다른 이유는 1996년 유럽 각료회의(European Council of Ministers)가 새로운
공통 DS의 개발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권고의 결과로 유럽 위원회, 유
럽 이사회, 유네스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특별 위원회는 DS를 위한 공통
템플릿을 준비했으며, 3개 기관에 의해 사용이 권장되었다. 결국, 리스본 협약은 고등교육에 관한 것
이기 때문에 DS는 고등교육 프로그램만 고려되었다. DS는 2002년 9월 이후 고등교육을 마친 모든
학생들에게 발행되어지고 있다.
certificate supplement
certificate supplement 발급은 DS와 동일한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해
이를 마련하기 위한 구상은 그 뒤에 이뤄졌다. 1992년과 1996년 유럽 연합은 국가 자격 시스템에
관한 상호 정보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여러 권고사항과 이니셔티브를 나열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설문조사 결과, 유럽 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인정과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관한 몇 가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레오나르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었다.
1998년 11월 유럽위원회, CEDEFOP, 회원국, EFTA 및 사회적 파트너들은 직업 자격의 투명성 분
야에서 유럽 포럼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포럼이 수행하는 작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유럽 검증 시스템 및 인증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 통용성(시험 증명서, 졸업증명서, 교육
훈련 증명서 및 도제 증명서 발급);
- 자격의 투명성 및 자격 인정 분야에서 새로운 사고와 혁신의 모니터링
회원국, 유럽 위원회 및 사회적 파트너들이 직업 자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원
유럽 포럼이 수행한 작업은 공통 양식을 개발함으로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자격과 기술에 관한 certificate supplement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자료 : Proposal for a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Graduation Statement(2008:3)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72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Euro Pass는 EU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종합경력인정서로 기능을 하며, 국내재정착 등

활용을 위한 세심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로패스가 시작된 2005년 2월에서
2012년 3월 말까지, 유로패스 웹사이트는 4860만명의 접속률을 기록하였으며, 3,800만명

의 유로패스 CV(curriculum vitae; 이력서)가 온라인으로 작성이 완료 또는 다운로드 되었
다29)(CEDEFOP, 2012).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과 학습을 문서화한 300,000개 이상의
EUROPASS 모빌리티 문서가 발행되고 있다(CEDEFOP, 2012). 120만건 이상의 언어
Passports(표준 레벨을 활용한 언어 스킬의 평가)가 다운로드 되고 있다(CEDEFOP, 2012).

이들의 수치는 유럽 내의 학습자와 노동자에 대한 Europass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를 개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작업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CEDEFOP, 2012).
[그림 3-9] 유로패스 모빌리티 문서 발행 방법

출처: 유로패스 홈페이지

테스(Socrates) 프로그램은 모든 분야의 학업을 포함시킨다. 공교육에서 비공식 교육까지, 보육원에서 대학교육
까지, 그리고 성인교육까지 포함시킨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주석 ,2008).
29) 유로패스가 출시된 2005년 2월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주요 실적:
 4,860만명이 유로패스 웹사이트에 방문하였음
 온라인으로 작성 된 1,800만 건의 유로패스 CV(curriculum vitae; 이력서)
 2,000만건의 CV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에서 작성 된 33만 3천건의 언어 패스포트(Language passports)
 91만5천건의 언어 패스포트(Language passpor)양식 다운로드
 30만건 이상의 유로패스 모빌리티 서류가 발행 될 것으로 추정
 23개 국가 national inventories 는 직업자격에 따른 certificate supplements(직업자격 증명서 보충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
 Diploma Supplements(졸업장 보충자료)는 발행 교육 기관이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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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에서도 취업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단계별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EU는 ERASMUS SKILLS를 통해 Before-During-After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ERASMUS
SKILLS 사업을 통해 학생 대상 "Assess Your Skills", "E+Online Training" 서비스를 기관

대상으로 “Workshop Guidelines", "Guide for Practioners" 및 ”Erasmus Skills in
Academic Curricula"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림 3-10] ERASMUS+ 경력개발 지원과 취업 연계성(모바일 앱 화면)

또한 고용주 서베이 자료 등을 이용해 ERASMUS 사업 참여는 결국은 취업에 도움이 된
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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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ERASMUS+ 경력개발 지원과 취업 연계성(국내 기업
관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 사례: 모바일 업무와 고도의 기술을 위한 HVET의 스마트 개발
□ 조직명: Obrtnicko Uciliste Ustanova Za Obrazovanje Odraslih
□ EU보조금: 341 551 유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품질 HVET 자격 제공을 통하여 전기 기술 및 건설 회사 안에서의 고용 기회
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이동이 가능한 인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파트너국은
특정 국가의 법률과 기존 가능성에 따라서 EQF 레벨 5의 국가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새로운 자격요건
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파트너는 투명성, 비교 가능성 및 인정을 위한 뼈대를 만들었다. 이 자격요
건은 따라오는 가이드 라인에 의해 뒷받침 된다. 총 59명의 VET교사와 트레이너가 4개의 이벤트에 참
가해서 공동 자격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빌딩 자동화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습득 할 수 있게 한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2021:95).
Erasmus+ annual report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66/04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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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건축 분야의 기술 및 조직 혁신을 위한 혁신 자격들
□ 조직명: FORMEDIL DNTE NAZIONALE PER LA FORMAZIONE E L’ADDESTARAMENTO
PROFESSIONALE NELL EDILIZIA
□ EU보조금: EU 보조금: 370 545 유로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 건강 및 안전 등 건설 분야의 새로운 규제의 뼈대는
현장 기술자 프로필의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한다. 목표는 파트너 국가에서 사이트 기술자 자격을 해
당 분야의 전문적 요구에 따라 EQF 5 레벨로 만들어 내거나 업데이트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트너는 건설 업계의 재기동 및 젊은 층의 자격을 갖춘 전문직으로 맞추는 데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 외에 또 중요한 목표는 일 기반 학습을 통하여 건설업종을 청년들에게 보다 매
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이동성 경험과 직업 자격 취득을 유도하는 직업 훈련을 통하여 일자
리 창출을 하는 것이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2021:95).
Erasmus+ annual report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66/04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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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사례
가. 인터뷰 개요
영국은 현재 브렉시트로 인해 EU로부터 탈퇴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기존 Erasmus+(이
하 E+)에서 자체 프로그램인 Turing Scheme(이하 TS)으로 옮겨가고 있음. E+가 유럽연합
에 속해있는 각 국가 간 협의로 공통의 프로그램 내용과 절차를 만들고, 학생의 교환 관점
에서 이행되는 제도라면, TS는 한국과 같이 단일 국가에서 해당국의 청년을 해외로 보내는
데 필요한 지원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지급 방식도 기존의 장학금 제도(ex. 한국
의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제도)와 유사한 일 방향적 해외진출지원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보
인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E+에서 TS로의 전환기에 있는 영국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봄
으로써 기존의 E+운영 현황을 보다 운영기관에서의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깊
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운영 경험 토대로 교환이 아닌 한국과 같이 일방향적 해외진출
(out-bound) 지원 방식을 새로이 설계하고자 하는 영국의 TS 운영 계획을 통해 새로운 방

향에서 유익한 시사점이 도출될 것이다.
◦ 인터뷰 일시: 2022. 03. 22. 15:00
◦ 인터뷰 대상자: Cat Wallace (European Programmes Coordinator, Study Abroad
and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Team, UCL)

◦ 연락처: cat.wallace@ucl.ac.uk

나. 인터뷰 내용
1. TS는 E+에 비해 공식적인 자료가 많지 않음. E+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차이점은?

– UCL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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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smus는 유럽연합 집행기관(European Commision)에서 운영되고, Erasmus 운영

위원회가 있으며, 모든 참여 국가에 국가 기관(National agency)을 두고 있음. 흥미
로운 건, 각 나라가 특정 규칙을 만들 수 있는 ‘특수성(specificity)’이 있음. 예를 들
어, Erasmus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추가 자금
지원을 허용함. 각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지 정할 수
있음.
또한, 학생들에게 부분적인 지원금(partial grants)을 주는 것이 허용됨. 공식적인 지
원금 비율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대학들의 경우, 모든 학생에게 충분한 자금을 지원
하지 못함. 이런 경우, 더 많은 학생에게 부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선택함.



최근 몇 년간 브렉시트,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UCL에도 있었음. Erasmus를 나오게
되었고, 2020년에 요청해 받은 자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2020년 후에는 추가로
요청하지 못했음. 전염병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해외로
나갈 UCL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음.



Erasmus는 작동되는 방식이 유럽의 다른 파트너 대학과 특정 Erasmus 협정을 체결

한 후 파트너가 되는 것임. 학생들은 본교와 파트너 대학 양측에서부터 보조금을 받
을 수 있음. 기본적으로 Erasmus는 ‘교환’ 프로그램임. 30년 이상 이어온 역사를 가
진 만큼 유럽연합에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운영함. 특히 Erasmus의 큰 유산인 문화적
연결고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함. UCL에서 일하기 전 한 프랑스 대학에서
Erasmus 담당으로 일했을 때, 한 기차역에 ‘Erasmus 가족’이란 주제로 전시회가 크
게 열렸었음. 폴란드와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Erasmus를 통해 간 프랑스 대학에서
만나 결혼했고, 자녀들 또한 Erasmus를 통해 해외 수학 중이었음. 이게 하나의 정책
포인트였고, 성공적이라 생각함. 또 다른 정책 포인트는 EU 전역의 언어를 공유하는
것임.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각 나라의 언어적 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하기를 원하
는 곳들이 많음.


반면에 튜링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에 많은 정보 찾을 수 없음. 기본적으로 튜
링에 대해 배우기 위해 대학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더 해야 한다
고 생각함.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튜링을 통해 영국 대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음.
영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만’이 해외로 나갈 때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임. 대
학 간에 특정 튜링 협정 또한 없음. 파트너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줌. 그래서 ‘교환’ 보다는 ‘장학금’처럼 작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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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Erasmus와 튜링 모두 학생들의 해외 생활 전체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음.
이것은 참여 확대(Widening participation) 학생들도 마찬가지임.


튜링은 Erasmus와 다르게 부분적 지원금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튜링에서 제시
한 보조금 율에 맞춰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함. 또한, 튜링은 대학들이 ‘매년’ 자금 요
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경쟁 프로세스라는 것임. 그래서 Erasmus 만큼 프로그램
자체의 ‘일관성’이 없음. 매년 얼마만큼의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그리고
지원 타임라인이 비효율적임. 2023년 가을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지원금 신청을
2022년 3월에 지원함. 지원 결과(금액)은 올 여름에 나옴. 그럼 그때부터 어떤 학생
들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됨. 그러니 학생들은 학교에서 결
정이 나기 전까진 본인들이 언제 해외로 갈 수 있을지, 튜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 방법이 없음.



여기서 큰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배경에 있는(disadvantaged), 혹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확실히 불리한 상황임. 이들의 참여를 높이고 싶다면, 정부 지원
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와 관련해
영국의 많은 대학이 영국 정부에 피드백을 주었고, 이 부분은 확실한 개선을 희망하
고 있음.



또 다른 큰 차이점은 Erasmus는 ‘직원 이동성(Staff mobility)’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각 대학의 교수들이 대학을 특강을 위해 방문 할 수도 있지만, 배움을 위해 올 수도
있음. 실제로 이번 주 UCL에 스페인 파트너 대학 직원이 우리 Erasmus 사무실을 방
문해 모범 사례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울(shadow) 예정임. 이 방문 또한 Erasmus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 대게, 이런 경우 학생들만큼의 지원금을 신
청하지 않고,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임.



하지만, 튜링은 직원 이동성이 전혀 없음. 대학들이 준 피드백에 큰 부분을 차지했음.
왜냐하면, 대학은 파트너 대학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 우리 학생들을 반겨주
고, 수학할 곳이기도 하니까 이제껏 파트너 대학에서 Erasmus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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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영국의 대학들이 TS로 변환(shifting) 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지?


직원과 학생들에게 이동성(mobility)의 선택권을 뺏어간 것에 대해 실망한 것이 분명
함. 우린 이제껏 서로가 Erasmus 파트너로서 다양한 교류를 해온 것에 감사했음. 튜
링은 여러 정부가 시간을 투자해 만들고 개선시켜온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대체하려
한 결과인데, 쉽지 않음 것임.



실제로 이걸 아주 잘한 나라가 있는데, 스위스임. Erasmus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SEMP*라는 걸 함. 스위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양방향으로 지원금 있음. Erasmus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작동되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앎. 하지만 튜링은 영
국에서 나가는 학생들만 다루기에 한 방향으로 작동됨.
3. UCL 학생들만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것인가?



UCL에 등록된 학생이어야만 함. Erasmus는 보통 학부 졸업학년을 앞둔 학생들이 1

년을 교환학생으로 가는 개념임. 석사, 박사과정의 학생들도 소수 있긴 하지만 각 학
과에 따라 다름.
4. UCL에서는 E+나 TS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가? 따로 E+와 TS

를 위해 학생을 모집하는 방법은?


이미 UCL에는 Erasmus를 통해 1년 동안 해외로 나가는 학생 수가 엄청남. 학생들의
학부 커리큘럼 상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문화 자체가 학
교/정부의 지원금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 수학을 희망함, 대부분 파트너 대학들에서
각 1학기씩 총 1년을 다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에서 한 학기만 수학이
가능한 과는 2개밖에 없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배치될지는 그들의 학과에
의해 결정됨.



튜링은 대학 측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해 자금을 딸 수 있음. 다양한 활동은 각 학
과(department)에서 논의 후 제안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직접 뽑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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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다만, 참여 확대(widening participation) 학생들을 뽑는 기준은 우리 측

에서 전달함.
5. 해외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것은 구직 알선(placement)이나 학점 인정임. 영국

도 그러한가? UCL의 경우는 어떤가?


UCL 학생들 중 해외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언어학과’에서만 허용

함. 언어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능력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전공 언어로 일하는 것을 추천함.


반면, 프랑스 대학에서 일할 때는 언어학과 말고도 이공계 학과에서도 학생들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었음. 연구실로 일하는 것임. 이는 학생들의 일 경력을 쌓기에도
좋은 기회였고, Erasmus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인기 있었음. 하지만 UCL은
언어학과에만 있음.

6. TS가 단순 자금 지원(funding)에만 관여한다면, 한국 정부와의 협업을 기대할 수가 없

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할 방법은 있나?


현재로서 튜링은 ‘협력’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 학생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며
지원서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줄 순 있지만, 그 이상 관여할 수 없음. 하
지만, 튜링은 새롭게 생겨난 프로그램이고 매년 피드백을 바탕으로 바뀌려 함. 미래
에는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을 수 있음. 그렇지만 현재 튜링을 맡은 그들에
게 역량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그러므로 대학에 더 모든 것을 맡긴 느낌임. 그들
은 대학들이 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에 더 유연성이 있다고 하지
만, 우리가 느끼기엔 ‘교환’프로그램보다는 ‘장학금’ 프로그램임.

7. E+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pre-course)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하던데, TS는

아예 이런 지원도 없다는 말인가?


우선, Erasmus는 온라인 언어 지원 시스템이 있음. 언어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현재
레벨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무료로 온라인 어학 강좌를 수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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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UCL은 자체적인 사전 교육(pre-course)은 없지만, Erasmus 프로그램도 종
류가 많음 (UCL은 KA103과 KA107임). 학생들의 언어 실력이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봄으로서 향상된 것을 학교 측에서 볼 수 있어서 좋음. Erasmus에서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에 학교 측에서 필수적으로 언어 지원 플랫폼과 해외 수학 후 실시하는
Erasmus 설문조사에 참여하라 함. 이걸 지원금을 받는 조건에 포함시킴.



튜링은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교류하는 부분이 전혀 없음.

8. 자금 지원(Funding)이 유일한 학생과의 교류(engagement) 수단이란 말인가?



본질적으로 맞음. 학생들이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등과 같은 것
뿐임. 그 이상 이하의 지원 없음.

9. 그러면 자금은 어느 범위까지 지원되는가?



웹사이트에 튜링 프로그램 가이드에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긴 하지만, 모든 튜링 관
련 문서들이 그렇듯 찾기 어려움. 국가별로 크게 3 그룹으로 나뉨. 4-8주 일 경우, 주
마다 받고, 9주에서 1년일 경우에는 월마다 받을 수 있음.



확대 참여(widening participation) 일 경우엔 다른 금액이 적용됨. 추가적으로 드는
비자 비용, 백신 접종 비용, 의료 보험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면 지원이 됨.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추가로 드는 숙박비용도 지원 가능함.



이런 학생이 아닌 경우엔 보통 한달에 450-490 파운드 정도 (한화 약 8~90만원) 지
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음. 하지만, 미국은 물가가 특히 더 비싸서 유럽으로 많이
가는 편임. 미국에서는 위 지원 금액으로 생활 불가능함.

10. 학교 차원에서 E+와 TS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Erasmus는 자체 서류가 있어 대학들이 일부분 수정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충족시켜

야 하는 서류 요건들은 지켰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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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튜링은 서류 양식부터 기준이 없기에 많은 대학들이 이전에 썼던 Erasmus 서
류 양식을 모델로 삼아 작성 중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1. 그럼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에 대해 말해보자. 보통 돌아오면 졸업 학

년이라고 들었는데, 커리어 부서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


커리어 전문 부서가 따로 있음. 커리어 팀과 함께 작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커리어 글로벌 인턴십’임. 여름 인턴십을 말하고, Erasmus 펀딩을 통해 지원했었기

에 목적지가 유럽이었음.


올해부터는 튜링 자금에 지원한 것이고, 학생들은 6월, 7월 혹은 8월에 시작하는 인
턴십을 지원할 수 있음. 커리어 부서에서 학생들을 뽑을 것이고, 우리는 자금 집행을
함. 과거에 비해 우리 부서 관여가 적어짐.



하지만, 커리어 부서와 우리 부서가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외 경
험이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질문임. 실제로 우리는 해외
에서 이미 1년을 공부한 몇몇 학생들을 ‘유학(study abroad)’ 부서의 홍보대사로 활
동할 수 있도록 내부 자금을 요청함. 개인적으로는 확대 참여(widening
participation) 학생들이 될 것 같음. 이 홍보대사를 발판 삼아 경력을 쌓을 기회가

되길 바람.
12. 유로패스 모빌리티(Europass mobility)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부분은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앎. 아직 2020년 라운드때 받은 지원금
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Erasmus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영국은 사용할 기회 없음.

13.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줄 학생들을 선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나?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지원금 주려 하는 게 원칙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균
등하게. 하지만 해외에서 1년을 보내는 것이 필수 커리큘럼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됨.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외수학을 해야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선호한 1순위, 2순
위 대학에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받고 해외 수학을 함. 하지만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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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학을 할 수 있는 타 학과 학생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
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포기하는 때도 있음. 그래서 지원한 모두가
지원금을 받고 해외 수학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학생들 사례로 지원금이 남아 다
음 해로 넘어간 경우 있음.
14. 추가로 참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웹사이트에 있나?



UCL 웹사이트에 Erasmus를 검색하면 나올 테지만, 튜링에 대한 페이지는 찾을 수

없을 것. 왜냐하면 너무 늦게 관련된 소식을 듣고 지원을 했기에 학생들에게 공식적
으로 성명을 낼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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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싱가포르 사례

가. 대학 운영 사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이하 NUS)는 Center for Future Ready Graduates를

설립,운영하여 자교학부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Career-Readiness Roadmap30)이라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NUS는 자대생에 참여하는 GRT 프로그램 또한 이 프레임워
크 하에서 운영함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에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그림 3-12] 싱가포르 CFG 로드맵

출처: https://nus.edu.sg/cfg/students

30) https://nus.edu.sg/cfg/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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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은 Career Catalyst 수업을 수강함으로 인턴십 및 이력서 작성, 인터뷰, 네트워
킹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스킬을 배우고, 동시에 각 학생에게 배정되는 Career Advisor와
최초 상담을 진행함. 동시에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 이해를 증진하도록 했다. 2학년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인턴십 및 각종 경진대회에 참여
하도록 권장되며, 동시에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터뷰 및 업무 기술 학습을 위한
Career Booster와 인성, 태도, 의사소통, 협업 등의 소프트 스킬 학습을 위한 Roots and
Wings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3학년은 경험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교환 프로그램 또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넓히는
동시 금융 리터러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함양하도록 했다. 졸업반인 4학년 학생들은
졸업 이후 즉시 희망하는 분야, 직업군에서 고용의 기회를 찾거나, 창업 또는 대학원/프로
그램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나. 기업 및 협회 운영 사례
□ Victoria Tan, 24, Ngee Ann Polytechnic @ DRVR in Bangkok (해운관리업체)
심리학 전공 졸업반이었던 Victoria는 인턴십 기간 사업개발담당으로 기능하며, 타 기업
의 대표와 직접 만나 상품 수주 계약을 성사시켰던 경험을 공유하며, 인턴십을 통해 협상
및 협력의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킹, 문화적 지식, 적응력 등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필요
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해외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권했다. (The
Straits Times, Oct 21, 2019)31).

□ Jacqueline Lim, Head of Human Capital @ MahaChem (싱가포르 제조연맹)
중소규모의 특수화학제품 마케팅 및 유통 업체인 MahaChem은 GRT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을 채용, 이들의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진행 속도 및 목표달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턴을 지도하는 경험이 기존 직원들의 멘토십 훈련 기회가 되었고, 인턴으
31) The Straits Times, Oct 21, 2019. New Scheme to boost young Singaporeans’ global exposure and help
firms internationalise,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companies-markets/new-scheme-to-boost-y
oung-peoples-global-exposure-and-help-local-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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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용되었던 학생들을 졸업 후 고용하는 것을 고려 중임을 공유했다(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n GRTP Annual Report 2021).

□ 싱가포르 소매업협회(Singapore Retailers Association)
싱가포르 소매업협회는 2021년 기준 185개의 업체를 통해 1,025명의 학생에게 소매업
관련 인턴십을 제공하여 이들이 졸업 후 바로 고용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
록 훈련의 발판을 제공했다. 또한 GRT참여 업체들과 Design Thinking Workshop,
Strategic Digital marketing Workshop, Job Redesign Workshop을 조직, 주최하는 등 는

등 커리어 개발 관련 훈련기회를 제공했다. 교육기관과 관련하여서는 Temasek
Polytechnic (Digital Business Transformation Center)와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소셜미디

어를 활용한 마케팅 & 브랜딩 전략 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소매업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 ,디지털 기업 등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는 등 장기적 경력개발을 목표로 건설
적인 인턴십 설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Singapore Retailers
Association, Annual Report, 2020/2021).

□ 싱가포르 요식업협회(Restaurant Association of Singapore)
싱가포르 요식업협회는 인재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GRT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먼저,
싱가포르 요식업 기업인 The Kettle Gourmet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비용인데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고, 전문대 학생인 인턴 입장에
서는 고객서비스, 판매관리 등 사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얻을 기회로 활용되었다고
한다(Enterprise SG Good Company Report 2021-2022).
대만 식음료 업체인 KOI The Singapore에서는 인턴으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하는 전반
에서부터 전체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훈련, 개발 및 인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학생인 Wong Hui Xuan은 인사관리와 매장운영 담당

부서에서 고객만족 서비스 및 리크루팅 등 폭 넓은 업무 경험을 얻었으며,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 본인을 드러냄으로 강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처리와 관련해 상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feedback system 약점을 보완할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Enterprise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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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ompany Report 2021-2022).

비치클럽, 레스토랑, 호텔 등을 운영하는 기업인 The Lo & Behold Group: Temasek
Poly 재학 중인 Valerie Ong은 6개월 간의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감과 역량을 충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턴으로 시작해 다른 신입 인턴
을 교육할 기회 또한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공유했다(Enterprise SG Good Company
Report 2021-2022).

□ 애디콘 물류(Addicon Logistics) (SG Logistics Association; SG 물류협회)
이 기업은 젊은 인력을 육성, 확보하기 위해 GRT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턴을 고용하였고,
이를 통해 고용된 인턴은 인턴십을 통해 실제 현장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Addicon, Logistics,2022).32)
□ 싱가포르 제조연맹(Singapore Manufacturing Association)
2021년 기준, GRT인터십 참가자의 92.5%가 만족하였으며, 96%는 학습목표를 달성하였

다고 응답했다. 93.2%는 인턴십을 통해 전공과 관련한 경험을 획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93.8%는 타 학생에게 인턴십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참가학생 및 참가기업의
51.8%가 고용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Global Ready Talent Programme SMF Annual Report 2021).

32) https://addicongroup.com/global-ready-talent-grt-programme/, Accessed 04/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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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국 경력관리 체계
1. 각국 정부의 해외취업 경력관리 추진배경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 어려움(challenging labour market)과 스킬과 일경험(working
experience) 부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취

업과 교육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경력개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ey& Cruzvergara(2014)는 대학 커리어 서비스의 1900년대부터 2030년까지의 발전과정

을 고찰하고 전망하면서 현재 대학 경력개발센터는 전통적 거래적 관점 경력서비스 제공
(traditional transactional model of career services)에서 맞춤형 연계 모델(customized
connection model)로의 전환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학의 경력개발센터는 기존 업무인 경

력 카운슬링, 이력서 작성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과 더불어 실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 멘토링, 학생을 위한 진로 커뮤니티 등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네트워

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Dey& Cruzvergara, 2014).
경력관리가 수반된 해외취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수
의 선행 연구에서 임금 프리미엄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rasmus+ 이수자의 월평균
임금이 7~9%(Favero & Fucci, 2017)에서 10~12%(Iriondo, 2019)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
했다.33). 한편, Erasmus+가 반드시 해외취업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 해당 임금 프리미엄이
해외취업의 효과인가에 대해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 Liwiinski(2017)은 해외유학 후
해외에서 일 경험이 있어야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취업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임금 자체보다는 역량 향상을 위한 경력개
발 차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 2015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New Vision for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16개의 21세기 스킬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제시

함으로써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EU, 2019:13).34) 실무적으로는 각
33) 이러한 결과는 그리스(Lianos et al. 2004), 스위스(Messer and Wolter 2007), 이탈리아(Cammelli et al. 2010),

폴란드(Liwiński 2019), 프랑스(Calmand et al. 2018) 등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20).
34) foundational literacies(literacy; numeracy; scientific, ICT, finacial and cultural/ civic liter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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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에서도 해외취업 경력개발 차원에서 자국의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을 장려하는데 그
치지 않고, 연수프로그램 및 정착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운영하고 있다. EU의 Erasmus+ 사업, 싱가포르의 “GRT” 사업, 그리고 한국의 K-Move 사
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E+ Higher Education Impact Study 2019에 의하면, 학생도 해외
경험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Gardel, 2021). Erasmus+ 프로
그램 이수자의 90%는 현재 직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스킬과 경험을 활용한다
고 응답했으며, 이 프로그램 이수자의 75%는 해외에서의 경험이 첫 번째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9). 특히 이 프로그램 이수자의 80%는
졸업 후 3달 안에 첫 번째 직장을 구했는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비교집단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9).

2. 주요 쟁점과 이슈
위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가진 해외취업 경력관리 부문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쟁점과 이슈로 인해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첫째,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서의 교육 및 해외취업 등 일경험을 통해 확보한 스킬과 경험
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하지만, 어떠한 역량이 취업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합
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각기 다른 국가와 직종의 다양성을 담아야 하는 어려움에
더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공통 역량에 대해 인정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업에 속한다. 이에 대한 노력은 역량 자체를 제시하기보다는 각국에서 이
미 사용되는 기존 역량을 변환하는 방법 즉, transversal skills에 대해 주목했다(Phuong,
2019).

둘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통해 역량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체
로 공공정책의 특성상 정책대상의 범위와 정책수단의 사용 선택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의
성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주도 해외취업 사업의 경우에도 각국 정부가 지원 영역
competencies required to approach complex challenges(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rativity,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haracter

qualities

to

effectively

operate

in

a

changing

environment(curiosity, initatives, persistence, adaptability, leadership and social/culturl awareness)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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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 수단의 제공 등 운영 부문에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각 프로세스에서 확보한 국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해외취업은 국가 간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A 국가에서 취득한 교육,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B 국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

가 발생한다. 많은 이민자들이 자격 수준 이하의 직업군에서 일을 하며 주최국에서 이민자
의 자격 인정에 대한 부족함에서 나온 소위 "자격 과잉" 현상이 늘고 있다(Teltemann,
2010:254). 더구나,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초기 단계에 비해 해외취업 단계 그리고 국내

재취업 연계 단계에서 역량의 축적도가 높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 해외취업의
특성상 국내에서 연구 대상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당 부문에 대한 지식이 축적 정도
가 크게 미흡하다(Iriondo, 2019).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학습, 일,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취업 기술과 연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

이러한 쟁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취업 경력관리는 글로벌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선진국에서는 각국의 교육훈련체계 및 노동
시장 특성, 청년의 해외진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외취업 경력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있
다. 이에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EU, 싱가포르, 한국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
게 반영하여 해외취업 경력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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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사례 분석
가. EU 사례
1) 추진배경
Erasmus+는 EU의 대표적인 인적교류 사업으로 1987년 시작된 이래 유럽 교육의 국제화

와 현대화에 이바지했으며(EU, 2019:11; EU, 2021 :18), 유럽 경제와 연계된 국제적 역량과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Engel, 2010). 현재까지 1천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
며, COVID 19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2020년에도 35만 명이 참가했다35)(EU, 2021
:18). 특히, Erasmus+ Traineeship은 2020년 기준 75,000명(전체의 21%)의 재학생과 최근

졸업자가 참여했으며(EU, 2020:39), 이 프로그램의 해외취업과의 연계도가 40% 정도로 알
려져 있으므로 해외취업자를 개략적으로 추산해보면, 30,000명 정도로 볼 수 있다(EU,
2019:2). 최근 EU의 Erasmus+(’21~’27)의 중점 지원 방향은 학력 격차, 지역 수준 등을 고

려하여 취약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친환경 시대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참가자의 디지털·친환경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EU, 2021 :17).
Erasmus+는 로마 조약(Treaty of Rome) 제 1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EC CORDIS

홈페이지)36), Erasmus+ 프로그램은 the Union Programme for education and training,
youth and sport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288/2013을 통해, 학교교육
(Comenius),

고등교육(Erasmus),

국제고등교육(Erasmus

Mundus),

직업교육훈련

(Leonardo da Vinci)과 성인학습(Grundtvig)과 같은 평생교육 측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EU 집행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주로 국가별로 지
정된 중개기관에서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이다. 2020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별 중개기
관(National Agencies)에 전체 예산의 78.5%가 지급되었으며, EU 내 Executive Agency
for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에 19.7%, DG EAC에 1.8%가 배정되었다(EU,
2021 :27).
35) 이전 해인 2019년도에는 95만명 참가함
36) https://cordis.europa.eu/programme/id/ET-ERA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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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취업 경력관리 운영상의 특징
EU는 해외진출 전후에 대한 해외취업 경력관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경력관리의 범위

에는 해외취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훈련, 인턴을 포함한다. 최근 변화된
Erasmus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준비단계와 운영단계로 나누어 다양한 경력관리 프로그

램을 운영해왔다(Torre et. al, 2021:30). 또한, EU는 국가마다 다르게 표기된 개인의 능력
과 자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 간 노동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Diploma Supplement, Certificate Supplement, MobiliPass를 운영해왔으며,
Erasmus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2014년 Erasmus+로 개편된 이 사업은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도

움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거나 국가 간 이동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EU, 2019:11). 이외에도 온라인 어학 지원(Online Linguistic
Support, OLS)을 통해, 출국 및 귀국 학생의 어학 스킬의 수준에 대한 측정(CEFR level 기

준)하고 향상 여부를 측정 가능하게 했으며(EU, 2019:11;EU, 2021 :26)37)38), 2020년 기준
192,000명에게 어학 코스를 제공했다(EU, 2021 :26).

3) 해외취업 경력관리 단계별 절차 및 효과
EU에서는 Erasmus+ 프로그램 참여 전부터 참여 중 그리고 참여 이후에 대한 경력관리

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국내 다양한 인적개발 프로그램
과 연계되고, 이에 대한 효과가 상당한 기간 모니터링된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Erasmus 사무소 운영 및 Erasmus 포털, 모바일패스 등 다방면의 경력관리 서비스 제공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EU 회원국 청년은 자신의 전

37) Since October 2014, approximately 2 million participants have tested their language skills with OLS, and
almost 1 million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nhance their language level through its tailored language
courses.
38) On average, participants who started with low initial levels and followed courses actively improved their
proficiency by at least one level based on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 Up to December 2020,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achieved a CEFR level of
B2 or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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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경력개발 수요와 관련 있는 Erasmus+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훈련기관, 및 기업
등의 국제 또는 Erasmus+ 사무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당사
자는 학습 계약(Learning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Erasmus+ 학생 헌장(Erasmus+
Student Charter)을 통해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취업 및 인턴십

과정을 포함한 Traineeship 유형의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수준의 각 사이클 내에서 대
체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39)(Erasmus+ 웹사이트, 2021). 이
후 수료한 후 5주 이내 해외 기업 및 교육훈련기관은 Traineeship Certificate를 발급하도
록 하며, 학생이 속한 국내 교육기관은 학습계약에 따른 해외 훈련 결과물에 대해 인증
(recognize)하며, Diploma Supplement를 통해 국내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연계하도록 하

며, Europass Mobility Document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도록 권고된다(Erasmus+ 웹사이
트, 2021).

나. 영국 튜링 계획(Turing Scheme) 사례
튜링 계획(Turing Scheme)은 경쟁력 있는 보조금 지원 체계이며, 이는 영국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개인들에게 전 세계에 걸쳐 공부하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성공적인) 기
관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Capita, 2022:5). 이러한 제도는 영국 기관들이 학습자에게 해
외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Capita, 2022:5).
비용은 학교, 대학, 고등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을 포함한 영국 및 영국의 해외영
토 조직에게 제공되고 있다(Capita, 2022:5). 이 자금은 학생, 학습자, 학생에게 새로운 스
킬 개발을 통해 중요한 국제 경험을 쌓아, 고용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Capita,
2022:5). 또한 다양한 소프트 스킬이나 어학능력,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뿐만 아

니라 국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Capita, 2022:5).
튜링 스킴은 기존의 국제 관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지원함으로써
영국 정부의 글로벌화에 기여한다. 튜링 스킴은 교육부를 대신하는 Capita와 파트너 관계
이다(Capita, 2022:5).

39) https://erasmus-plus.ec.europa.eu/opportunities/individuals/students/traineeship-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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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Turing Scheme 목표

Turing Scheme 목표
Turing Scheme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영국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한다. 프로
젝트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Capita, 2022:6).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글로벌 브리튼에 대한 영국 정부의 비전에 따라, 튜링 스킴은 양질의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고, 기존 파
트너십을 강화하며,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도모한다Capita (2022:6).
레벌 업(Levelling up)
Turing Scheme은 사회 모빌리티를 지원하고 이를 전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Capita ,2022:6). 참
여자의 배경에 상관 없이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등한 접근과 기회를 제공해야한다(Capita,2022:6).
핵심기술 개발(Developing key skills)
이 프로젝트들은 참가자만의 특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Capita,2022:6). 프로
젝트는 참가자들에게 고용주들이 추구하는 하드 시킬 및 소프트 스킬을 제공하고 교육과 일 사이의 격
차를 해소시킬 계획이다(Capita,2022:6).
영국 납세자의 가치(Value for UK taxpayers)
본 프로젝트는 잠재적 비용, 이익 및 위험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최적화한다(Capita,2022:6).

튜링 계획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낸 영국 조직은 현장 실습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게된다(Capita,2022:51). 조직 지원은 현장실습 관리와 시행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비용이다(Capita,2022:51). 각 프로젝트에서 최초 100명의 참가자에게 315파운드가 제
공된다(Capita,2022:51).

101회

이후

참여자

1인당

180파운드가

지급된다

(Capita,2022:51). 조직적 지원은 ①직원 급여 및 장비 등의 행정 지원 비용 ②홍보(인쇄물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 박람회 등의 홍보 행사 개최 등) ③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 IT 비용
④워크숍/이벤트를 위한 언어적 준비에 사용가능하다(Capita,2022:51).
한편, 지원금에는 참가자들에게 여행 경비와 프로젝트 전달을 위한 생활비 및 운영 자금
이 포함된다(Capita,2022:51). 구직을 위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튜닝스킴은 취약
한 환경에 있는 학교, FE/VET40) 참여자 및 HE41) 참여자에게 고가의 여행을 위한 지원을

40) FE: Further Education(추가 교육과정) 약자,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직업교육훈련) 약자
41) HE: Higher Education(고등교육)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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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Capita,2022:52)42). 지원금은 참여자와 기관의 거리에 따라 상이하며 왕복 비용
이 지원된다43). 경비는 사회취약계층 참가자, FE/VET 부문의 모든 참가자, 학교 부문의 모
든 참가자들에게 지원된다(Capita,2022:51). 각 참가자에게는 생활비를 위한 지원금이 제
공된다(Capita,2022:52). 생활 지원금의 경우 섹터 및/또는 도착 국가/지역에 따라 달라진
다(Capita,2022:52). 목적지 국가/지역은 다음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1그룹(높은 생활
비)44), 2그룹(중간 생활비), 3그룹(낮은 생활비)(Capita,2022:52). 예컨대, 일 경험과 상대적
으로 친숙한 ‘FE 및 VET 학습자’의 경우 그룹 1은 첫 14일 동안 하루 £109, 14일 후 하루
£76, 그룹 2는 첫 14일 동안 매일 £94, 14일째 이후 매일 £66, 그룹 3은 첫 14일간 하루
80파운드, 14일 후 하루 56파운드의 혜택을 받는다(Capita,2022:52). 학생 및 목적지까지

의 실습에 동행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Capita,2022:52). 처음 14일간
하루 53파운드이고, 15일째부터 하루 37파운드이며, 참가자당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필요한 경우 활동 전 1일, 활동 후 1일 포함)Capita,2022:52).
언어 지원은 FE/VET만 해당되며, 19일 이상의 실습 시작 전, 학습자가 수행하는 언어
42) 특히 신청자가 튜링 계획에 근거한 표준 자금(standard funding)이, 여행 비용의 70%가 넘지 않는다는 것을 정
당화할 수 있는 경우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Capita,2022:52). 참가자는 실제 비용의 80%까지 수령가능하다
(Capita,2022:52). 그러나 명확한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심사자는 고액의 여행 비용을 경감할 수 있
다(Capita,2022:52). 따라서 신청인은 명확한 정당성과 상세한 청구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Capita,2022:52).
43) 거리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0 to 99km: £20
• 100 to 499km: £165
• 500 to 1999km: £250
• 2,000 to 2,999km: £325
• 3,000 to 3,999km: £480
• 4,000 to 7,999km: £745
• 8,000 to 12,000km: £905
• 12,000km+: £1,360.
그룹 1(높은 생활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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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일컫는다(Capita,2022:53). 언어적 지원은 FE/VET 참가자에게 재정 지원(참가자당
135파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주최 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강의 또는 학습

자료, 주최국/지역의 일상 어휘 등의 학습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다른 환경 및 다른 국가/지
역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Capita,2022:53). 언어 준비 계획은 반드시 참가자
의 FE 또는 VET 자격에 적합하고 실습 기간에 비례해야 한다(Capita,2022:53).
특수 교육 수요자(SEN) 및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튜링 스킴에 참여 가능하도록 이동성에
직접 관련된 지원을 통해 실제 비용의 최대 100%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Capita,2022:53).
한가지 예는 전송 기관의 사전 모빌리티 방문이다(Capita,2022:53). 사전 모빌리티 방문은
튜링 스킴에 의해 수행되고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Capita,2022:53). 이는 위험 평가를 수
행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실습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Capita,2022:53). 자금
지원 사전 방문은 최대 3일 동안 진행 할수 있으며, 자금은 학습자와 동행자 모두에게 사용
될 수 있다(Capita,2022:53). 참가자가 이미 기타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
고 있는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Capita,2022:53).

다. 스위스 SEMP45) 사례
2014년부터 스위스는 Erasmus+에 정식 참여국이 아닌 파트너국으로 활동했다. 그리하

여 스위스 기관들이 Erasmus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도록 스위스 연방 의회는
스위스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솔루션을 채택하도록 했다46)47). 모베티아48)49)는 교육 시스
템의 교류와 이동성 촉진을 위한 스위스 국가 기관으로, 스위스 홍보 기관, 자금 지원 기관,
교육 분야 국제 협력을 위한 역량 센터 및 서비스 센터 역할을 아울러 수행한다. SEMP는
45) Swiss European Mobility Programme (SEMP) : 스위스 고등 교육을 위한 Erasmus 형태의 프로그램
46) 스위스 연방 정부와 26개 주(스위스 지역)의 공동 기관으로 교환 및 이동성에 대한 국가 전략을 실행하는 곳임.

국가 전략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모든 젊은이가 교육 기간에 적어도 한 번은 문화 간 교류 또는 이동 활동
에 참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함. 또한, 국내 및 국제 교류는 교육 시스템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관련 기관 간
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류와 이동성은
교육 정책에 확고히 고정되어야 함(“Movetia,” n.d.-a; “EARLALL,” website,2022. 03.30 인출)
47) 2021년부터는 스위스 기관들이 특정 Erasmus+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주도할 수는 없음
48) Movetia (Swiss National Agency for Exchange and Mobility)
49) 스위스 주들은 보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위스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주들임. 그들 중 다수는 이미 평생 학습
분야에 국경을 초월한 협업을 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일하는 것 외에
도, 모베티아는 각 주의 대표들과 동맹을 맺고 있음. 목표는 유럽과 그 밖의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주 정부들
의 이동성과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EARLALL”website, 2022.03.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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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개인과 기관의 참여를 모두 지원하며, 상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스위스로 들어오
는(incoming) Erasmus 프로그램 참가자들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해외에
서 스위스로 오는 학생과 고등교육 직원도 SEMP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50).
Erasmus와 마찬가지로, SEMP도 참가자들의 해외 경험과 제도적 파트너쉽이 스위스를

교육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한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51). 2014년 이후 Erasmus+는 의무 교육, 전문 또는 직업 교육·훈련, 3
차·성인 교육, 그리고 과외(extra-curricular) 영역의 교육 기회까지 확대되었으며, SEMP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52).
스위스 직업 교육 및 훈련 (VET)을 위한 Erasmus 형태의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다. 스
위스 VET 시스템의 국제화는 이와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부가 가치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비전을 설정했다53). 모베티아는 균일 요금을 허용해 유럽 이동성 프로젝트의 특정 비용을
부담하며, 또한 유럽 업체와의 협력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스위스 참여자의 비용을 부담했다.
직업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지원되는 가에 대해 파악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50) 훈련생(traineeship) 자격은 스위스 고등교육 기관을 통해 조직되어야 함
51) SEMP는 스위스 고등 교육 기관에 자금 지원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교수 및 행정 직원)에게 학습, 교육
및 훈련의 이동성 기회를 줌(“Movetia,” n.d.-b, 2022.03.30. 인출)
- 재학생은 per study cycle(학,석,박) 최대 12개월까지 해외 파트너 고등 교육 기관(HEI)에서 수학 가능하며 학점

인정됨
- 재학생 및 졸업생은 per study cycle(학,석,박) 최대 12개월까지 기업 또는 기타 적합한 해외 직장에서 연수 과정

을 수료할 수 있음
- 전 학부의 모든 강사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최대 두 달까지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고등교육 기관 직원은 파트너인 고등교육 기관에서 추가 직원 교육 및 직무 쉐도잉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

가 있음
52) SEMP는 주로 이동성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Erasmus+ 협업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둔 기관
협력에도 자금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동성 학습(learning mobility) 펀딩 차원에서 SEMP는 Erasmus+
참여 국가 및 영국에서 유학, 교육 활동, 인턴십, 업무 경험, 봉사, 그룹 및 개별 청소년 교류 등을 지원한다.
협력 파트너십은 주로 제도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유럽의 교육 기관, 공공 당국, 사회적 파트너 및 청소년 조
직 간의 국제 협력을 촉진해왔다(“Movetia,” website, 2022.03.30. 인출).
53) 예컨대, 견습생과 최근 VET 졸업생들은 이동성을 통해 개인, 사회, 문화 간 언어 및 기술 능력을 개발해 취업
가능성을 높였다. 직업 훈련 센터 및 직업 학교는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훈련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스
위스의 VET 시스템 강화 및 기술 부족 해소를 통해 국제적 연계를 확대할 수 있다. 전문 협회는 열린 마음을
가진 젊은 전문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인 VET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기관들은 혁신
적인 결과를 개발하고, 모범 사례를 교환하며, 특정 분야의 직업 프로필과 관련해 기술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초국가적(transnational), 유럽적 파트너십(스위스 및 유럽 참여자)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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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54)



이동성 프로젝트: VET 학습자 및 최근 VET 졸업생에 대한 언어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주제별 프로젝트 작업 또는 직업 인턴쉽을 수행. VET(학교 기반 또는 전문적
으로 조직된) 분야의 직원을 위한 기본 및 추가 교육, 직무 쉐도잉, teaching, 네트
위킹 또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교환

[협력]



협력 파트너십은 혁신을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교환하기 위해 VET 분야 기관 간의
/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

[혁신을 위한 제휴]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위한 제휴를 지원하고 보
다 넓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진 행위자(actor)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목표는 노동
시장의 발전, 일반적인 혁신과 지속가능성, 직업 훈련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식
별과 제공하는 것임

[직업적 우수 센터]



국제화 전략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화 및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 우수
센터를 지원함. 프로젝트 형식은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을 취하며, 개
인과 조직의 요구를 고려한 직업 교육 우수성의 상향 수렴을 목표로 함

라. 싱가포르 사례
1) 추진배경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Talent Attraction and Development’를 위해 Internships,
54) 출처: Movetia. (n.d.-c)., from Movetia website: https://www.movetia.ch/en/programmes/europe/swiss-pro
gramme-for-erasmus/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 (2022.03.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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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등 자국기업과 인재양성을 해외 일 경험 확보 통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해왔다55).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 인재 대상 기업의 해외인턴십을 통해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주로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지역 해외 확장에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Enterprise Singapore 홈페이지, 2022). 또한 청년 인재로 하여금 해외 일 경험과 국제화

와 관련된 스킬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56), 특히 이러한 기업과 학생 수요를 연결
하는 파이프라인(pipeline)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다(Lai, 2019). 2019년 10월 기준 60개의
싱가포르 기업이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자, 정보통신 및 미디어, 무역 및 연결, 제조 및 엔지
니어링, 도시 솔루션 및 인프라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110개의 해외 인턴십 기
회와 86개의 관리직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Lai, 2019).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TAC(Trade Associations) 및 IHL(Institute of
Higher Learning)과 협력하여 싱가포르 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TAC는 유망한 싱

가포르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참가 자격을 부여하며, IHL은 싱가
포르 기업에 대한 학생 참여를 유도한다(Enterprise Singapore 홈페이지, 2022).

2) 해외취업 경력관리 운영상의 특징
싱가포르 정부는 인턴십을 통한 기업 주도의 청년 해외취업 경력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경력관리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는
재정지원, 포털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이 주도
하여 인턴십 또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되, 상당한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인턴쉽(Overseas Internshi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70%까지의 인
턴십 수당을 지원하며, 월 800 ~ 1,000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추가적인 지원수당과 교통비
55) The GRT programme is a combination of three existing programmes (the SME Talent Programme, Young
Talent Programme and Go South-east Asia Award) and comprises two components with funding support
for both(Lai, 2019).
56) 싱가포르 GRT 프로그램은 다음 6가지 개인 대상 참여기대효과를 제시함. ➀Get a head start in a highly
competitive job market, especially on the international front. ②Gain work exposure and experience in
key regional markets. ③Acquire in-market knowledge and skillsets to future-proof your careers.
④Structured work and mentorship opportunities with Singapore enterprises facilitates learning.
⑤Exciting opportunities to be part of the business growth journey of Singapore enterprises. ⑥Platform
to grow network of professional contacts.
https://www.enterprisesg.gov.sg/non-financial-assistance/for-individuals/skills-development-for-students/
internships/global-ready-talent-programme-for-individuals/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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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IHL을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은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는 명확한 업무 범위(clear job scope)와 학습 목적
(learning objectives)의 제시, 멘토링 계획(인턴십 대상), 명확하고 구조화된 훈련 및 경력

개발 계획(management associate 대상)이 포함된다(Lai, 2019). 반면, 기업은 대상자를 해
외 파견하는 동안 멘토링 등 일부 정부가 정한 틀 이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이브리드 인턴십(Hybrid Internship)제도
를 통해 기업은 국내 및 해외 사업장에서의 파견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총 6개월 인턴십 기간 싱가포르 기업은 인턴을 4개월 동안 싱가포르 국내 본사에 두고 나
머지 2개월 동안 해외 시장에 파견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운영상
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둘째, 대학 재학생, 신규 졸업자 및 3년 이내 재직자 등 청년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 GRT(Intern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턴쉽의 경우 ITEs, 폴리텍 또
는 대학교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GRT(Management Associate)는 신규 졸업생 또는
해당 기업의 3년 이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3) 해외취업 경력관리 단계별 절차 및 효과57)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 유지에 자국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해외인력에 대한
필요가 상당하며, 동시에 자국 인력이 이러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정책압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부 장관 Chan Chun Sing (2019)은 경쟁력
있는 미래 경제체제는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싱
가포르의 기업들이 계속하여 혁신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싱가
포르를 넘어 해외 시장이 존재하는 각 국가의 문화와 언어, 사회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전문가가 필요하며, 각 개인이 이러한 역량개발에 따르는 편익은 생애에 걸쳐
발생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인력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
는 인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57) 위 내용은 (The Straits Times, 2019/10/21, New scheme to boost young Singaporeans' global exposure an
d help firms internationalize,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companies-markets/new-scheme-toboost-young-peoples-global-exposure-and-help-local-firms)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함.

제3장 국내·외 해외취업 경력개발 및 관리 101

GRT 프로그램은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싱가포르 국적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학부생들에게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
그램이다. 이전에는 국내 인턴십 중심으로 운영되던 SME Talent Programme (STP) 을
2019년 4월 산업통상부 하 싱가포르 기업청이 싱가포르 소재 기업의 해외 거점들이 주로

위치한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중심의 해외 인턴십을 포괄하는 GRT 프로그램으로 개편,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GRT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청년에게 해외 직업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 고용주

가 싱가포르 국민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싱가포르 청년들의
해외 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의 자생력 및 성장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 운영모델 및 절차58)
GRT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학부생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1) 국

내 인턴십, 2) 국내+해외 인턴십, 3) 해외 인턴십, 4) 관리직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
다. 중소기업의 국내 인턴십의 경우 70%의 비용을 보조해주며, 하이브리드 및 해외 인턴십
의 경우 이외에도 여행 경비 및 체류비용을 보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및 직업훈련원 졸업생 및 졸업 후 3년 내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들
은 인턴에게 지불하는 급여 및 정착지원금의 70% (중소기업) 또는 50% (비중소기업)를 정
부에서 보조. 대상자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 주요 소유주의 자녀는 배제하며,
전일제 인턴의 경우 주당 최대 44시간까지 근무. 직업훈련원이나 전문대생의 경우 매달
최소 SGD 800, 4년제 대학생의 경우 SGD 1000 지원하며, 정확한 금액은 지원 전에 명시
하도록 했다.
지원절차는 1) Company Application (최소 인턴십 3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3년마다
재제출)  2) Job Listing Submission (최소 인턴십 2주 전)  3) Internship Application
(최소 인턴십 1주 전)  4) Internship  5) Claim Submission (보조금 신청: 인턴십 종료

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순으로 진행된다(프로그램 관련 모든 지원서는 싱가포르 기업청에
의해 승인을 요함.).
58) (Enterprise Singapore 홈페이지, 2022) 내용을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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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Trade Associations and Chambers가 Approved-in-Principle Partners
로 협력하여 참여 기업과 관련한 관련업무를 관장하며 싱가포르 기업들에게 1) GRT 프로
그램을 통해 인턴십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2) 연합 소속 기업들을
분석하며, 3) GRT 프로그램 참여 이전 단계에서의 각 기업을 평가하고 참가 및 지원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며, 인턴십 공고, 인턴 배치 및 지원금 신청의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List of Participating Trade Association and Chambers
 Action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staurant Association of Singapore
 Singapore Food Manufacturers’ Association
 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n
 Singapore Retailers Association
 SGTech
 Singapore Logistics Association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한지 3년 이내의 청년이
참가할 수 있다.

○ Local Universities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
•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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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Polytechnics
• Nanyang Polytechnic
• Ngee Ann Polytechnic
• Republic Polytechnic
• Singapore Polytechnic
• Temasek Polytechnic
□ 사업 성과(Results & Evaluations)
GRT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에는 생활, 정보통신 및 미디어, 제조업 및 엔지니어링 산

업에서 60개 기업이 참가하여 110개의 해외인턴십 및 86개의 해외 관리직 연수 기회를 창
출. 2020 회계년도 기준 약 800개의 인턴십, 2021 회계년도에는 약 1,000개 이상의 국내
및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였고, 총 142개의 참가기업 중 90% 이상이 고용인원 200명 이하
및 연 매출 100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기업 지원을 통한 5000개의 해외 인턴십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2021년에 GRT Programme 을 통해 인턴십에 참여한 5,513명의 학생 및 1,400개

의 참여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해당 경험을 ‘Good’ 또는 ‘Excellent’
로 평가함. 또한 80% 이상의 응답자가 GRT Programme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하였으며,
50%이상의 학생이 인턴십을 한 업체에서 정직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Good Company Report 2021-2022) 또한, 2021 SMF 리포트에 따르면 인턴십 프로그램

은 참여 교육기관의 종류 및 기업의 분야에 형평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Global Ready Talent Programme - SMF Annual Report 2021).

마. 필리핀 사례
필리핀 해외취업관리국(POEA)은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산하에 속한 해외취업과 관
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으로 해외취업 규제, 알선, 상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김기용, 2018:185). 필리핀 해외취업관리국(POEA)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
구로 해외취업과 관련한 민간/공공 알선과 해외 이주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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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기용, 2018:185).
필리핀은 해외 이주자 대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어 한국 청년의 해외취
업과 목적과 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오랜기간 국가사
업으로 해외취업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다음 세 가지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해외취업증명서 발급(OEC;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하며,
해외취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출국가, 직종 등에 대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김기용, 2018:185) 그리고 해외 지사를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필리핀 해외취업자를 위한 해외지사인 이주필리핀인복지연합은 다음
표와 같이 알선을 담당하는 POEA와는 달리 필리핀의 해외취업 근로자 대상으로 주로 ①
출국 전 사전교육, ② 수용국 내 서비스, ③ 재통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김기용,
2018:192)59).

59) 이주 필리핀인 복지연합(OWWA)은 1977년 마련된 복지기금(Welfare Fund)이 확대된 기구로, 이주근로자 및 가
족의 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필리핀 국내에서 24/7콜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수용국의 대사관/영사관
에서 이주근로자들에게 상담과 법적 지원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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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이주 필리핀 복지연합의 주요 서비스
주요기능

설명
· OWWA는 출국 전 사전교육을 총괄함.
· 출국 전 사전교육은 필리핀 국민에게 의무임.
· 사전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시 해외취업을 알선한 송출업체에 처벌이 가

출국 전 사전교육

해짐
·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업체는 정부가 고안한 표준
강의계획서 활용
· 위탁업체의 질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위탁업체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위탁업
체들에게 수용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One-team approach 전략- 필리핀 공무원이 소속에 상관없이 한팀을 구성
하여 업무수행

수용국 내 서비스

· 필리핀 이주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OWWA 직원이 파견됨
(주요국으로 캐나다, 미국, 사우디, 홍콩, 일본 한국 등 28개국)
· 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고용주는 추후 필리핀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
하게 됨(POEA가 취업알선 및 고용계약체결을 감독).
· OWWA의 재통합 지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가 육성과 사업운영을 위
한 자본금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재통합 지원

· OWWA의 현재 또는 과거 회원은 월수입 만 페소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 운
영을 위해 대출 가능
· 귀한 이주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만큼 체계적이고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음.

자료: 신지원 외(2011). 이주근로자의 적응과 효과적 귀환을 위한 통합정책 IOM 이민정책연구보고서.; 김기용
외(2018:1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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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 사례
1) 추진배경
한국 정부에 의한 해외취업은 1960년대 독일 광부와 간호사 파견으로까지 거술러 올라
갈 수 있으나, 경력개발과 연계한 해외취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실업난 해소와 전문
직 해외취업 활성화 목표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1998년 이후부
터라고 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04년 재정되었으며, 동법 제12조에 글로벌인
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여 정부에게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양성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취업 연수기준 총 17,431명 중 9,548명(약 55%)가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권경득 외, 2021:30).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노무현 정부(해외취업 촉진대책, 2006.3.22),

이명박 정부(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2008.4.29), 박근혜 정부(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2014.11.21)를 통해 청년 고용 지원 부문의 주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질 높은
해외 일자리로의 취업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기업 취업경력을 활용해 국내취업 지
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전용일, 2020:2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조직 현원은 2020년 기준 6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해외취업 뿐만 아니라 해외봉사, 인턴사업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직자 등록 및 관리, 해외취업정보 제공,
해외취업 알선을 담당하고, K-Move스쿨(운영기관은 대학, 전문직업훈련기관, 민간 국외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이 전문연수와 해외취업 알선을 담당한다. 국외에서는 K-Move센터
(KOTRA 등)가 중심이 되어 구인처 발굴,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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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취업 경력관리 운영상의 특징
한국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형태의
간접 관리 방식을 선호했다. 예컨대, 해외취업의 대표격인 K-Move 스쿨 사업은 주로 직업
훈련기관 및 대학과 같은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연수기관이 외국어 및 직무 교육훈련
제공은 물론 해외취업 알선과 경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K-Move스쿨 2개 코스(단
기, 장기)와 트랙Ⅱ의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단기코스(200~400시간)
는 1인당 580만원, 장기코스(600시간)는 1인당 800만원, 트랙Ⅱ(1,000시간 이상)는 1인당
1,35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이러한 추세는 위탁기관을 통한 간접 관리 방식 중심에서 해외취업자 대상 직접
지원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제도, K-Move 센터, 해외취
업아카데미 및 역량강화 동영상 제공 등을 통해 해외취업자 일반 대상으로 경력관리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해외취업 활성화 및 취업 후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
자에게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요건은 34세 이하이고 취업일 기준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인 가구원으로 월드잡 사이트 내
사전구직등록자가 해외취업을 하게 되면, 2021년 기준 선진국 취업자에게는 1인당 400만
원, 신흥국 취업자와 취업애로 청년층에게는 1인당 600만원이 지급된다.

3) 해외취업 경력관리 단계별 절차 및 효과
한국 정부의 해외취업 경력관리 초기 단계의 서비스는 주로 월드잡플러스라는 해외취업
포털을 통해 제공되며, 구직자 등록 및 관리, 진단설계 및 상담, 정보제공, 어학 및 직무교
육, 사후관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Move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나, 해외취업연
수사업 위탁기관에서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은 월드잡플러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전공
과 경력개발 수요와 관련 있는 해외취업 알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대학, 훈련기관, 및 기업에 등록할 수 있다. 해외취업 월드잡플러스 웹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역량진단, 상담, 직무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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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사업에 등록한 경우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최소 200시간에서 최대 1,000시간의 어학
및 직무연수를 받고 해외취업 알선을 받게 된다. 이후 청년의 취업형태, 부모의 소득분위,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취업센터 담당자에 의해 이․전직 상담 또는 국내복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 이전부터 해외취업 직후까지의 경력 관리가 집중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국내 다양한 인적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되
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단년도
기반 연수기관 선정, 해외취업자 실적 기반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의 특성상 개별 연수기관
의 장기성과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다만, 이러한 단년도 연수 기관 선정방식
은 신규진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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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분석 및 논의
앞서 살펴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필리핀, 한국의 해외취업 경력관리 제도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0> 해외취업 경력관리 주요국 제도 비교(파트 1)

주요 정책
목적

추진배경

해외취업
실적
관련제도
시작연도
주무부처
운영기관

싱가포르

한국

유럽 경제와 연계된 국제
적 역량 및 고용가능성
향상

기업의 해외확장에 필
요한 인재공급 및 청
년의 해외 일경험과
국제화 관련 스킬 향상

해외지역전문가
등 글로벌 인재
양성

30,000명
(2020년, 추정치)

200명
(2019년)

6,816명
(2019년)

1987년

2009년

1998년

EU 위원회(EACEA)
국제 또는 Erasmus+
사무소

기업청

고용노동부

TAC 및 IHL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영역

해외교육 및 훈련(고등교
육, 직업교육훈련, 학교,
성인교육), 스포츠, 청년

해외인턴십 및 관리직
취업

해외취업
알선
및 연수취업

지원방식

교육훈련기관 및 참여자
주도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
소가 주도하고 참여
기업 및 학생을 매칭

교육훈련기관 주도

경력개발
지원 사항

학습 계약 체결, 온라인
어학 지원 Erasmus+
학생 헌장, Traineeship
Certificate, Diploma
Supplement Europass
Mobility Document
제공 등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학습 목적 제시, 멘토링
계획(인턴십 대상), 명
확하고 구조화된 훈련
및 경력개발 계획 등

구직자 등록 및
관리, 진단설계 및
상담, 정보제공,
어학 및 직무교
육, 사후관리 등

단기 교육훈련

-

중장기 교육훈련

교육훈련 중심

취업 중심

취업 중심

연계도 높음

연계도 높음

연계도 낮음

해외취업 경
력관리 운영
상의 특징

해외취업 경
력관리 단계
별 절차 및
효과

EU
(스위스, 영국 유사사례)

해외취업
이전
해외취업
단계
국내 재취
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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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스위스, 영국 유사사례 포함), 싱가포르 및 한국 3개국 모두 해외취업 경력개발 지원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추
진배경’ 측면에서 3개국 모두 청년의 해외 일경험과 국제화 관련 스킬 향상을 위해서 해외
취업 경력개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운용 목적은 해외취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외취업 연수와 같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기반을 갖추는 형태로 변화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 별로 상
이한 추진배경은 각국의 해외진출 대상국가의 범위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U의
경우 근래에 Erasmus+로 개편되면서 비EU국가로의 이동을 포함했지만 대체적으로 EU 국
가간 교육 및 노동시장의 통함이라는 목표하에 EU 국가 내의 이동에 머물렀으며, 싱가포르
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등 가까운 해외로 진출한 자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해외취업 대상 국가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흥국의 참여를 제도적으
로 장려하는 형태로 개방형 체제로 운영해왔다. 이는 한국은 해외취업 규모 자체를 높인다
는 정량적 정책목표를 두어 비교적 명확한 목표설정이 가능했지만, 해외취업의 적정규모
유지 및 질 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컸다. 예컨대, 한국은 K-Move 센터를 전세
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거점국가 3~5곳을 지정하여 집중
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경력관리를 위한 질 관리에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EU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취업률, 임금과 같은 해외취업을 경력관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하
나의 긍정적 산출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자국의 상황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같은 정성적
성과 지표를 제시하여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취업 경력관리 운영상의 특징’ 측면에서 3개국 모두 해외취업 경력관리 프로
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전문 운영기관이 체류비, 교통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며, 경력개발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한다
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EU의 경우 교육훈련, 스포츠 등으로 지원 영역이 가장 포괄적이
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취업에 집중화된 프로그램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 또
한, EU와 한국의 경우 교육훈련기관과 해외취업자에게 각각 비용을 지원하지만, EU가 지
원금액의 비중 및 해외취업처 확보 등 주요 과업을 참여자에게 권한을 크게 부여했으나,
한국의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은 개인보다는 교육훈련기관에 권한을 부여했다는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주로 기업에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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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권한을 집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 해외취업 경력관리 단계별 절차 및 효과’ 측면에서 3개국 모두 온라인으로 해외
취업 검색과 등록 절차를 갖추고 있고, 해외취업과 관련된 정부 또는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U와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해외취업 이전 단계에서 어학 및 직무 교육훈련은 물론 상담 등
제반 서비스가 강력하고 비교적 장기간 지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U는 주로 온라인
기반으로 어학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며, 개별 Erasmus+ 사무소 등에서 오프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으로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는 3개국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나, EU의 경우에 참여국간 교육 및 자격 연계제도가 발전되어 있으며, Europass
Mobility Document와 같은 해외취업 경력인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있다. 이

러한 사례는 비단 해외취업 단계뿐만 아니라 국내 재취업 연계 단계에서도 활용될 가능성
이 큼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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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외취업 경력개발 현황분석
1. 해외취업 이전
해외취업은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정부에서도 통계를 내는 기준도 상이하나60), 이 연
구에서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데이터가 해외취업
자의 규모 및 지원방식 면에서 정부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폭넓게 대상
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에 대한 상황을 심도있게 모니터
링하기 위해서는 저량(stock)보다는 유량(flow)형태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
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신청한 2018년 기준 총 4,340명의 해
외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2021년까지 이들의 해외취업 준비 단계부터, 실행 및 국내
재정착 등 이후 단계까지의 경력개발 현황을 분석했다. 각 분석 기준별 데이터가 결측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해외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0대 청년이 해외취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령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해외
취업 연령이 취학 적정 기준 졸업 나이와 맞닿아 있으므로 해외취업은 생애 초기 단계 경력
개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20대가 해외취업을 나서는 현
상은 중장년이 다수인 개도국형 취업중심61)에서 청년이 다수인 선진국형 일경험 중심62)에
60)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해외취업자는 2,895명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한
다(한국교육개발원 2020.12).
61)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의 연령대별 취업자는 「30대」(27만 3천 명, 30.8%)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23만 1천
명, 26.1%),「40대」(17만 명, 19.2%) 순으로 많음. 한편, 체류자격별 취업자는「비전문취업」(26만 2천 명,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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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성별은 남자가 1,659명, 여자가 1,826명으로 나타나 여성 취업자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 비중이 높은 분야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단계에서는 상업 및
가사 계열, 전문학사 단계에서는 사회, 인문, 예체능 계열, 학사 단계에서는 공학을 제외한
인문, 교육, 자연, 예체능 전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석사 단계에서는
인문, 사회 계열에서 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와 인천으로 묶이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비중 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은 해외취업자
에 대한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지역별 요인이 최소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을 시사한다. 부산 및 광주 등 해외취업 연수기관 등 해외취업을 담당한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해당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처를 확보하
여 갈 수도 있지만, 해외취업을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취업자의 학력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학사 출신 해외취업자가 3,253명으로 전체의
78.3%로 다수를 차지하며, 전문학사 출신 15.9%, 석사 출신 4.1%, 직업계고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학사 출신이 과다 대표되고, 상대적으로 직업계고, 전문대
학, 대학원은 과소대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교육수준(학력
별 인구분포)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중학교 이하 11%, 고등학교 39%, 고등교육 51%
를 차지했다(통계청 홈페이지)63). 교육부 2018년 졸업자 통계에 의하면 직업계고 10.7%64),
전문대학 23.1%, 일반대학 43.8%, 대학원 13.2%의 비중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
발원, 2021.12; 교육부, 2021.8)65).

이 가장 많고, 「재외동포」(19만 9천 명, 22.5%),「방문취업」(17만 1천 명, 19.3%) 순임(통계청, 법무부,
2018.12.19.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62)https://m.facebook.com/630809920303095/photos/a.644957458888341/3701070546610335/?type=3&source
=57&__tn__=EH-R
63)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0, 2022.3.15. 인출
64)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69,663명, 마이스터고 6,735명, 일반고직업반 3,596명
65) 2018년 분석대상 졸업자 739,766명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는 78,994명이며(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12),
전체 고등교육기관 660,772명 중 일반대학 323,735명, 전문대학, 171,210명, 대학원 97,532명으로 나타났다(교
육부,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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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해외취업자 학력 유형별 기본 인적 특징

고교 이하
공업
상업
직업
가사
계고
예체능
기타
일반고
전문학사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학사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석사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박사
합계

평균
연령
(2018년
기준)

인원
(수)

비중
(%)

62

1.5

13

0.3

31

18

0.4

11

성별
(인원 수)

지역
(인원 수)
비수
수도권
도권

소득분위
1-3
분위

4분위
이상

45

36

26

9

10

3

8

10

12

6

6

1

10

7

4

0

1

1

0

0

1

22

4

2

0

9

3

6

28

7

3

3

7

4

6

266

260

259

392

316

335

6

27

21

18

17

22

50

127

92

110

102

100

남

여

30

19

17

11

0

4

22

4

7

0.3

19

4

-

-

-

10

0.2

10

0.2

654

15.9

39

0.9

25

204

4.9

25

-

-

29

0

1

1

0

0

1

250

6.0

25

141

26

77

167

117

127

45

1.1

25

21

20

18

27

18

27

22

0.5

26

10

9

4

18

12

10

67

1.6

26

22

40

28

39

35

32

32

0.8

26

16

10

18

13

15

16

3,253

78.3

1,223

1,387

1,326

1,914

1,490

1,750

800

19.3

27

241

400

337

462

383

416

1131

27.2

27

424

484

461

665

522

604

41

1.0

27

9

28

16

25

23

18

693

16.7

27

407

123

295

396

307

384

180

4.3

27

53

96

68

111

72

107

61

1.5

26

17

41

18

42

26

34

297

7.1

27

55

194

118

177

133

162

28

17

21

13

36

24

25

60

78

64

104

88

80

50

1.2

169

4.1

26

0.6

29

5

12

7

19

12

14

62

1.5

30

18

32

27

34

33

28

-

-

31

3

2

1

5

4

2

39

0.9

30

23

10

14

25

22

17

10

0.2

31

5

4

5

5

6

4

-

-

26

0

2

1

1

1

1

12

0.3

30

1

10

6

6

5

7

20

0.5

32

5

6

3

9

5

7

11

0.3

32

5

2

2

9

6

5

4,154

100.0

1,584

1,746

1,668

2,464

1,936

2,196

전공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공학 및 인문 계열이 강세

118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를 나타냈다.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사 출신 해외취업자의 경우, 사회 계열이 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문 계열 19.3%, 공학 계열이 16.7%를 차지했다. 그 다음 비중을 차
지하는 전문학사 출신도 공학 계열이 6.0%로 가장 많고, 그다음 사회 계열이 4.9%로 그
뒤를 이었다.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사회 계열이 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공학 계열
0.9%, 인문 계열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 졸업자 통계 2018

년 기준 사회(26.0%)와 공학(25.7%) 계열이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을 반영하였
으나, 교육(5.9%), 자연(10.6%), 의약(10.7%), 예체능(12.1%) 분야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
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12)..
다음 그래프는 최종학력 수준별로 해외취업의 다양한 경로, 즉, 민간해외취업, 정부지원
해외알선, 정부 지원 해외연수, 정부 지원 해외인턴취업,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대부분 스
스로 해외취업한 자가 취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기타 분류된 자가 취업의 비중은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
는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수준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
단계에서는 정부 지원 해외알선사업과 민간해외취업 비중도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4-1] 최종학력별 해외취업 경로

다음 그래프는 해외취업자가 해외취업 이전 획득한 학위의 전공계열별로 자가 취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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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해외민간, 해외알선, 해외연수 및 해외인턴 등 어떠한 경로로 해외취업 했는가를 나타
낸다. 분석결과,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공학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사회 및 인
문 분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4-2] 전공계열별 해외취업 경로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통해 해외취업한 이들의 유학경험과 해외
취업을 포함한 일경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선행 경험은 어학 및 직무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인해 해외취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유학 경험 관련 전체 응답자의 9.06%가 해외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해외유학 경험
을 학위가 아닌 어학연수, 직업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유학의 비중은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외 유학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문학사의 경우 6.2%에서 학사 8.8% 그리고
석사는 36.4%로 나타났다. 학력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해외 유학은 전문학사의 경우,
의약과 사회 계열에서, 학사와 석사의 경우 모두 사회와 교육계열에서 평균과 비교하여 높
게 나타났다.
해외취업자의 외국어 수준은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
장 높은 외국어 수준을 보유한 그룹은 석사 집단으로 인문 및 사회 계열이 각각 84%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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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상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주류 집단인 학사 그룹
은 인문 및 의약 계열이 각각 68.8%, 66.7%가 중상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응
답했다. 한편, 2개 국어 이상을 구사 여부에 대해서도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이전 경력개발 관련 일 경험 보유자는 2,259명으로 전체의 53.6%
인 다수가 일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취업자 중 일 경험 보유자 사이에
서 해외취업형태로 일 경험을 보유한 이들은 23.1%로 추정되었다. 참고로 해외취업 정착지
원금 지원대상에는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같이 주로 해외취업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도 있지만, 해외취업 알선, 인턴, 또는 자가 취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해외
일 경험을 확보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단계별로 살펴보
면, 학사 단계에서 일 경험 보유자의 절대적 비중이 80.5%로 높으며, 상대적 비중 또한 타
단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학사 학력 비중은 78.3%나, 학사 중 일 경험 보유자는
80.5%임) 또한,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사회 계열이 38.2%로 일 경험한 이들의 비중이 타

계열보다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학력 단계(고교 제외)에서 사회 계열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해외취업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1~3분위에 비해 4분위 이상에서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비중이
높고, 자가 취업(기타)의 비중이 작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선정 관련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외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참여가
쉬운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3] 소득분위별 해외취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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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응답자 해외 유학/일 경험 기간
어학
해외 유학
비중(%)
고교 이하
공업
직
상업
업
가사
계
예체능
고
기타
일반고

일 경험 보유자

중상 2국 이상
인원수
이상
비율
비율(&)
(%)

일 경험 기간

전체
비율
(%)

해외
비율
(%)

1년
미만

1년
이상~2 2년 이상
년 미만

4.8

61.9

16.1

32

1.42

0.35

0.39

0.26

0.71

7.7

45.4

0.0

7

0.31

0.13

0.04

0.09

0.18

0.0

53.3

38.5

6

0.27

0.09

0.09

0.04

0.09

0.0

66.6

0.0

5

0.22

0.04

0.18

0

0.04

0.0

-

0.0

0

0.00

0.00

0.00

0

0.00

11.1

62.5

0.0

5

0.22

0.00

0.04

0.09

0.09

10

44.4

0.0

9

0.40

0.09

0.04

0.04

0.31

전문학사

6.2

70.51

13.3

297

13.15

2.64

3.07

4.24

5.91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석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박사
합계

2.6

60.0

25.0

22

0.97

0.13

0.27

0.22

0.53

7.5

56.5

16.9

122

5.40

1.15

1.51

1.47

2.40

1.6

50.2

10.7

72

3.19

0.66

0.53

1.16

1.51

4.4

48.2

11.5

19

0.84

0.09

0.27

0.27

0.31

13.6

52.9

10.0

12

0.53

0.04

0.18

0.09

0.27

6.1

58.1

16.7

37

1.64

0.35

0.27

0.76

0.62

32.3

75.9

11.1

13

0.58

0.22

0.04

0.27

0.27

8.8

79.0

28.4

1,792

79.33

18.91

21.65

25.72

31.92

6.7

68.8

41.8

473

20.94

4.25

4.80

7.56

8.63

13.2

63.8

30.9

690

30.54

7.22

8.71

9.83

12.01

9.8

62.5

28.6

27

1.20

0.18

0.18

0.58

0.44

3.9

58.9

21.2

286

12.66

2.12

3.51

3.56

5.51

3.4

58.9

22.0

99

4.38

1.02

1.56

1.38

1.42

5.0

66.7

20.0

26

1.15

0.27

0.13

0.36

0.67

5.8

57.5

15.7

164

7.26

1.15

2.40

2.05

2.80

53.1

60.4

30.4

27

1.20

2.70

0.36

0.4

0.44

36.4

87.63

40.5

132

5.83

1.24

1.42

1.64

2.8

38.5

84.0

0.0

24

1.06

0.27

0.49

0.31

0.27

53.3

77.2

41.7

50

2.21

0.71

0.49

0.49

1.24

0.0

66.7

0.0

5

0.22

0.00

0.00

0.04

0.18

20.5

57.1

46.2

26

1.15

0.18

0.22

0.36

0.58

10.0

70.0

-

10

0.44

0.04

0.09

0.18

0.18

0.0

100.0

0.0

1

0.04

0.00

0.00

0.04

0.00

25.0

66.7

40.0

7

0.31

0.00

0.04

0.13

0.13
0.22

60.0

66.7

66.7

9

0.40

0.04

0.09

0.09

20.3

83.33

60.7

6

0.27

0.00

0.04

0.13

0.09

2,259

100

23.14

26.57

31.99

41.43

총계

주) 전문학사 교육계열(1명)은 기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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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이전 경력개발 관련 일 경험 기간은 대체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년 미만은 일 경험 보유자는 전체의 26.6%,
1년 이상 2년 미만은 전체의 32.0% 그리고 2년 이상자도 41.4%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취업자의 대부분 해외취업 개시 나이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20대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해외취업 전 경력 보유는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
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이전 해외취업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해외취업 알선, 해외취업연수,
민간취업, 인턴, 그리고 자가 취업(기타)을 살펴보면 취업 경로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
다. 전체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수령자 중 해외 및 국내 취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자가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해외연수, 민간취업, 해외알선, 해외인턴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비중 변화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이전
해외취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과 국내취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간의 비중에
상대적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이 국내 기반을 둔 청년 대상으로 해외취
업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운영됨에 따른 의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이전 해외취업 여부 비율별 취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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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취업 실시단계
해외취업자의 해외취업 기간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금 기한인 1년 기준으로 살펴보
았을 때, 대체로 해당 기간 취업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은 지급 시기를 해외취업한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1차, 6개월이 지난 후 2차 그리고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3차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1개월, 6개

월, 12개월 각 시점에 해외취업 이후 잔류하는 인원에 대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분석결과,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수령 인원은 4,131명(1차), 3,459명(2차), 1.953명(3차)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며, 1차 대비 2차의 비중은 83.9%, 3차의 경우 47.4%로
지원 기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절반 이상의 지원 대상자가 해외취업을 지속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해외취업자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문학사 단계에서는 공학과
사회 계열 순이며, 학사 단계에서는 인문, 사회, 공학 계열의 순이며, 석사 단계에서는 사회
와 공학 계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취업이 지속하는 기간에도 안정적으
로 지속하였다.
해외취업자가 정규직인가 또는 비정규직인가에 대해서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DB를 통
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해외취업자가 정규직이면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하므로 업무의 내용과
처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고용주의 지원을 받는데 쉬울 가능성이
있다. 분석결과, 해외취업 종사 지위상 초기 단계인 1차 시기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
보다 비중이 더 높았으나(1차 : 정규직 비중 37.7%), 2차 및 3차 시기부터 비정규직과 정규
직 비중 격차는 좁혀지는 현상이 나타났다(2차 : 정규직 비중 38.2%, 3차 : 정규직 비중
45.0%). 즉, 해외취업 기간이 지속할수록 정규직이면 해외취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해외취업 연봉을 살펴보면, 전체 해외취업자의 평균연봉은 28,416,500원으로 나타났으
며,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전문학사와
학사 단계에서는 의약 계열이 가장 높고66) 공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으나, 학
66) 전문학사 교육은 해외취업자가 소수(1명)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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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계에서는 추가로 사회 계열도 높게 나타났다. 석사 단계에서는 타 계열보다 공학과
사회 계열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해외취업 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비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때 해외취업비자는 학
생과 인턴 비자를 제외한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포함한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수령자 대상 1차와 2차의 경우 취업비자는 각 3,163건, 2,658건으로 전체의 76.8%였으며,
3차의 경우에는 87.9%로 비중이 높아졌다. 취업비자가 최소 1년 이상 발급된 데 비해 학생

과 인턴 비자는 1년을 넘기기 어려운 제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비자만료 전에 취업비자
등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현지 체류가 어려워짐으로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는 만
1년(12개월) 시점부터 수치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수령자의 첫 번째 일자리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취업자의 비
중이 높은 직종을 우선순위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30개를 순서대로 나타냈다. 참고로 직종
분류는 한국과 각 해외국가의 분류방식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분류는 쉽지 않으나, 해외취
업자가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상의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토대로 입력하였으
며, 이 연구에는 이러한 분류결과를 토대로 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작업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해당 30개 직종에 취업한 해외취업자는 4,044명으로 전체의 93.2%에 해당하
며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단일 직종으로는 경영 관련 사무원이 1,143명(전체의 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전문가 698명(전체의 16.1%), 여가
서비스 종사자 312명(전체의 7.2%)의 순이었다. 상위 세 개 직종의 합이 전체 직종의
49.8%를 차지하여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디자이너(239명), 판매 및 운

송관리자(197명),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185명), 운송서비스 종사자(152명), 기계 로봇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0명), 영업 종사자(106명), 정보시스템과 웹 운영자(79명)이 상위
10위권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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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1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단위 : 명, %)

첫 직업 유형
정규직

고교 이하
공업
직
상업
업
가사
계
예체능
고
기타
일반고
전문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석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박사
합계

비정규직

취업
비자
(2년 이상)

연봉

인원수

(%)

인원수

(%)

20
6
7
1
0
3
3
317
11
57
1
203
12
5
15
13
1162
344
336
17
321
44
20
54
26
53
7
14
1
21
4
0
2
4

1.28
0.39
0.45
0.06
0.00
0.19
0.19
20.37
0.71
3.66
0.06
13.05
0.77
0.32
0.96
0.84
74.68
22.11
21.59
1.09
20.63
2.83
1.29
3.47
1.67
3.41
0.45
0.90
0.06
1.35
0.26
0.00
0.13
0.26

42
7
11
10
1
6
7
334
28
145
0
41
33
17
52
18
2078
455
790
24
370
135
40
241
23
115
19
47
5
18
6
2
10
8

1.63
0.27
0.43
0.39
0.04
0.23
0.27
12.97
1.09
5.63
0.00
1.59
1.28
0.66
2.02
0.70
80.66
17.66
30.67
0.93
14.36
5.24
1.55
9.36
0.89
4.46
0.74
1.82
0.19
0.70
0.23
0.08
0.39
0.31

(평균)

(중간값)

27,800,000
20,500,000
20,000,000
36,400,000
24,400,000
27,600,000
21,400,000
23,100,000
35,300,000
25,000,000
20,100,000
34,300,000
25,000,000
24,600,000
26,300,000
27,500,000
28,600,000
28,100,000
27,200,000
124,000,000
28,100,000
26,300,000
28,400,000
34,400,000
33,700,000
35,500,000
28,900,000
26,100,000
32,500,000
35,400,000

27,000,000
16,000,000
19,600,000
36,400,000
20,800,000
27,200,000
20,000,000
22,400,000
35,300,000
23,200,000
18,100,000
26,200,000
24,400,000
23,300,000
24,700,000
26,000,000
26,000,000
25,000,000
26,600,000
32,600,000
27,200,000
24,400,000
24,800,000
27,300,000
28,600,000
30,100,000
27,200,000
26,100,000
28,200,000
27,100,000

59
12
18
11
1
9
8
626
38
196
1
243
41
20
58
29
2337
698
784
37
490
97
52
134
45
132
20
48
4
35
8
0
8
9

4

0.26

7

0.27

45,240,000

39,100,000

9

3,104
100.00
2,569
100.00
3,163
주) 취업비자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인턴 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기타 중 워킹홀리데이 및 취업비자 2가지 종
목을 합산한 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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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단위 : 명, %)

첫 직업 유형
정규직
인원수
고교 이하
공업
상업
직업
가사
계고
예체능
기타
일반고
전문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석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박사
합계

비정규직
(%)

인원수

(%)

연봉
(평균)

연봉
(중간값)

취업
비자
(2년 이상)

17
1.29
28
1.31
단위/원
단위/원
44
5
0.38
6
0.28
27,500,000
27,000,000
11
6
0.45
9
0.42
21,300,000
16,100,000
15
1
0.08
4
0.19
21,300,000
17,600,000
5
0
0.00
1
0.05
36,400,000
36,400,000
1
2
0.15
3
0.14
25,900,000
20,800,000
5
3
0.23
5
0.23
28,100,000
27,800,000
7
263
19.88
260
12.18
509
9
0.68
16
0.75
22,300,000
20,100,000
25
42
3.17
120
5.62
22,800,000
21,900,000
159
1
0.08
0
0.00
35,300,000
35,300,000
1
175
13.23
35
1.64
25,200,000
23,200,000
212
7
0.53
26
1.22
19,900,000
17,600,000
31
5
0.38
12
0.56
37,000,000
33,100,000
16
13
0.98
38
1.78
24,600,000
24,300,000
43
11
0.83
13
0.61
24,300,000
23,300,000
22
990
74.84
1747
81.8
1,985
284
21.47
384
17.98
26,400,000
24,800,000
582
286
21.62
674
31.55
27,600,000
26,100,000
671
16
1.21
22
1.03
28,500,000
26,200,000
34
281
21.24
323
15.12
28,100,000
24,900,000
434
38
2.87
102
4.78
27,000,000
26,200,000
79
16
1.21
35
1.64
141,000,000 33,100,000
45
48
3.63
190
8.90
28,600,000
27,200,000
106
21
1.59
17
0.80
27,300,000
24,500,000
34
49
3.71
94
4.39
111
6
0.45
15
0.70
29,100,000
26,700,000
18
12
0.91
40
1.87
33,600,000
27,300,000
41
1
0.08
4
0.19
30,100,000
27,500,000
4
19
1.44
14
0.66
36,100,000
32,700,000
29
4
0.30
5
0.23
29,200,000
27,800,000
7
0
0.00
2
0.09
26,100,000
26,100,000
0
1
0.08
9
0.42
31,600,000
28,200,000
6
6
0.45
5
0.23
25,400,000
22,700,000
6
4
0.30
7
0.33
45,240,000
39,100,000
9
1,323
100.00
2,136
100.00
2,658
주) 취업비자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인턴 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기타 중 워킹홀리데이 및 취업비자 2가지 종
목을 합산한 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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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3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단위 : 명, %)

정규직
인원수
고교 이하
공업
직
상업
업
가사
계
예체능
고
기타
일반고
전문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석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박사
합계

첫 직업 유형
비정규직
(%)

인원수

(%)

연봉
(평균)

연봉
(중간값)

취업
비자
(2년 이상)

10
1.13
19
1.76
- .
28
4
0.46
4
0.37
27,200,000
27,400,000
8
3
0.34
5
0.46
21,000,000
17,300,000
8
1
0.11
2
0.19
24,400,000
20,000,000
3
0
0.00
1
0.09
36,400,000
36,400,000
1
1
0.11
3
0.28
28,100,000
28,100,000
4
1
0.11
4
0.37
30,100,000
29,800,000
4
161
18.33
129
11.97
- .
286
2
0.23
11
1.02
22,300,000
20,100,000
13
18
2.05
56
5.19
23,800,000
21,600,000
73
- .
117
13.31
26
2.41
25,300,000
23,200,000
143
4
0.46
6
0.56
21,000,000
19,800,000
10
4
0.46
2
0.19
41,000,000
42,900,000
6
8
0.91
21
1.95
23,200,000
23,200,000
26
8
0.91
7
0.65
24,000,000
23,100,000
15
674
76.67
863
79.97
- .
1,318
190
21.62
214
19.83
27,200,000
25,100,000
383
192
21.84
342
31.70
28,000,000
26,000,000
448
11
1.25
16
1.48
30,800,000
27,100,000
25
203
23.09
138
12.79
28,900,000
25,500,000
300
25
2.84
46
4.26
27,700,000
26,000,000
50
9
1.02
16
1.48
251,000,000
29,100,000
23
29
3.30
82
7.60
29,400,000
27,200,000
66
15
1.71
9
0.83
28,800,000
24,500,000
23
32
3.64
63
5.84
- .
80
5
0.57
10
0.93
28,100,000
25,300,000
12
9
1.02
31
2.87
32,800,000
27,300,000
35
0
0.00
2
0.19
36,500,000
36,500,000
1
12
1.37
8
0.74
36,000,000
31,200,000
19
3
0.34
4
0.37
28,700,000
27,800,000
6
0
0.00
1
0.09
27,200,000
27,200,000
0
0
0.00
3
0.28
31,700,000
32,700,000
2
3
0.34
4
0.37
22,600,000
22,100,000
5
2
0.23
5
0.46
44,880,000
44,900,000
5
879
100
2,148
100
- .
1,717
주) 취업비자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인턴 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기타 중 워킹홀리데이 및 취업비자 2가지 종
목을 합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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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직종 중 유사한 직종은 명칭은 다르지만,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경영 관련 직종은 경영 관련 사무원(1,143명) 외에도 영업종사
자(106명), 회계 및 경리 사무원(70명),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66명), 행정사무원(21명),
고객서비스 관리자(32명)로 총 1,438명으로 전체 직종의 33.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ICT
관련 직종은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698명), 정보시스템과 웹 운영자(79명),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29명),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27명)로 총 828명으로 전체
직종의 19.2%를 차지했다. 대체로 경영 관련 직종과 ICT 관련 직종이 전체 해외취업의 다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종에 따라 해외취업 근무 장소가 선진국 또는 신흥국 중심으로 분류가 가능한
직종이 있다. 예컨대, 어느 한 직종이 선진국 또는 신흥국 국가 유형에 포함되는 비중 70%
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선진국의 취업 비중이 높은 직종은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
트웨어 전문가(97.1%), 여가 서비스 종사자(89.1%), 디자이너(90.8%), 기계·로봇 공학 기술
자 및 시험원(95.3%), 영업종사자(75.5%), 회계 및 경리 사무원(85.7%), 식음료 서비스 종사
자(87.3%), 조리사(94.0%),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85.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82.9%),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97.0%),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83.9%), 데이

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86.2%),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81.5%), 매장판매종사자(8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흥국의 취업 비중이 높은 직종은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27.0%),
운송서비스 종사자(14.5%),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19.7%),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
리자(18.8%), 간호사(19.2%), 행정사무원(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
어느 한 직종에 편중되지 않은 직종은 판매 및 운송관리자(42.1%),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
자(53.2%),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54.9%),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41.9%),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56.4%),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43.3%), 감정·기술 영업 및 중
개 관련 종사자(3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직업 유형 중 정규직 비중이 높은 직종(해당 직종의 정규직 비중 70% 기준)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79.8%), 기계·로봇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73.3%), 전기·전자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77.1%),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82.8%)로 주로 ICT 분야
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경영 분야 직종과 서비스 분야 직종은 대체로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에 해외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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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해외 첫 직업 직종별 해외취업 경로별 해외취업자 수
기준 상위 10개 직종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자가 취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운송서비스종사자이며, 그다음 정보시스템과 운영자,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자 직종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
트웨어전문가이며, 기계 로봇 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디자이너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업인력공단에서 해당 연수 과정을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했다는 특징과
함께 이들 직종은 연수 과정을 통해서 해외취업 연계가 비교적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종 다양화를 통한 사업확대를 의도
한다면, 한국인 대상 해외취업이 활성화되어있으나, 해외취업연수 또는 알선사업을 통한
해외취업 비중이 높지 않은 직종 중심으로 취업처 개발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첫 직업 유형별 취업 경로(해외)_TOP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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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첫 직업 유형(TOP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경영 관련 사무원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
어전문가
여가 서비스 종사자
디자이너
판매 및 운송관리자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운송서비스 종사자
기계·로봇 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영업종사자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회계 및 경리사무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조리사
전기·전자공학 기술자와 시
험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상품 기획 ·홍보 및 조사
전문가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치료·재활사와 의료기사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
문가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
련 종사자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간호사
행정사무원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종사자
합계

첫 직업 유형

총합

선진국
비율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149

63.8

261

22.7

888

77.3

698

97.1

557

79.8

141

20.2

312
239
197
185
152

89.1
90.8
42.1
27.0
14.5

87
35
51
60
26

27.9
14.6
25.9
32.4
17.1

225
204
146
125
126

72.1
85.4
74.1
67.6
82.9

150

95.3

110

73.3

40

26.7

106
79

75.5
53.2

47
32

44.3
40.5

59
47

55.7
59.5

71

54.9

22

31.0

49

69.0

70
66
55
50

85.7
19.7
87.3
94.0

21
11
11
15

30.0
16.7
20.0
30.0

49
55
44
35

70.0
83.3
80.0
70.0

48

85.4

37

77.1

11

22.9

43

41.9

10

23.3

33

76.7

39

56.4

14

35.9

25

64.1

35
33

82.9
97.0

2
6

5.7
18.2

33
27

94.3
81.8

32

18.8

4

12.5

28

87.5

31

83.9

15

48.4

16

51.6

30

43.3

8

26.7

22

73.3

29

86.2

24

82.8

5

17.2

29

31.0

11

37.9

18

62.1

55.6
34.6
19.0
0.0
42.9
-

12
17
17
21
12
2,530

44.4
65.4
81.0
100.0
57.1
-

27
26
21
21
21
4,044
주) 총 99개 직종 분류 중 상위 30개 직종을 추출하여

정규직

81.5
15
19.2
9
9.5
4
61.9
0
81.0
9
1,514
분류하였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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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재정착 단계
해외취업 이후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정착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외취
업 실시 단계에 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는 점과 비교된다. 또한, 유럽 등 많
은 국가에서는 청년의 해외 진출 이후 국내 취업, 고용 가능성 증대 효과, 역량 향상 등
성과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점과도 대조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해외취업이
한국 인력을 해외로 내보낸 이후에는 이들의 경력개발은 주된 정책적 관심이 아니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취업 정책 지
원의 주된 대상인 MZ 세대의 초기경력 형성으로서 해외취업을 마주하는 현상은 국내 재정
착 등 보다 장기적으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요를 개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자
의 해외취업을 마친 후 2021년 12월 말까지의 국내 취업 상황을 국내고용보험 DB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해외취업자 총 4,121명 중 총 1,931명으로 전체의 46.9%가 국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기
준)하였다. 다만, 취업 인원으로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조사 시점 중 해외취업 지속 상태이
거나, 국내로 복귀했으나 국내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해외취업 대비 국내 취업한 이들의 국내 재취업 복귀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학사
80.4%(해외취업 654명, 국내 재취업 526명), 학사 80.2%(해외취업 3,253명, 국내 재취업
2,609명), 석사 81.7%(해외취업 169명, 국내 재취업 138명)로 나타나 대체로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들 중 해외취업 이후 국내 첫 번째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근무한 안정적
취업한 사람은 총 990명으로 전체 국내 취업자의 53.8%에 해당했다.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46.2%가 국내 재정착 단계에서 6개월 미만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해외취업 종료 기간 추정이 가능한 해외취업 정착 지원
금 1차 및 2차 대상자 1,145명의 해외취업 종료 후 국내 첫 취업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미만은 257명(22.4%), 6개월 이상은 888명(77.6%)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해외취업자

가 해외취업을 마친 후 국내 취업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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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전문학사와 석사보다 학사 집단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재정착한 해외취업자 1,931명 중 733명(38.0%)을 제외한 1,198명(62.0%)은
해외취업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경험한 후 해당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 첫 번째
일자리 상실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827명(69.0%)으로 가장 많고, 계약만
료가 245명(20.5%), 그리고 경영상 필요 162명(1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외취업과 국내 재정착 취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대체로 해외보다 국내 취업 시 임
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경력의 축적과 같은 인적자본의 형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석사학위 및 박사 학위의 경우에는 해외보다 국내 취업 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추세가
뚜렷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또한, 해외 및 국내 임금 차이는 성별로 인한 특별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해외취업 임금(중간값 기준, Top 30 직종 한정) 측면에서는 간호사(치료·재활
사와 의료기사 포함),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디자이너, 판매 및 운송관리자와 같이 보건, 건축, 디자이너, 운송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취업 임금(중간값 기준, Top 30
직종 한정) 측면에서는 운송서비스 종사자,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간호사,
전기·전자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정보시스템과 웹 운영자,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전
문가, 기계·로봇 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직종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 이후 국내 재정착
단계에서의 국내 직종의 임금수준은 해외취업 분야의 고임금 직종인 전문 서비스직도 일부
포함된 가운데, ICT 분야 관련 직종이 상당수 새로이 포함되었다. 해외취업과 국내 재정착
취업의 직종 간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전체 30개 직종 중에 상승 16개 직종, 유지 1개,
하락 13개 직종으로 어느 한쪽이 우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직종별로 20%P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직종 중 해외보다 국내 임금수준이 높은 직
종은 운송서비스(37.4%P),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30.6%P), 행정 사무원
(25.8%P),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21.0%P), 여가 서비스 종사자(20.0%P)이었으며, 국내보

다 해외 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은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40.3%P), 매장 판매 종사자
(34.7%P),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31.2%P),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21.0%P),

회계 및 경리 사무원(20.0%P)으로 나타났다. 국내보다 해외임금 수준이 높은 직종 종사자
가 임금수준 기준 국내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직종의 해
외경력 인정 등 추가적인 정책개선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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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취업 소요 기간 및 상실 사유
(단위 : 명, %)

국내 안정적
일자리
6개월
6개월
미만
이상
고교 이하
공업
상업
직업
계고
가사
기타
일반고
전문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학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석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기타
박사
합계
총계

23
1
5
7
4
6
159
14
62
32
19
5
17
10
638
146
245
7
111
44
10
67
8
30
6
13
1
5
3
0
2
0
0
850

8
5
1
1
1
0
114
6
44
35
7
5
14
3
828
165
303
11
181
53
24
82
9
37
6
15
2
4
3
2
1
4
3
990

해외취업 종료 후
국내 첫 취업 소요 기간
6개월
6개월
미만
이상
7
1
1
1
2
2
39
4
10
9
7
2
4
3
200
48
78
2
35
10
4
20
3
11
2
5
2
1
0
0
0
1
0
257

12
1
3
5
1
2
135
10
62
26
12
6
14
5
720
140
254
5
155
55
19
82
10
20
5
5
0
5
1
1
2
1
1
888

상실 사유
기타
11
18
3
4
3
2
6
140
12
55
26
19
5
16
7
636
149
226
7
115
45
17
71
6
32
6
17
1
2
2
1
1
2
1
827

32

23

기타

4
3
3
2
1
0
0
1
1
0
1
2
2
0
0
0
0
0
29
8
9
2
1
1
14
4
2
4
1
3
2
2
0
1
0
0
3
0
2
3
0
1
200
76
25
40
17
10
91
25
11
4
0
0
29
16
2
14
4
1
3
2
0
19
11
1
0
1
0
12
2
0
2
0
0
5
2
0
1
0
0
2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5
89
37
1,840
1,145
1,198
주) 상실 사유 코드: 11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32는 계약만료, 공사종료, 23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기타의 경우 상실 사유 코드 11, 32, 23을 제외
한 12(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건 변동, 임금체납 등으로 자진 퇴사), 22(폐업, 도산), 26(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을 합산한 수치임.
주2) 해외취업 종료 후 국내 첫 취업 소요 기간 2차 해외취업정착금 까지 수령한 인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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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성별 국내외 취업 임금
남성
해외취업 임금
(평균)
고교 이하

직업계고

공업
상업
가사
예체능
기타

일반고
전문학사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학사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석사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박사

2,266,667
2,291,667
2,633,333
1,908,333
2,283,333

여성
국내 취업
임금
(평균)
2,365,800
2,136,000
2,270,000
2,960,000

해외취업임금
(평균)

국내 취업
임금
(평균)
2,817,750
2,340,000
2,656,000
3,495,000

2,513,000

1,976,667
1,416,667
1,533,333
3,033,333
1,491,667

2,216,667

1,950,000

2,408,333

2,780,000

2,150,000
2,100,000
2,083,333
2,133,333
1,533,333
2,991,667
2,116,667
2,091,667
2,346,875
2,241,667
2,408,333
2,583,333
2,458,333
2,166,667
2,175,000
2,383,333
2,358,333
2,713,086
2,400,000
2,766,667
2,783,333
3,066,667
2,108,333
2,725,000
3,141,600

2,386,107
2,166,000
2,242,000
2,331,000
1,992,000
2,202,500
2,618,000
3,151,250
2,699,253
2,851,900
2,730,720
2,116,600
2,824,400
2,332,000
3,673,000
2,365,400
2,700,000
3,154,786
3,722,500
2,724,500
2,055,000
2,764,000
4,062,500
1,920,000
4,835,000

2,162,500
1,758,333
1,875,000
2,941,667
2,041,667
1,766,667
2,783,333
2,008,333
2,125,000
3,722,917
2,150,000
2,208,333
2,308,333
2,216,667
2,266,667
14,083,333
2,341,667
2,208,333
2,748,958
2,216,667
3,025,000
3,141,667
2,841,667
2,925,000
2,175,000
2,658,333
3,008,333

2,869,143
2,801,000
2,669,000

3,536,543

5,480,000

3,258,333

2,625,000
4,460,000
2,568,000
2,403,000
2,558,000
2,657,063
2,745,000
2,668,000
2,524,000
2,648,000
2,886,000
3,046,000
2,501,200
2,238,300
2,323,984
2,341,250
2,768,125
1,860,000
2,587,500
2,755,000
2,580,000
2,110,000
1,590,000
2,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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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직종별 임금
(단위 : 원, %)

월 임금
NO

직종 코드 3자리
TOP30

19

경영 관련 사무원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전문가
여가 서비스 종사자
디자이너
판매 및 운송관리자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운송서비스 종사자
기계·로봇 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영업종사자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회계 및 경리사무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조리사
전기·전자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20

치료·재활사와 의료기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간호사
행정사무원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종사자

직종

해외취업
(중간값)

국내
처음 취업
(중간값)

상승률

2,325,000

2,345,000

0.9%

국내/외
직종
매치
여부
○

2,225,000

2,660,000

16.4%

○

28.5%

1,758,333
2,483,333
2,475,000
2,516,667
2,041,667

2,200,000
2,155,000
2,400,000
2,080,000
3,255,000

20.1%
-15.2%
-3.1%
-21.0%
37.3%

○
○
○
○
○

51.9%
51.0%
43.7%
48.1%
57.9%

2,125,000

2,570,000

17.3%

2,066,667
2,375,000

2,400,000
2,660,000

13.9%
10.7%

○

49.1%
43.0%

2,516,667

2,330,000

-8.0%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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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667

2,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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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

2,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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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400,000

2,400,000

0.0%

○

17.2%

2,091,667

3,015,000

30.6%

○

44.8%

2,166,667
3,075,000
1,725,000
1,900,000
2,391,667

1,975,000
2,840,000
2,325,000
2,405,000
1,775,000

-9.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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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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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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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57.7%
76.2%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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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취업자 수가 많은(상위 10개 직종) 국내 첫 직업 유형별 취업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경영 지원 관련 사무원 직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안내 고객 상담 종사
자, 소프트웨어개발자, 무역 운송 생산 품질 관련 종사자,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영업
판매 운송관리자, 판매원과 상품 대여 원, 광고 조사상품기획 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서와
사무보조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외 첫 직업과 비교하여 소프트웨어개발자 직종이
해외취업 비중도 높았으며, 국내 재정착 비중도 높은 직종으로 나타나, 타 직종보다 국가
간 국내인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내 고객 상담 종사자 직종
과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판매원과 상품 대여 원, 판매종사자, 비서와 사무보조원 직종
이 새로이 나타났다. 청년으로서는 구하기 쉬운 일자리이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전공 또
는 해외취업의 경험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해외취업 유형별로 살펴본 해외취업 첫
직종과 국내 첫 직업 직종별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6] 국내 첫 직업 유형별 취업 경로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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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분석
다음 그림은 2017년 1월 이후 2021년 12월까지 2018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자
대상으로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
다. 이들의 시점별 국내 취업, 해외취업, 그리고 대학 및 기타 상황을 조사하여, 이들이 각
시점에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7]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분석(해외취업 잔류 최대 가정)

[그림 4-8]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분석(해외취업 잔류 평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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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먼저, 2019년 12월 발생한
COVID 19로 인해 국내 취업은 물론 해외취업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

히, 해외 나라별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역 및 의료보건 상황에 대한 우려, 해외 유동적인
고용상황으로 인한 국내 대기자 증가, 국내 취업 기회의 제한 등의 문제는 기타에 포함된
실업 또는 NEET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데이터
에는 해외취업을 마친 시점이 기록되지 않아 부득이 다음 그림과 같이 해외취업 잔류자가
해외 현지에서 취업을 지속한다는 최대 가정과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12개월 조건 충족과
조사가 끝나는 현시점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표기했다. 끝으로 기타에 대한 부분으로,
고용보험 DB의 특성상 구직 및 실업 기간, 교육 훈련은 물론, 고용보험 DB에 가입되지 않
은 기타 국내 취업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
가 있다.
분석결과, 첫째, 해외취업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제공된 대략 2018년 이후 2019년 기간
에는 전체 기간 중 취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의도한 단기적 정책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 재정착 취업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는 결과적으로 해외취업자의 감소분을 대체로 흡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해외취업과 국
내 취업은 총량에서 단기적으로는 제로섬(zero-sum)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년
차 또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해외취업의 감소분보다 국내 취업의 증가분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상황으로도 보인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해외취
업의 후광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외취업
에서 국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점인 2018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해외취업이 급감한 시기
가 있으며, 이 시기에는 전체 취업 총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그래프상으로 오목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해외취업을 마친 후 국내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
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내 재정착을 준비하는 청년 대상 국내 구인처
정보제공 또는 단기 직업훈련과 같은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그림은 해외취업 채용경로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두 집단 즉, 자가 취업(기타)과 해외취업연수 참여자 그룹의 해외취업 준비, 실행 그리고
국내 재정착에 이르는 경력개발 단계별 고용시장 성과를 비교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특징상 운영기관으로 대학 등의 참여가 높음으로 인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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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원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외취업 직전 시기 대학의 비중이 높고 졸업 시기인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해외취업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비경제활동 등

기타 상황의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낮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자가 취업(기타)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경우 해외취업 이전 국내 취업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9]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분석(자가 취업_기타)

[그림 4-10]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분석(해외취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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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해외취업과 관련된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DB 및 고용보험 DB의 행정데이
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는 해외취업 성과는 해외취업 임금수준 외에도 다양한
지표가 활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는 정규직 비중,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율, 해외취업에 대한 구직기간 단축 정도가 새로운 성과지표로 포함될 수 있
다. 해외취업 이후 국내 재정착 취업 단계에서는 첫 일자리 기준 구직기간 단축과 안정적
취업 기간 여부(6개월), 해외취업 이후 국내 재정착 취업 임금 상승 여부, 해외취업과 국내
재정착 취업간 직종 일치 여부가 새로운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취업 사업의 데이터 기반의 관리가 해외취업 성과를 향상할 가능성이 확인되
었다. 우선, 해외취업 실시과정은 물론 해외취업 이후 이· 전직. 그리고 국내 재정착 단계를
포함한 단계 간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특성상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외에서의 경력개발에 대해
낙담하고 하향적 취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67). 또한, 국내 재정착 단계에
서 전공 또는 이전 해외취업직종과 다른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특히, 판매직 등 특별한
인적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제 성격의 임시직에 취업하는 경우 평생경력개발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므로, 적절한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훈련기회 제공 등 안정
적 국내 재정착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외취업과 관련된 양적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학력 수준에 대한 지원대상의 참여
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다. 즉, 기존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중심에서 고졸과 석사 이상 그룹도 전체 우리 사회의 학력분포에 근접하
도록 참여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전공 및 직종 분야에 대한
고려될 것과 경제적 취약계층 외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로 분류되는 대상에 대한 경력개발 현황은 데이터의 한계로 파악되지 않았으
67) 예컨대, COVID-19 상황에서 다수의 해외취업 연수 과정을 준비하는 이들이 해외취업을 확정하고도 출입국 문
제로 비자발급이 지연되자, 국내 취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해외취업 연수기관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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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 기타로 분류되는 대상이 발생한 이유로 해외
취업의 종료 시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과 국내 재정착 이후 해외취업, 이민 등
사유로 출국한 경우, 학업 또는 직업훈련 이수로 인한 미취업, 실업, NEET 등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는 청년의 초기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핵심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행정데이터의 보완 또는 설문 조사의 형태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경우에 타 정부 사업과 비
교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연수는 학교에
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향후 타 채용경로를 통해 해외취업한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자가 취업, 공공 및 민간알선 직종과 비교를 통해 해외취업
연수 과정의 이점을 활용하여 그동안 소홀했던 해외취업직종을 중심으로 다변화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력개발에 관한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해당 연수 과정의 해외 및
국내 재정착 효과를 높이는 형태의 제도 개선과 성과 관리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해외취업 예상 기간을 1년 이내로 합리화하고 보다 일 경험이 강조된 글로벌 인
재양성 프로그램을 현행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서 분석결과 해외취업자 중 대략 50%는 3년 이내 국내로 돌아오며, 사실 이러한 상황은
1년 내외부터 명확하게 나타났다. 해외취업 이후 국내 재정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력개

발을 지원한다면, 정책대상을 해외취업 후 1년 이내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대상자의
특정과 이들의 수요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지 해외 이 전직 지원 또는 현지 역량개
발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히려
장기 해외취업자는 국내 숙련 인력 부족 직종 및 산업 대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외취업 멘토로 포함하여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 역할을 부여하
는 형태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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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취업 유형별 경력개발 경로 분석

1. 접근법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경로에 관해 선행연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증 분석은 더욱 찾기 어렵다. 해외취업이 결국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과
정에서 맞닥뜨리는 생소한 고용 환경과 해당국의 직종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해외취업자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 경력개발에 대해 더욱 어려운 과제를 안기게 만든다. 국가
또는 직종 유형별로 해외취업 경력개발경로(career pathway)를 살펴보는 것은 복잡다단한
해외취업과 국내 취업 경로를 몇 개의 유형으로 단순화함으로 인해 현상에 대한 보다 간결
하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며, 이러한 유형 상의 특징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고 제한
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적용
하였다. 첫째, 우수성과 그룹과 평균 그룹과의 비교를 통한 해외취업 상향 평준화를 위한
벤치마킹 포인트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에 대한 우수성과자는 임금수준 외에 일
자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있겠으나, 경제학 등에서 인적자본에 대해
고용시장에서는 대체로 취업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도 우수성과 그룹을 고연봉 기준 상위 25%로 대상을 정하였다.
둘째, 해외취업 준비-실행-이후로 이어지는 경력개발 단계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력 패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해외취업은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이후 그리고 해외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3년 이내 국내 복귀하므로, 이들의 해외취업 이후
더욱 나은 경력개발 기회의 제공, 그리고 국내로 복귀할 경우 안정적이고 상향적 경력개발
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유형이 분류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실증 분석과 처방이 수반된 성과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해외취업 국가 및 유형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경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경력개발 유형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 특히 양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연구에는 경력개발 경로가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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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 따라 다를 것이라 보고, 해외취업자의 준비-실행-이후 단계의 행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각의 경력개발 경로를 도출하고, 모형을 도출하였다.

2. 국가별 유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자가 취업한 첫 번째 해외취업 국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 기준에 의해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분류했다. 통
상 이러한 구분 방식은 국민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인 직종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기대되며, 신흥국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직종에 대한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산
업 또는 직종에 따라 고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행정데이터 구분 방식을 적용하여 해외취업 국가를 선진국68)과 신흥국69)으로 구분
했다. 고임금 여부는 청년 평균 임금과 일자리 인식 조사를 토대로 4,000만 원이라는 기준
을 설정했다(김영배, 2021.9.12.).70).

68)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홍콩,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괌, 벨
기에, 오스트리아, 북 마리아나군도, 프랑스, 미국령 태평양 군도, 핀란드의 20개국임
69) 베트남, 카타르, 태국, 오만, 캄보디아, 헝가리, 라오스, 필리핀, 중국, 페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
트, 마카오,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미얀마, 몰디브, 체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감비아, 키르기스스탄, 대만,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인도,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아제르바이잔, 파나마, 러시아, 사우
디아라비아, 세네갈, 몰타, 콩고민주공화국, 모로코, 솔로몬군도, 루마니아, 네팔, 피지,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가나, 우루과이, 몽골, 나이지리아, 알제리, 레바논, 니카라과, 브라질,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파라과이, 케냐의
총 57개국임
70) 참고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29살의 평균 연간임금 수준 추정치는 3,217만 원이며, 한
국경제연구원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인식 설문 조사’ 중 좋은 일자리의 최소 연봉 항목에 대해 ‘3
천만~4천만 원’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김영배,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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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진국 고임금 해외취업 유형
□ 해외취업 이전(Before)
선진국에 해외취업한 전체 3,000명 중 고임금(4,000만 원) 기준 우수성과 그룹 1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취업 이전의 교육적 배경을 살펴보면, 학력 수준이 전
체 그룹에 비해 높으며, 공학 전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이상자는
128명으로 전체의 86.5%(전체 그룹 평균은 73.5%)였으며, 이중 석사 이상자도 30명으로

전체의 20.3%(전체 선진국 그룹 평균은 3.1 %)를 차지했다. 한편, 우수성과 그룹의 비중은
사회(44명, 32.8%), 공학(42명, 31.3%), 인문(21명, 15.7%)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계열에서
전체 그룹(46.7%)이 우수 그룹(32.8)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경험 비중은 우수성과 그룹은 전체 집단에 비해 높으며, 특히 해외 근무 경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취업자 중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우수성과 그룹에서
는 113명으로 76.4%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25명으로 16.9%에
달하였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의 일 경험 비중은 29.3%,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 5.3%
에 그쳤다.
어학 수준은 우수성과 그룹은 전체 집단에 비해 높으며, 전공-직종 일치율 또한 높게 나
타났다. 우수성과 그룹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최상이라고 응답한 이는 34명으로 23.0%이
었으며, 상은 35명으로 23.7%, 중상은 24명으로 16.2%이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의 외국
어 구사 능력 중 최상은 20.4%, 상은 24.6%, 그리고 상은 23.0%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성
과 그룹의 나이는 30세(평균)로 평균집단의 26세보다 평균 4세 높았다.

<표 4-10> 해외취업 이전단계 해외취업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우수성과그룹
(147명)

전체그룹
(3,000명)

대학 이상

128명

2,206명

석사 이상

30명

92명

유학 여부

해외 유학

32명(21.8%)

191명(6.37%)

전공

사회

44명

1,401명

구분
학력
교육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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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42명

985명

인문

21명

874명

113명

879명

25명

159명

최상

34명

614명

상

35명

738명

중상

24명

691명

전체
일 경험 여부

해외
근무

외국어 수준

나이

구사
능력

평균: 30세

중간값:30세

평균:

중간값:

26세

26세

□ 해외취업 실시(During)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 선진국 해외취업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의
채용경로는 주로 자가 취업 109명으로 7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평균 그룹은
자가 취업은 1,128명으로 37.6%로 나타났으며, 자가 취업 외에도 연수가 37.2%로 양분하
는 구조를 보였다.
연봉은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51,80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26,400,000원(평균)
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중간값 기준으로 살펴볼 때 47,400,000
원(106,000,000원<최대>, 40,000,000원<최소>)으로 평균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주요 취업 국가는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 독일 35명으로 23.7%, 일본 25명으로 16.9%,
싱가포르 21명으로 14.2%, 미국 18명 12.2% 등의 순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전체 그룹은
주로 일본 1,552명 51.7%와 미국 31.3%로 2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취업직종은 우수성과그룹의 경우 경영이 57명(38.8%)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ICT 직
종 28명(19%), 보건 의료 11명(7.5%), 건축 직종 10명 (6.8%) 순이다. 전체 그룹은 ICT 761
명(25.4%), 경영 620명(20.7%), 건축 58명(1.9%), 보건 의료(1.4%) 순이다.
취업한 기업의 유형을 살펴봤을 때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에 외국기업 32명 47.0%, 다국
적기업 19명, 27.9%, 진출기업 13명 19.1%, 한인기업 4명 5.9%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다국
적기업과 진출기업에 다수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체 그룹은 외국기업 498
명 16.6%, 한인기업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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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해외취업 실시 단계 해외취업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자가 취업
알선
민간
연수
평균
중간값
독일

우수성과그룹
(147명)
109명
21명
14명
2명
51,800,000원
47,400,000원
35명

전체그룹
(3,000명)
1,128명
170명
580명
1,115명
26,400,000원
24,942,403원
59명

구분

채용경로

연봉

주요 취업 국가

주요 취업직종

취업 기업 유형

일본

25명

1,552명

싱가포르

21명

239명

미국

18명

938명

경영
ICT 직종
건축 직종
보건 의료
외국기업
다국적기업

57명
28명
10명
11명
32명
19명

620명
761명
58명
41명
498명
78명

진출기업

13명

83명

한인기업

4명

228명

주) 경영 직종: 경리 사무원(24명), 경영기획사무원(96명), 경영컨설턴트(6명), 공공행정사무원(2명), 관리비서(1명), 광
고 및 홍보사무원(1명), 그 외 경영지원관리자(2명), 그 외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1명), 그 외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23명), 그 외 사무원(9명) 그 외 일반 영업원(62명), 시무 보조원(6명), 영업 관
련 관리자(33명), 영업 관리 사무원(98명), 인사 및 노무 사무원(2명), 일반 비서(1명), 자재 관리사무원
(19명), 자재 및 구매 관리자(8명), 재무관리자(19명), 총무 및 인사관리자(19명), ,판매 관련 관리자(28
명), 판매 사무원(35명), 품질 관리 사무원(86명), 회계사(3명), 회계 사무원(36명).
주) ICT 직종: 게임그래픽디자이너(3명), 게임 프로그래머(7명), 그 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135명),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23명), 네트워크 프로그래머(3명), 데이터 설계 및 프로그래머(1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1명),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463명), 웹 기획자(1명). 웹 디자이너(50명), 웹 프로그래
머(52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자(19명),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1명), 컴퓨터 시
스템 설계 및 분석가(1명),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1명).
주) 건축 직종: 건물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2명), 건축가(11명), 건축 관련 관리자(24명), 건축 구조 기술자(5명),
건축 시공 기술자(8명), 그 외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1명), 그 외 건설용 기계 정비원(5명), 그 외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1명), 도시 계획 및 설계가(1명).
주) 보건 직종: 기타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1명), 일반 간호사(5명), 치위생사(1명), 치과기공사(31명)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1명), 약사 (1명), 약국 전산 관리원(1명)

□ 해외취업 이후(After)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 선진국 해외취업자의 구직 성과를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의
국내 복귀율은 27명으로 18.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그룹의 국내 복귀율의 경
우 1,031명으로 34.3%의 비중으로 나타나 우수성과 그룹의 국내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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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 일자리 비율은 우수성과그룹은 14명으로 9.5%가 6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그룹의 경우 545명으로 52.8%의 비중으로 과반수가 6개월 이상
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성과의 경우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39,24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31,800,000원(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중간값 기준으로 살펴볼 때 우수

성과그룹은 36,000,000원으로 전체그룹의 26,400,000원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해외 임금 대비 국내 임금의 상승률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 19%로 해외임금
수준이 더 높았으며, 전체그룹의 경우 6.3%로 국내 복귀 시 임금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직종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경영 직종이 15명으로 10%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무역 6명(4%)이 뒤를 이었다. 전체 그룹의 경우 경영 512명으로 17%가 해당 직
종으로 취업하였으며, ICT 132명으로 4.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12> 해외취업 이후 단계 해외취업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구분

구직 성과

임금 성과
국내 취업직종

국내 복귀율
(1차 및 2차 정착지원금)
안정적 일자리 비율
(6개월 이상)
국내 재정착 임금
(첫 번째 일자리)
해외임금 대비 상승률
경영
무역

우수성과그룹
(147명)

전체그룹
(3,000명)

27명

1,031명

14명

545명

평균
중간값

39,2400,000
36,000,000
-19%
15명
6명

평균
중간값

ICT

31,800,000
26,400,000
6.3%
512명
132명

주) 경영: 경영지원 사무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정부·
공공 행정 사무원,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안내·접수, 고객 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금융·보험
사무원,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영업원과 상품중개인, 오락 시설 서비스권, 비서와 사무보조원, 매장
계산원과 매표원 ,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경영·인사 전문가,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
자,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주)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전문가,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정보보안 전문가
주) 무역: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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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흥국 고임금 해외취업 유형
□ 해외취업 이전(Before)
신흥국에 해외취업한 전체 1,316명 중 고임금(4,000만 원) 기준 우수성과 그룹 1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취업 이전의 교육적 배경을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대학 이상의 학력 수준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사회 전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대학 이상자는 147명으로 전체의 90%(전체 그룹 평균은 78.57%)였으며, 이중 석사
이상자도 16명으로 전체의 9.8%(전체 선진국 그룹 평균은 6.1%)를 차지했다. 한편, 우수성
과 그룹의 비중은 사회(61명, 37.4%), 공학(40명, 24.5%), 인문(27명, 16.6%)의 순으로 나타
났다.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은 전체 그룹이 우수그룹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사회계열은 전체 그룹(40%)이 우수 그룹(37.4%)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문계열은 전체 그룹(23.4%)이 우수 그룹(16.6%)보다 더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해외 유학 비율도 전체 그룹(15%)이 우수그룹(12.9%)보다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일 경험 비중은 우수성과 그룹이 전체 집단에 비해 높으나, 해외 근무 경험은 전체
그룹 (15.4%)에 비해 우수성과 그룹(12.9%)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 중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우수성과 그룹에서는 160명으로 98.2%에 달하였으며, 이
중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21명으로 12.9%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의 일
경험 비중은 888명으로 67.5%,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203명으로 15.4%로 나타났다.
어학 수준은 우수성과 그룹은 전체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성과 그룹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최상이라고 응답한 이는 16명으로 9.8%이었으며, 상은 50명으로
30.7%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상은 27명으로 16.6%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

의 외국어 구사 능력 중 최상은 159명(12.1%), 상은 307명(23.3%), 그리고 중상은 290명
(22%)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성과 그룹의 나이는 30세(평균)로 평균집단의 28세보다 평

균 2세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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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해외취업 이전단계 해외취업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대학 이상

우수성과그룹
(163명)
147명

전체그룹
(1,316명)
1034명

석사 이상

16명

80명

구분
학력
교육적 배경

유학 여부

해외 유학

21명

198명

사회

61명

527명

공학

40명

165명

전공

인문
전체

일 경험 여부

외국어 수준
나이

해외 근무
구사
능력

27명

308명

160명

888명

21명

203명

최상

16명

159명

상

50명

307명

중상

27명

290명

중간값: 30세

평균: 28세, 중간값: 28세

평균: 30세

□ 해외취업 실시(During)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 신흥국 해외취업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의
채용경로는 주로 자가 취업 107명으로 6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평균 그룹은
자가 취업은 874명으로 명으로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도 242명(18.4%)으로
양분하는 구조를 보였다.
연봉은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84,30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33,100,000원(평균)
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중간값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47,198,000
원[(559,000,000원(최대), 40,000,000원(최소)]'으로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주요 취업 국가는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 베트남 41명으로 25.2%, 인도네시아 29명으로
17.8%, 아랍에미리트 28명으로 17.2%, 중국 21명으로 12.9% 순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전

체 그룹은 주로 베트남 23.4%와 중국 13%로 2개 국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직종은 우수성과그룹의 경우 경영이 111명, 68.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ICT 직
종 10명 6.1%, 건축 직종 9명 5.5%, 보건 의료 5명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
역시 경영 622명 47.3%, ICT 74명 5.6%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 의료 27명 2.1%, 건축
24명 1.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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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기업의 유형을 살펴봤을 때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에 진출기업 37명 22.7%, 다국적
기업 13명 8%, 한인기업 12명 7.4%, 외국기업 10명 6.1%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진출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다수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체 그룹은 진출기업 255명 19.4%,
외국기업 191명 14.5%, 다국적기업 134명 10.2%, 한인기업 54명 4.1%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진출기업과 외국기업에 포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4> 해외취업 실시 단계 해외취업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구분

채용경로

연봉

취업 국가

취업직종

기업 유형

자가 취업
알선
연수
민간
평균
중간값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경영
ICT 직종
건축 직종
보건 의료
진출기업
다국적기업
한인기업
외국기업

우수성과그룹
(163명)
107명
27명
21명
5명
84,300,000원
47,198,000원
41명
29명
28명
21명
111명
10명
9명
5명
37명
13명
12명
10명

전체그룹
(1,316명)
874명
143명
242명
53명
33,100,000원
26,163,000원
308명
68명
66명
171명
622명
74명
24명
27명
255명
134명
54명
191명

주) 경영: 경리사무원(5명), 경영기획 사무원(59명), 경영컨설턴트(1명), 그 외 경영지원 관리자(5명), 그 외 기술 영업
원(4명), 그 외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14명), 그 외 사무원(11명), 그 외 일반 영업원(22명), 그 외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26명), 생산 관리 사무원(94명), 여행 사무원(23명), 영업 관리 사무원(98명), 예약 및
접수 사무원(2명), 자재관리 사무원(20명), 자재 및 구매 관리자(14명), 재무관리자(40명), 전화 상담원(38
명), 정부 행정관리자(1명), 총무 및 인사관리자(69명), 총무 사무원(1명), 판매 관련 관리자(16명), 판매 사무
원(6명), 품질관리사무원 48명), 품질 인증 심사 전문가(1명), 행사 전시기획자(1명),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
자(3명).
주) ICT:게임그래픽디자이너(2명), 게임 프로그램이며(2명), 그 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10명),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1명), 데이터 관리 및 운영자(1명), 데이터 설계 및 프로그래머(2명),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7
명), 웹디자이너(6명),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2명), 전자제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1명), 정보시스
템운영자(37명), 정보통신상담사(1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자(1명), 컴퓨터 운영 관리자(1명).
주) 건축: 건축 관련 관리자(19명), 건축안 전 기술자(1명), 건축 시공 기술자(4명).
주) 보건 의료: 일반 간호사(21명),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3명), 치과 일반 의사(2명), 피부과와 비뇨기관 전문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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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이후(After)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 신흥국 해외취업자의 구직 성과를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의
국내 복귀율은 69명으로 42.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평균 그룹의 국내 복귀율의 경우 641
명으로 48.7%로 우수성과 그룹과 비중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안정적 일자리 비율은 우수성과그룹 45명으로 27.6%가 6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그룹의 경우 335명으로 25.5%로 우수 성과그룹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정착 임금 성과의 경우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30,564,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33,624,000원(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간값 기준으로 살펴볼 때 우수

성과그룹은 30,24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27,600,000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해외임금 대비 국내 임금의 상승률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36%로 해외임금 수준이 더
높았으며, 전체 그룹의 경우 국내 복귀 임금이 해외임금보다 5.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직종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경영 직종이 46명으로 28.2%로 차지하고 있으며,
ICT 7명(4.3%)이 뒤를 이었다. 전체 그룹 역시 경영 362명으로 27.5%가 해당 직종으로 취

업하였으며, ICT 29명으로 2.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15> 해외취업 이후 단계 해외취업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구분
구직 성과

임금 성과

국내 취업 직종

우수성과그룹
(163명)

전체그룹
(1316명)

69명

641명

45명

335명

국내 복귀율
(1차 및 2차 정착지원금)
안정적 일자리 비율
(6개월 이상)
국내 재정착 임금
(첫 번째 일자리)
해외임금 대비 상승률
경영
ICT

평균

30,564,000

중간값

30,240,000
-36%
46명
7명

33,624,00
0
27,600,00
중간값
0
5.5%
362명
29명
평균

주) 경영: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경영지원 사무원,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안내·고객상담·통계. 비
서·사무보조, 생산 관련 사무원, 영업원과 상품중개인, 광고 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비서와
사무보조원, 판매원과 상품 대여 원,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경영지원·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회계 경리사무원.
주)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계장비 설치와 정비원,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방송 통신 장비
설치와 정비원,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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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분석
다음 그림은 2017년 1월 이후 2021년 12월까지 2018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으로
선진국에 해외취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들의 시점별 국내 취업, 해외취업, 그리고 대학 및 기타
상황을 조사하여, 이들이 각 시점에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4-11]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선진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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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선진국 고임금)

먼저, 선진국에 해외취업한 전체 집단은 선진국에 해외취업한 고임금 집단보다 해외취업
을 마친 후 국내로 복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외취업 이전 국내 취업 경험자의
비중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국내 일 경험자가 많았다.
이와 비교하여 신흥국 전체 집단과 신흥국 고임금 집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두 그래프 모두 국내 복귀 비중이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4-13]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신흥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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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신흥국 고임금)

3. 직종별 유형

가. 해외정착형(out-bound) 경력개발경로 : ICT 직종 (고임금 상위 25%,
223명)
□ 해외취업 이전(Before)
ICT 직종에 해외취업한 전체 884명 중 임금 상위 25% 기준 우수성과 그룹 223명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취업 이전의 교육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수성과그룹은 평
균 그룹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 모두 사회 전공자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이상자는 170명으로 전체의 76.2%(전체 그룹 평균은
72.97%)였으며, 이중 석사 이상자도 15명으로 전체의 6.7%(전체 그룹은 3.2%)를 차지했다.

해외 유학 비율은 우수성과 그룹(8.5%)이 전체 그룹(5.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
편, 우수성과 그룹의 비중은 사회(110명, 49.3%)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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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인문 및 예체능 같이 24명(10.8%)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 역시 사회 412명
(4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학 161명(18.2%), 인문 159명(18%), 예체능 58명
(6.6%) 순으로 후 순위는 우수성과 그룹과 상이하였다.

전체 일 경험 비중은 전체 그룹(60.4%)이 우수성과 그룹(50.2%)에 비해 높았으며, 해외
근무 경험 역시 전체 그룹(10.7%)이 우수성과 그룹(1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자 중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우수성과 그룹에서는 112명으로 50.2%에 달하
였으며, 이중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17명으로 7.69%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의 일 경험 비중은 534명으로 60.4%,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95명으로 10.7%로
나타났다.
어학 수준은 우수성과 그룹은 전체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성과 그룹에
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최상이라고 응답한 이는 13명으로 5.8%이었으며, 상은 20명(9%),
중상은 21명(9.4%)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의 외국어 구사 능력 중 최상은 63
명(7.1%), 상은 225명(25.5%), 그리고 중상은 199명(2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성과 그룹의 나이는 28세(평균)로 평균집단의 27세보다 1세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16> 해외취업 이전단계 해외정착형(ICT)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구분
대학 이상

학력
유학 여부
교육적 배경
전공

외국어 수준
나이

능력

170명

644명

석사 이상

15명

28명

19명

49명

사회

110명

412명

공학

43명

161명

인문

24명

159명

예체능

구사

전체그룹
(884명)

해외 유학

24명

58명

112명

534명

해외근무

17명

95명

최상

13명

63명

상

20명

225명

중상

21명

199명

평균:28세

평균:27세

전체

일 경험 여부

우수성과그룹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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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실시(During)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 ICT 직종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의 채용경로는
주로 연수 96명(43%)과 자가 취업 90명(40.4%)으로 두 경로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평균
그룹 연수는 464명(5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봉은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36,10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27,000,000원(평균)
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중간값 기준으로 살펴볼 때 31,021,000원
[(213,000,000원(최대), 27,900,000원(최소)]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주요 취업 국가는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 일본 149명 66.8%, 미국 21명(9.4%), 독일 12명
(5.4%) 순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전체 그룹 또한 일본 682(77.1%), 미국 89명(10.1%), 독일
12명(1.4%)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취업직종은 우수성과그룹의 경우 시스템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가 92명(41.3%), 그 외 응
용 소프트 프로그래머가 46명(20.6% 0, 웹디자이너가 23명(10.3%), 웹프로그래머 21명
(9.4%), 정보시스템운영자 18명(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그룹 역시 시스템소프트웨

어프로그래머 472명(5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자치하였고, 그 외 응용프트웨어 프로그
래머 145명(16.4%), 웹디자이너 56명(6.3%), 웹프로그래머 52명(5.9%), 정보시스템운영자
79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기업의 유형을 살펴봤을 때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에 외국기업 41명(1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출기업 17명(7.6%), 다국적기업 11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
역시 외국기업 168명(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국적기업 26명(3.9%), 진출기업 22명
(2.5%) 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 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 현황, 인식과 니즈 분석 157

<표 4-17> 해외취업 실시 단계 해외정착형(ICT)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자가 취업
연수
민간
알선
평균
중간값
일본

우수성과그룹
(223개)
90명
96명
21명
16명
36,100,000원
31,021,000원
149명

전체그룹
(884명)
260명
464명
110명
39명
27,000,000원
25,335,000원
682명

미국

21명

89명

독일

12명

12명

시스템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그외

92명

472명

구분

채용경로

연봉
취업 국가

취업직종

기업 유형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
정보시스템운영자
외국기업
진출기업

46명

145명

23명
21명
18명
41명
17명

56명
52명
79명
168명
22명

다국적기업

11명

26명

-

□ 해외취업 이후(After)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 ICT 직종 해외취업자의 구직 성과를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의
국내 복귀율은 68명으로 30.5%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평균 그룹의 국내 복귀율의 경우 274
명으로 31%로 우수성과 그룹과 비중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안정적 일자리 비율은 우수성과그룹 41명 18.4%가 6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체 그룹의 경우 148명으로 16.7%가 6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 재정착 임금 성과의 경우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36,960,000원으로 전체 그룹
의 32,490,000원(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간값 역시 우수성과그룹은
32,40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28,800,000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해외임금 대비 국내 임금의 상승률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9.7%로 국내 임금수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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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전체 그룹의 경우 국내 복귀 임금이 해외임금보다 14.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직종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92명(41.3%)으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가 46명(20.6%)으
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그룹 또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472명(53.4%)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가 145명(16.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18> 해외취업 이후 단계 해외정착형(ICT)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구분

우수성과그룹
(223개)

전체그룹
(884명)

68명

274명

41명

148명

국내 복귀율
(1차 및 2차 정착지원금)
구직 성과

안정적 일자리 비율
(6개월 이상)
국내 재정착 임금

임금 성과

(첫 번째 일자리)
해외임금 대비 상승률
시스템 소프트웨어

국내 취업직종

프로그래머

그외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평균

36,960,000

평균

32,490,000

중간값

32,400,000

중간값

28,800,000

9.7%

14.6%

92명

472명

46명

145명

다음 그림은 해외취업자 중 ICT 분야 전체 집단과 이들 집단 중 임금 기준 상위 25%에
속한 이들 간의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를 사각 누적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ICT 분야 해외취업자는 대체로 국내 복귀한 해외취업 이후 3년 시점 사이에 국내
취업 비중이 점차 증가했지만, 국내 취업과 해외취업의 비율이 모두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분야 해외취업자 전체 집단과 임금 기준 상위 25% 집단
모두 유사한 모양의 추세선을 나타냈으며, 국내 취업과 해외취업의 비율이 모두 비슷한 규
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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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ICT 전체)

[그림 4-16]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ICT 상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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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회귀형(In - bound) 경력개발경로 : 호텔 서비스(고임금 상위 25%, 71명)
□ 해외취업 이전(Before)
호텔 서비스 직종에 해외취업한 전체 282명 중 임금 상위 25% 기준 우수성과 그룹 71명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취업 이전의 교육적 배경을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대학 이상의 학력 수준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사회 전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우수성과 그룹의 대학 이상자는 42명으로 전체의 59.2%(전체 그룹 평균은 59.6%)
였으며, 이중 석사 이상자도 3명으로 전체의 4.2%(전체 그룹은 2.1%)를 차지했다. 해외 유
학 비율은 우수성과 그룹(11.3%)이 전체 그룹(5.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우
수성과 그룹의 비중은 사회 35명(49.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15명(21.1%), 예체
능 6명(8.5%)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 역시 사회 128명(4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84명(29.8%), 예체능 22명(7.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 경험 비중은 전체 그룹(53.2%)이 우수성과 그룹(43.7%)에 비해 높았으나, 해외
근무 경험은 전체 그룹(17%)이 우수성과 그룹(19.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
중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우수성과 그룹에서는 31명으로 43.7%에 달하였으며,
이중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14명으로 19.7%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의
일 경험 비중은 150명으로 53.2%,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48명으로 17%로 나타났다.
어학 수준은 우수성과 그룹은 전체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성과 그룹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최상이라고 응답한 이는 12명으로 16.9%였으며, 상은 6명(8.5%), 중상
은 7명(9.9%)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의 외국어 구사 능력 중 최상은 23명
(8.2%), 상은 57명(20.2%), 그리고 중상은 72명(25.5%)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성과 그룹의 나이는 27세(평균)로 전체 집단의 25세보다 2세 높게 나타났다.

제4장 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 현황, 인식과 니즈 분석 161

<표 4-19> 해외취업 이전단계 국내 회귀형(호텔 서비스)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우수성과그룹
(71명)

전체그룹
(282명)

대학 이상

42명

168명

석사 이상

3명

6명

유학 여부

해외 유학

8명

16명

전공

사회
인문
예체능

35명
15명
6명
31명

128명
84명
22명
150명

해외 근무

14명

48명

최상
상
중상

12명
6명
7명
평균:27세

23명
57명
72명
평균: 25세

구분

학력
교육적 배경

전체
일 경흠 여부

외국어 수준

구사
능력
나이

□ 해외취업 실시(During)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 호텔 서비스 직종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의 채
용경로는 주로 민간 31명(43.7%)과 자가 취업 25명(35.2%)으로 두 경로가 높은 비중을 나타
냈다. 반면 평균 그룹 자가 취업 132명(4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봉은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26,90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21,000,000원(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중간값 기준으로 살펴볼 때 24,939,000원[(63,500,000원
(최대), 24,300,000원(최소)]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주요 취업 국가는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 일본 50명 70.4%, 미국 7명(9.9%)으로 주로 일
본에 치중되어 있었다. 전체 그룹의 경우 일본 147명(52.1%), 미국 23명(8.2%)으로 일본에
과반수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기업의 유형을 살펴봤을 때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에 외국기업 18명(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인 기업 5명(7%), 다국적기업 4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의
경우 외국기업 60명(21.3%), 다국적기업 24명(8.5%), 한인기업 5명(1.8%) 순으로 나타났다.

162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표 4-20> 해외취업 실시 단계 국내 회귀형(호텔 서비스)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민간
자가 취업
알선
연수
평균
중간값
일본

우수성과그룹
(71명)
31명
25명
14명
1명
26,900,000원
24,939,000원
50명

전체그룹
(282명)
56명
132명
14명
80명
21,000,000원
20,320,000원
147명

미국
외국기업
한인기업

7명
18명
5명

23명
60명
5명

다국적기업

4명

24명

구분

채용경로

연봉
취업 국가
기업 유형

□ 해외취업 이후(After)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 호텔 서비스 직종 해외취업자의 구직 성과를 살펴보면, 우수성
과 그룹의 국내 복귀율은 29명으로 40.8%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의 국내 복귀율
의 경우 148명으로 52.5%로 우수성과 그룹보다 국내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일자리 비율은 우수성과그룹 14명 19.7%가 6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체 그룹의 경우 69명으로 24.5%가 6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정착 임금 성과의 경우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36,96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32,490,000원(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간값 역시 우수성과그룹은
32,40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28,800,000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해외임금 대비 국내 임금의 상승률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9.7%로 국내 임금수준이 더
높았으며, 전체 그룹의 경우 국내 복귀 임금이 해외임금보다 14.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직종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숙박 시설 서비스 원이 4명(5.6%), 안내 ·고객상
담·통계·비서·사무원 및 기타 사무원이 4명(5.6%), 경영지원 사무원 3명(4.2%)으로 나타났
다. 전체 그룹 또한 숙박 시설 서비스 원이 24명(8.5%), 경영지원 사무원 22명(7.8%), 안내
·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원 및 기타 사무원이 19명(6.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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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해외취업 이후 단계 국내 회귀형(호텔 서비스)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구분

우수성과그룹
(71명)

전체그룹
(282명)

29명

148명

14명

69명

국내 복귀율
구직 성과

(1차 및 2차 정착지원금)
안정적 일자리 비율
(6개월 이상)
평균

2,431,000

평균

2,740,000

중간값

2,050,000

중간값

2,000,000

국내 재정착 임금
임금 성과

국내 취업 직종

(첫 번째 일자리)
해외임금 대비 상승률
숙박 시설 서비스권
안내

-3.4%
4명

25%
24명

·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원 및

4명

19명

기타 사무원
경영지원 사무원

3명

22명

[그림 4-17]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호텔 전체)

다음 그림은 해외취업자 중 호텔 분야 전체 집단과 이들 집단 중 임금 기준 상위 25%에
속한 이들 간의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를 사각 누적 그래프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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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호텔 분야 해외취업자는 대체로 국내 복귀한 해외취업 이후 3년 시점 사이에 국내
취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국내 취업이 해외취업의 비중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텔 분야 해외취업자 전체 집단과 임금 기준 상위 25% 집단 모두 유사한 모양의
추세선을 나타냈다.
[그림 4-18]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호텔 상위 25%)

다. 복합(hybrid)형 경력개발경로 : 무역사무원(고임금 만원, 상위 25%, 51명)
□ 해외취업 이전(Before)
무역사무원 직종에 해외취업한 전체 204명 중 임금 상위 25% 기준 우수성과 그룹 51명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취업 이전의 교육적 배경을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대학 이상의 학력 수준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사회 전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우수성과 그룹의 대학 이상자는 46명으로 전체의 90.2%(전체 그룹은 90.7%)였으
며, 이중 석사 이상자도 2명으로 전체의 3.9%(전체 그룹은 2%)를 차지했다. 해외 유학 비율
은 우수성과 그룹(15.7%)이 전체 그룹(5.9%)보다 약 3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우
수성과 그룹의 전공은 사회 31명(6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15명(29.4%) 순으
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 역시 사회 120명(5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53명
(2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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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 경험 비중은 전체 그룹(94.6%)이 우수성과 그룹(56.9%)에 비해 높았으나, 해외
근무 경험은 전체 그룹(13.7%)이 우수성과 그룹(19.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
업자 중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우수성과 그룹에서는 29명으로 56.9%에 달하였
으며, 이중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10명으로 19.6%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
룹의 일 경험 비중은 193명으로 94.6%로 대다수 취업자가 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해외 근무 일 경험 보유자는 28명으로 13.7%에 그쳤다.
어학 수준은 우수성과 그룹보다 전체 그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성과 그룹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최상이라고 응답한 이는 3명으로 5.9%였으며, 상은 15명(29.4%), 중상
은 7명(13.7%)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인 전체 그룹의 외국어 구사 능력 중 최상은 23명
(11.3%), 상은 48명(23.5%), 그리고 중상은 56명(27.5%)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성과 그룹의 나이는 27세(평균)로 전체 집단의 26세보다 1세 높게 나타났다.

<표 4-22> 해외취업 이전단계 혼합형(무역사무)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우수성과그룹
(51명)

전체그룹
(204명)

대학
이상

46명

185명

석사
이상

2명

4명

해외
유학

8명

12명

사회

31명

120명

인문

15명

53명

29명

193명

구분

학력
교육적 배경

유학 여부
전공
전체

일 경험
여부
외국어 수준
나이

구사
능력

해외 근무

10명

28명

최상

3명

23명

상

15명

48명

중상

7명

56명

평균: 27세

평균: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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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실시(During)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 무역 직종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의 채용경로
는 자가 취업 34명(66.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그룹 역시 자가 취업 96명
(47.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봉은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37,00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28,200,000원(평균)
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중간값 기준으로 살펴볼 때 35,320,000원
[(63,600,000원(최대), 30,000,000원(최소)]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주요 취업 국가는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 미국 14명(27.5%)이 가장 많았으며, 독일 6명
(11.8%), 아랍에미리트 6명(11.8%)으로 같았다. 전체 그룹 또한 미국이 110명(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6명(2.9명), 아랍에미리트 6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기업의 유형을 살펴봤을 때 우수성과 그룹의 경우에 진출기업 9명(17.6%), 한인
기업과 외국기업 각 5명(9.8%), 다국적기업 2명(3.9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의 경우
한인기업 27명(13.2%), 외국기업 22명(10.8%), 다국적기업 2명(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해외취업 실시 단계 혼합형(무역사무)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구분

채용경로

연봉
취업 국가

기업 유형

자가 취업
연수
알선
민간
평균
중간값
미국

우수성과그룹
(51명)
34명
8명
7명
2명
37,000,000원
35,320,000원
14명

전체그룹
(204명)
96명
61명
26명
21명
28,200,000원
27,209,894원
110명

독일

6명

6명

아랍에미리트
진출기업
한인기업

6명
9명
5명

6명
19명
27명

외국기업

5명

22명

다국적기업

2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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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이후(After)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 무역 직종 해외취업자의 구직 성과를 살펴보면, 우수성과 그룹
의 국내 복귀율은 19명으로 37.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의 국내 복귀율의 경우
102명, 50%로 우수성과 그룹보다 국내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일자리 비율은 우수성과그룹 14명 27.5%가 6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체 그룹의 경우 67명, 32.8%가 6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정착 임금 성과의 경우 우수성과 그룹은 평균 기준 39,408,000으로 전체 그룹의
34,044,000원(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간값 역시 우수성과그룹은
28,800,000원으로 전체 그룹의 27,840,000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해외임금 대비 국내 임금의 상승률의 경우 우수성과그룹은 -20%로 국내 임금수준이
더 높았으며, 전체 그룹의 경우 국내 복귀 임금이 해외임금보다 2.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국내 취업직종 상위 2개를 추출한 결과 우수성과그룹은 경영지원 사무원 6명
(11.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명(7.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그룹 또한, 경영지원

사무원 22명(10.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해외취업 이후 단계 혼합형(무역사무) 전체 및 우수성과 그룹 간 특성 비교
구분

구직 성과

임금 성과
국내 취업 직종

국내 복귀율
(1차 및 2차 정착지원금)
안정적 일자리 비율
(6개월 이상)
국내 재정착 임금
(첫 번째 일자리)
해외임금 대비 상승률
경영지원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우수성과그룹
(51명)

전체그룹
(204명)

19명

102명

14명

67명

평균
중간값

39,408,000
28,800,000
-20%
6명
4명

평균
중간값

34,044,000
27,840,000
2.3%
22명
17명

다음 그림은 해외취업자 중 무역 분야 전체 집단과 이들 집단 중 임금 기준 상위 25%에
속한 이들 간의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를 사각 누적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무역 분야 해외취업자는 대체로 국내 복귀한 해외취업 이후 3년 시점 사이에 국내
취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국내 취업이 해외취업의 비중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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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역 분야 해외취업자 전체 집단과 임금 기준 상위 25% 집단은 국내 및 해외취업
비중에서 상반된 형태의 추세선을 나타냈다. 즉 무역 분야 해외취업자 전체 집단은 국내
취업의 비중이 더 높게 나 탔으나, 임금 기준 상위 25% 집단은 해외취업과 국내 취업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해외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었다.
[그림 4-19]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무역 상위 25%)

[그림 4-20] 해외취업 이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 연계 누적 그래프(무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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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준비, 실행 및 국내 재정착(또는 해외 장기 취업) 단계별로
Sankey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해외취업 이후 학력별71) 전공별72) 세부 경로를 살펴보았다73)
(0: 학력, 1: 해외취업 직종, 2: 국내 취업 직종). 전공과 직종 일치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응답자의 인식에 기반을 둔 주관적 조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Sankey
다이어그램은 여전히 전공과 직종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분류상의 복
잡함, 복합시점 분석 상의 이점이 있어 해외취업자의 복잡다단한 경력개발 경로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초기 경력을 지원하는 방향은 가급적 전공-해외취
업-국내취업 직종간 일치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에서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경로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력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직종을 첫 해외취업 직종으로
선택한 이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취업을 지속하는 비중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학사와
전문학사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영 관련 사무원 직종은 첫 해외취업 직종으로 선택한
이들은 주로 국내 취업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학사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문학사, 석박사,
고졸 학위도 적지만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사 이상 전공별로 살펴본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직종은
공학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인문 및 사회 분야 전공과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경영 관련 사무원 직종 역시 사회 비중이 높으나, 인문 다음 공학 계열 순으로 공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공학 등 전공 특성을 살린 해외취업 직종간의 매칭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예체능 계열은 디자이너 직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만, 행정 상 해외취업 첫 직종 이후 3년간 직종 변화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71) 1. 학력은 4가지로 구분하였음(고졸, 학사, 전문학사, 석박사)
2. 해외취업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에 100명 이상 포함된 경우 특정 직종을 표시하였으며, 이외 직종의 경우
'그 외'로 분류함(한국 표준직업분류)
3. 국내 취업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에 100명 이상 포함된 경우 특정 직종을 표시하였으며, 이외 직종의 경우
'그 외'로 분류함. 기존 '기타'로 표시된 직종의 경우 '미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국고용 직업분류)
4. 학력 변수가 결측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72) 1. 학과는 8개의 전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7개의 계열 + 기타)
2. 해외취업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에 100명 이상 포함된 경우 특정 직종을 표시하였으며, 이외 직종의 경우
'그 외'로 분류함(한국 표준직업분류)
3. 국내 취업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에 100명 이상 포함된 경우 특정 직종을 표시하였으며, 이외 직종의 경우
'그 외'로 분류함. 기존 '기타'로 표시된 직종의 경우 '미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학 국고용 직업분류)
4. 학력 변수가 결측이거나 학사 이하인 경우(석박사, 전문학사, 고졸, 결측) 분석에서 제외함
73) 다음 그래프는 문상균 박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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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그림 4-21] 해외취업 이후(학력별) Sankey Diagram

74) 자료 : 문상균 박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작성한 것임

제4장 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 현황, 인식과 니즈 분석 171

75)

[그림 4-22] 해외취업 이후(학사 단계 전공별) Sankey Diagram

75) 자료 : 문상균 박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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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경력개발경로 유형 도출)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자 전체 집단을 국가군과 직종으로 나누어 여러모로 살펴봄으로
써 하위 집단 간 해외취업 경력개발 상에 특징점을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해외취업 경력개
발 경로를 유형으로 구분해보고자 했다.
먼저, 기존의 연구가 주로 국가를 그룹화하여 경력개발유형을 제시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
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가군 특성을 고려한 경력 개발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선진국의 경우 고임금자의 해외 체류 비중이 비교집단이 선진국 전체 집단보다 상대적으
로 다소 높게 나타난 점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선진국이면서 4,000만 원 이상의 고임
금을 받는다면, 보다 장기간 해외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개도국의
경우 전체 집단과 4,0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집단 간에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대조
를 이룬다.
다음으로 직종 간의 차이가 해외취업 경력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
으며, 그 결과 해외정착형(out-bound), 국내 회귀형(In – bound), 그리고 복합형(hybrid)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해외정착형은 임금 등 국내보다 해외 근무 여건이 좋으며, 국내에서 숙련 기회가 제공되
어 해외취업의 비중이 높은 경력개발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정착형에 속하는 직
종으로 대표적으로 ICT 분야를 꼽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간호사 및 용접 분야도 이러한
해외정착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국내 회귀형은 해외정착형과는 반대로 해외보다 임금 등 국내 근무 여건이 더
좋으나, 해외에서 숙련 기회를 경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내 취업에 유리하여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직종이다. 국내회귀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종은 호텔 분야를
꼽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항공서비스, 조리 분야도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복합형(hybrid)은 국내와 해외 모두 취업 수요가 있고, 임금수준이 비슷하여 국내 또는
해외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이 좋은 곳에 정착하거나, 수시로 국내와 해외에서 근무지를
전환하며 경력을 개발해 나갈 가능성이 큰 직종이다. 이 복합형 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종
은 무역 직종이며, 이 연구에서도 타 직종 유형과 달리 고소득이면 국내보다 해외에서 잔류
할 가능성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한 직종으로 경영 사무 분야도 이 유형에 속할 가
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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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직종을 중심으로 해외취업 실시 및 이후 단계의 경력개발 경로상의 각기
다른 발전 경로를 탐색하고, 이를 유형화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양한 타 직종 역시
이러한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취업 관련 정책결정자는 유형화의 결과 대표 유형으로 단순화됨으로 인해, 수많은 개
별 직종의 경력개발경로를 모두 살펴보지 않더라도 경력개발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경력개발경로 유
형에 따라 특화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해외정착형의 경우 국내 ICT 인력 수준
이 높고, 타국 기업 또한 한국 국적의 해외취업자를 선호하므로 정부가 이 유형의 경력개발
을 지원한다면, 해외취업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우수한 국가 및 지역
의 해외취업 기업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기업의 요구 인재 및 근무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 회귀형의 경우 국내 호텔 서비스 직종의 경우 국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훈련을 받았으나, 영어 구사 및 선진 시스템 등 글로벌 역량을 향상한 후 국내로 복귀하므
로, 이들의 경력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이 가능한 해외 유수의
호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이들이 현지에서 양질의 교육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호텔학교 등에 수학하거나 체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속한 학교와의 학점 인정, 자격 인정 및 취득 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지에서 확보한 경력이 국내 취업 시 경력직 채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협회 및
기업과 협력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복합형의 경우 상황에 따라 취업
처를 바꿀 수 있으므로 현지 커뮤니티 운영 지원을 통한 이직 기회, 취업 비자 관련 등 정보
교환 기회 제공, 재직 중 자격 취득 등 역량개발 기회 부여, 해외 경력의 국내 인정을 위한
지원 등의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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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해외취업 프로그램 유형별 경력개발 연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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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취업자 인식 분석
1. 직업 선택 동기
MZ 세대 해외취업자들은 해외취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대부분 ‘해외 경험’

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초기 경력을 쌓아나가는 관점에서 다소 막연하고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해외취업자의 주된 해외취업 사유였던 임금은 물론 해외 근
무 환경의 차이와 같은 취업과 직접 관련된 근무 여건에 대한 언급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 자체, 다른 문화권 친구 사귐, 영어와 같은 글로벌 역량 향
상’과 같은 자신만의 개인화된 진로목적이 있었다.


취업 제안이 왔었으며,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곽○○).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을 갖기 위해 해외취업을 선택하였습니다(변○○, 이○○, 성



추후 이직 혹은 구직 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곽○○).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선택하였습니다(곽○○, 이○○).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 / 다른 문화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감을 가지고 결정하였습니다(변○○).



학력이 높은 편이 아니기에 한국 취업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력은 배제하고 신입을 뽑는 경향이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
다(성OO).

OO)

MZ 세대 해외취업자는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

비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확실한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태도
를 보였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주된 이유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나
갈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하는데 해외취업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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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많고 다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점. 뉴욕은 패션전공자로서 최적의 위치
로 배울 점이 많고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입니다(이○○).



한국에서 대학교 휴학하는 동안(1년) 의미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위해 해외취업
(미국 인턴과 워킹홀리데이)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이 전공인 IT에 강한 나라로 추
후 취업 시 진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미국을 선택하였습니다(한○○).



미래 진로와 관련하여 경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리, 기회라면 국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최소 3년의 경험은 필요하기에 현 직장에서 최소 1
년 정도는 더 경력을 쌓을 예정입니다(이○○).



업무 강도 및 근무 시간 등이 자유롭고 평이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좋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성OO).
MZ 세대 해외취업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해외에 취업했다, 실제 취업에 필요한 정보

는 스스로 확보하거나 헤드헌터 등 민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월드잡사이트 구직공고의 경우 주니어 혹은 신입 위주의 공고
가 많았습니다. 제 경력 8~9년 차로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민간 헤드헌팅 사이트(피플앤잡)에 이력서를 업로드하였으며, 해당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곽○○).



현지에서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구직활동 시작하였고 경로는 주로 링크드인
SNS를 활용하여 구직활동. 동 플랫폼에서 미래에셋 현지지사 구직공고를 보고 지원
하여 취업하였습니다(이○○).



외교부-재외동포재단 한상인턴십으로 현 직장에 온 뒤 6개월 후 동일 직장에서 정
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조○○).
한편 해외취업은 경력직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이트에서 구인 정보 중심으로 제공하나,

정보 제공 외에 업체 확인, 구직자와 구인기업 연계 등 취업에 필수적인 보다 세심한 지원
서비스가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간 에이전
시를 통해 취업하나 이 역시 정보 부족, 비자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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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잡플러스 상 회사의 규모 등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너무 미미하고, 전체
프로세스 자체에 회사 측과 직접 인터뷰 또는 전화, 이메일 등 개인적인 연락이 전
혀 없이 웹사이트만을 통해 지원결과를 얻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부족
하게 느껴졌습니다(조○○).



많은 사람이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지원할지라도 이미 합격한 사람이 있어 지원해도
합격할 확률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자 등 진행해야 하는 과정들이 많은 데
월드잡플러스는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고된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
다. 에이전시의 경우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비자, 인터뷰 등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지원자가 에이전시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한○○).



링크드인(Linkedin)을 찾아보았으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한국 해외취업사이트(월드
잡플러스)는 참고만 했고 미국 스폰서 기간에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에이젼시를
통해 잡 매칭 스폰서는 직접 찾았습니다(이○○).
정부의 경력개발 지원 수요에 대해서는 해외취업 이전, 실행 단계 및 국내 재정착 단계의

경력개발 단계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먼저, 구직알선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직종 대상으로 확대할 것,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컴퓨터 관련
스킬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요청되었다. 한편, 해외취업 이전단계에서는 정부가 유럽국가
대상보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져서 유럽지역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도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구직알선,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직종, 다양한 경력 등으로 확대되었
으면 합니다(곽○○).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합니다. 현재 커뮤니티는 정보가 부족하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권○○).



금전적인 지원 외에 컴퓨터 관련 스킬 (엑셀)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부
족한 외국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컴퓨터 스킬입니다(박○○).



북아메리카보다 유럽국가 대상 프로그램이 적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 유럽국가 대상 더 많은 프로그램 생겨나면 좋겠습니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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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인식
MZ세대 해외취업자들은 인터뷰 시점 대체로 2년 미만의 현지 체류 경험을 하였으며, 해외

취업을 선택한 후에 해외 현지에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들은
기존에 가졌던 직무에 대한 선입견, 혹은 국내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매우 상이한 해외국가
및 기업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나가야 과제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다소 막
연하며 장기적이었으며, 개인별로 다양했던 직업 선택 동기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직무에
대한 인식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며, 대체로 공통된 태도를 보이는 변화가 느껴
졌다.
MZ세대 해외취업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이라고 인식하였다(김○○).

이를 위해 그들이 강조한 것은 해외취업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었다. 직무 경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경력을 얼마나 잘 수행했
는지, 그리고 생애 경력상의 활동 공백이 없어야 하며, 있을 시 소명해야 하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에 현재의
직무 경험을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지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또한 국내 재취업 시
이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책담당자의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외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김○○, 조○○).



어느 회사에서 어느 포지션으로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김○○).



관련 경력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됐습니다(박○○).



해외(특히 유럽)에서는 활동 공백이 없어야 함, 있을 시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김
○○).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적 경험, 자격증 등에 간극이 너무 크기 때
문에 취업 준비에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국내 간에 공통되는
요건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해외 경험 연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조○○).
MZ 세대 해외취업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인적 네트워크 역시 중요했으며, 대부분 해외취

업 이후에 인지하게 된즉슨, 해외취업 이전단계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요인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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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었다. 주로 해외에서는 레퍼런스 체크를 자세히 하여 평판을 확인하며, 한국에서는 일
부 고학력 전문직 직종을 제외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취업 시 고려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더욱 생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직과 이 전직과 같은 취업 후 경력개발에 있어서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인식했다.


취업 후 경력개발에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합니다(권○○).



해외에서는 레퍼런스 체크를 자세히 해 평판을 확인합니다(김○○).



네트워킹이 부족하면 이,전직 기회가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김○○).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주로 친구들과 졸업생들로부터 정보를 얻었고,
학교에서 열리는 직업설명회도 참석하였으나 본격적 구직활동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하였습니다(이○○).
MZ세대 해외취업자는 지속적인 경력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MZ세대 해외취업자

들은 인터뷰 시점 대체로 2년 미만의 현지 체류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김○○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해외 기업 내 현지인 동료들은
재직하면서 석사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등 일 학습병행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김○○).
즉 직무를 더욱 잘 수행하거나, 혹은 미래의 경력개발을 위한 해외 현지의 문화가 큰 역할
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력개발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볼
해외 현지의 경력개발에 대한 촉진/장애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업무와 학업 병행하는 분위기이며, 학벌, 자격증은 해외취업에는 큰 영향 없지만,
연봉 협상에는 영향을 미칩니다(김○○).



증권회사의 sell side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Certified Financial Analyst 자격증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Data science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이○○).



인터넷 강의(멀티캠퍼스 과정 : 디자인강의 ) (이○○).
MZ세대 해외취업자가 경력개발 촉진/장애 요인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먼저, 경력개발 촉진요인으로서 영어 및 현지어와 같은 지속적인 언어 능력의 개발에 대해
서는 다수가 동의했다. 또한, 유럽과 같이 글로벌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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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여성과 워킹맘에 대한 비차별적인 환경은 해외 현지라는 낯선
상황 속에서도 MZ세대 해외취업자들은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이러
한 경력개발에 대한 정보 확보 및 동기부여는 직장동료 또는 관련 분야 현지인 네트워크
참석을 통해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촉진요인>



언어 능력 개발(영어 및 현지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권○○, 김○○, 김○○,
박○○, 곽○○).



유럽이라는 지리적 특수성(EU)으로 인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직무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권○○).



여성 및 워킹맘에 대한 차별 없는 환경으로 인한 동기부여입니다(김○○).



네트워킹 행사 참석을 통해 경력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권○○, 김○○).



주변에서 얻는 자극이 가장 큽니다. 특히 주말에 취업한 친구들 만나 대화를 나누면
서 방향성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경력개발에 대한 자극을 주고받게 됩니다(이○○).



it 업종의 경우 it 관련 프로젝트 포토폴리오를 잘 준비해야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 자료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성OO).

한편, 경력개발 장애 요인으로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현지에서는
경력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해외 현지에 있는 MZ세대 해외
취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여 현지 오프라인에서 신뢰 가능한 정
보를 찾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사용이 쉬운 한국어 기반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한국 기업의 경우 일단 채용 후에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나,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훈련기
회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에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해외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구분되는 외국인 대상으로
제공되는 업무이다 보니, 이러한 업무의 특징으로 인해 경력개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현지 채용직일 경우 승진의 제약이 있으므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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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염두에 둔 경력개발이 무의미하다는 점, 국내 진출기업 해외법인의 경우 대체로 규모가
작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현지어 구사가 어려워 처음
에는 잡일을 해야 한다는 적응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력개발에 대한 여유가 없
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한국과 현지국 간의 경력개발에 대한 제도 및 문화의 차이 역시 경력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해외에서 통용되지 않는 문제는 국내에서의
경력개발을 통해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소 의아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향후 해외취업을 마치고 국내 재정착을 하려고 할 때 있어서도 해외에서 취득
한 실무 경험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존재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기
업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형태 혹은 자기 PR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 경력개
발에 유리한 업무에 익숙해지는 문화적 차이 역시 한국 기업에서의 일반적 문화적 차이와
구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 요인>



네트워크상에 신뢰가능한 정보가 부족합니다(권○○, 김○○).



한국어 기반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김○○).



한국 기업에서 제공하는 것만큼의 L&D 트레이닝 기회가 없습니다(김○○, 김○○).



현지 채용직일 경우, 업무 범위(승진)의 제한이 있습니다(최○○).



국외 법인은 규모가 작다 보니 전문가보단 제너럴리스트로써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박○○).



현지어 구사가 어렵다 보니 처음에는 잡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권○○).



회사업무량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동기가 약해졌습니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일하는 현지인 동료들은 석사도 하고 일도
같이합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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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무역업에 종사하는 데에 있어 한국 동 분야에서 요구되는 자격증은 외국에서
는 전혀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얻은 경력이 있어도 국내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것이 경쟁력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격
증 중심의 취업 시스템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실무적 경력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조
○○).



국가 간 학력 및 자격 체계 인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
다. 예를 들어, 고려대 경영 학사가 BBA로 표기하지만, 유럽권에서는 BBA는 전문
학사 수준입니다. 돈을 내고 추가 과목을 수강했습니다(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자세를 버리고 자기 PR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김○○).



현실에 던져지다보니, 이상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일적인 부분에서 경
험을 발전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실제 부여 받은 업무는 단순 업무가
많아 실망감을 느낀적이 있습니다(이OO).



번아웃 되는 시기가 있는데, 뭘 해야할지 모르거나, 경력개발이 프로세스화 되어있
지 않아 자율적으로 해야하다보니 개인적으로는 경력개발이 어려웠습니다(성OO).
MZ세대 해외취업자의 현지 경력개발 프로그램‧콘텐츠 활용 여부 및 경력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해외 현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주자 대상 경력개발 프
로그램이 존재했으며, 일부는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국민보다 외국
인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거나, 또는 한국인들 경우 역량이 높아 폴란드인 및 저렴한 인건비
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기본 교육이 많다는 점(최○○) 등에서 활용 상의 한계
도 일부 있었다. 한편, 다수의 MZ세대 해외취업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소통 및
교류의 기회를 통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주로 현지 커뮤니티가 구축된다면,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 코트라 사례와 같이
해외취업자에 대한 커뮤니티를 이력서 첨삭 서비스, 모의 면접, 모의토론 프로그램을 활성
화하고, 나아가 해외에서 이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에게 경력개발을 통한 보다 나은
일자리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MZ세대 해외취업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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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선정한 기업에 참가하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김○○).



독일 정부에서 언어 공부하라고 지원해줍니다. 이민자 코스를 밟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비자만 있다면 참여 가능해 수월한 편입니다(박○○).



취업 후 교육/수업, 자격증 등에 드는 비용이 해외취업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특
히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서비스여도 자국민, 외국인에게는 큰 비용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조○○).



회사 적응 후 주위에 또래 한국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나 나라
에 비슷한 나라/경험을 가진 취업자들끼리 소통 및 교류의 기회가 있다면 유용한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 경력자들이 직업 기회를
공유해준다면 특별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이○○).



현재 취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커뮤니티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변정아).



현지 싱가포르 코트라 이력서 첨삭 서비스 및 모의 면접, 모의토론에 참여하였습니
다. 코트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처음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코
트라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계속 이용하게 되었습니다(조○○).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
를 받고 있습니다(6개월에 한 번).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찾아서 (유대
미: 일본 IT 교육 플렛폼)하고 있습니다(성OO).
다음으로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경력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수요가

있었다. 첫째, 현지에서 계속된 역량향상을 위해 외국어 강의, 현지 취업자 정보, 자기 계발
관련 한국어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둘째, 정부에 의한 해외취업자들의 업무
환경 모니터링을 할 것과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인터뷰에 응한 다수의 MZ세대 해외취업자가 한국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데, 이들에 대해 헤드헌터와 같은 네트워크 연결, 해외 체류 중 온라인 교육 훈련기회 및
자격증 과정 지원, 그리고 실업급여, 연금과 같은 국내 고용지원 정책과의 연계 도를 높일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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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및 현지어 강의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권○○).



현지 취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는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생활 정보, 구직 정보, 현지 기업 정보 등 공유)(곽○○).



현지에서 자기 계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로 된 콘텐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지 콘텐츠로는 자기 계발을 하기 어렵습니다(김○○, 김○○).



정기적으로 해외취업자들의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해주었으면 합니다(권○○).



해외정착지원금 첫 번째 지원금 지급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막 해외로 넘어가
서 정착을 위해 지출이 필요할 때 정작 지원이 없습니다. 정착지원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실효성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자금대출과 같이 출국 확
인이 되면 대출 형태로 우선 지급해주고 취업 3개월 후 정부가 자동 상환하는 방
법을 추천합니다(최○○).



한국 재취업 준비를 위해 헤드헌터 연결 혹은 한국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
다(김○○).



해외취업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장학금, 교보문고 등과의 협정
을 통한 E-book 지원,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시 응시료 지원 방안이 있으면 좋
겠습니다(김○○).
한국으로 귀국 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최
○○).





연금 연계 및 혜택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권○○).



한국에서 취업 후 퇴직하면 구직기간 동안 6개월간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해외취업
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귀국 후 한국에 체류하며 구직을 해야 하는 데 취
업이 되기까지 소득이 없다는 것이 큰 심리적 부담입니다. 공백 기간 해외 재취업/
국내 재취업할 때 취업지원금이 지원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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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 전망
과거 세대의 해외취업자들의 경력 전망은 주로 해외 이민을 하는 수단으로 여기거나, 해
외취업한 일정 기간 해외 근로 소득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취업 비자 만료 등
해외취업을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재취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 혹은 기대가
크지 않았다. 반면, MZ 세대는 국내 복귀 시 해외에서 경험을 살려서 유사한 직무를 맡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는 주로 해외 취업 경력과 유사한 직무
를 맡을 수 있는 국내 기업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형태의 바람으로 이어졌다.


해외 경력을 한국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박○○, 권○○).



한국으로 복귀 시 해외취업 기간 동안 맡은 직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
대합니다(권○○, 권○○, 박○○).



해외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취업 경력을 가장 좋게 보는 점은
외국 사람과 소통하고 일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언어의 유창함
을 넘어서 분위기 자체를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는
회사보다는 국제적인 사업 활동 반경을 가진 회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김○○).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다면, 국내로 복귀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IT
직종의 굴지의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성OO).
끝으로 한국 정부가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취업 이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취업 과정에서 현 직장의 계속 근무 또는 이·전직을 통해
현지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며, 장기 체류를 통한 경력개발을 고려할 경우, 현지 취업 정
보취득 및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현지 회사 초청 세미나 및 설명회, 현지 교육 훈련 기관
또는 자격 취득과 같은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일본 비자
와 같이 보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국가 간 협정으로 제공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는 국가 간/기관 간에 정책적/비용/접근권 적 조율/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해외취업자가 실제 해당 경력이 국내 취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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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모니터링과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해외취업자들은 국내
취업경험보다 상대적으로 해외취업경험 자체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해 우려하
고 있었다. 해외취업 경험에 대한 공신력 있는 문서가 제공된다면 더욱 해외에서 국내 취업
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취업전 사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환경이 국내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현지에 가 계신 혹은 경험이 있으신 선배나 경력직 분들을 모
시고 현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공유를 통해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현지에 도착한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모든 분의 의견)



현지 회사 초청 세미나 및 설명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인사담당자와의 만남)(곽○○).



CFA 자격증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거나,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 등
이 제공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 후 모니터링 및 직업/현지
노동법 등의 상담 서비스도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체류에 꼭 필요하므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발급에서도 싱가포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어려워졌지만, 단일 기업, 동일 직급/
직책 내에서도 직원의 국적에 따라 발급 비자에 차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인은 W-Pass를 발급할 때, 일본인은 한 단계 높은 S-Pass 발급)(조○○).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현
재 한국에서도 구직 중이지만 실제로 면접에 참여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
대로 싱가포르는 재택근무 활성화되어 있고 면접도 1차, 2차 모두를 온라인으로 하
는 것 익숙합니다(조○○).



해외취업 경력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해외취업 경력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오피셜한 문서 발급이 가능하면 좋겠습
니다(권○○, 조○○).



월드잡플러스에서 직종별 경력 단계에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경력 1~2년 차에 필요한 역량 또는 자격증 등이 제시되어있다면 경력개발 시 길을
잃지않고 가이드 삼아 참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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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MZ 세대가 바라보는 해외취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은 이전 세대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더 해외임금 격차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과거로 회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도 지난 IMF 당시 국내 일자리가 부족하여 해외로 진출하던 상황과도
대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MZ 세대의 해외 진출 열망은 줄어들지 않는데, 경제적인 이
유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MZ 세대가 바라보는 해
외취업을 통한 경력개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 직업 선택 동기,
2) 직무 인식, 3) 경력 전망으로 구분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MZ 세대 해외취업자들은 직업 선택 동기가 주로 경험 확보에 있었다. 개인의 경험
확보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취업을 시도했다는 점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세대와 달
리 해외 이민, 또는 목돈 형성과 같은 명확한 목적이 있지는 않았지만, 해외취업을 하는 과
정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개인화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
로 필요한 구직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주저하지 않았
다. 다만, 정부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가 해외에서 직업을 구하는 이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
거나, 알려졌더라도 효용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기존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서비스의 내용
과 전달방식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둘째, MZ 세대 해외취업자들의 경험 확보 자체에 초점을 맞춘 직업 선택 동기는 그들이
두 번째 주제인 직무 인식과 관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직무를 인식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76). MZ 세대들
은 일과 삶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제로-섬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김재원 & 정바울,
2018:245). 인터뷰 과정에서 이들의 목적은 경력개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여건에 따

라서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러한 일상
76) 예전에는 급여조건이 절대적이었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므로 급여 이외에 기업문화, 근무시간, 휴가 등을 고려해
서 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포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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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규모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
로 사료 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키워드가 바로 네트워킹에 대한 것이었다. MZ
세대 해외취업자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친숙하
며, 경력개발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77).
셋째, MZ 세대 해외취업자들의 경력전망은 대체로 국내 재취업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았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해외이민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험 취득형태의 해외취업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MZ 세대의 특성인 공정에 대한 가치가 담긴 인식을
경력인정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정부의 특혜적 지원(예컨대,
해외정착지원금액의 인상, 구인처의 확보 등)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획득한 정당한 노력이 인
정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보다 민감해했다. 예컨대, 국내에서 어렵게 취득한 자격이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경험이 국내 취업자와 비교하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현지 및 해외 정부에 의한 교육훈련 지원 및 비자발급에 대한 차이가 국적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해외취업 경력개
발 수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직접 지원에서 해외 정부 또는 국내 고용 관련 정부기관과
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의 초점이 재설정 되어야 하는 것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77) “MZ세대의 경우 해외취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져서 선택의 폭이 다양해 졌다는 특징이 있
다. 기존의 해외취업 루트를 보면 기관에서 해외취업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방식, 헤드헌터가 직접고용에 나서
는 방법등이 있었다면, MZ세대는 기존의 루트 + 해외취업세미나(웨비나), 관심기업을 직접 follow하여 다이렉
트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현지 취업자를 SNS에 팔로우 해서 업로드 사
진, 영상등을 보며 간접적으로 현지를 경험하며, 정보를 얻는다(퍼***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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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외기업 및 지원기관 관계자 인식 분석
1. 기업 관계자

가.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서의 니즈

1) 현지 기업들이 한국 취업자를 구하고 고용하는 주된 계기 또는 이유
현지 기업들이 한국 취업자를 구하고 고용하는 주된 계기 또는 이유는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한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에 생산기지를 비롯 매출을 창출하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싱가포
르, Dole 인사담당자).



한국지사를 제외하고 해외 본사에 현재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직원은 두 명. 1)
logistics, 2) supply chain management (APAC)을 담당하며 한국시장과 상관없이
순전히 전문분야에 뛰어난 직무능력에 기초해서 채용되었음. 이런 인력은 현지 노
동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정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신
분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것임(싱가포르, Dole 인사담당자).
대기업 법인의 경우 신입보다 경력직 직원(적어도 경력 5년 이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

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길 원하는데 한국 국적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좀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영주비자 전환과정에서 시간이 소
요되고,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한국국적 청년 채용의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인터뷰 대상 LA법인에서는 한국국적 청년을 고용하지 않으며, 대체로 미국 거주자 경력직
에 한해서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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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인에서는 한국국적 청년을 고용한 경험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긍정적이지 못
하였습니다. 미국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을 고용한 경험이 있고 그 지원자들의
경우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OPT이후 취업영주
권인 H1(특수전문직 비자/ 취업비자)을 지원해줬으나 로터리에서 당첨되지 않아 돌
아간 경우가 있었고 영주권 진행 소요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
다78)(이○○ 미국 LA 법인장).79)



당사는 영국에 설립된 NH투자증권 런던 현지법인으로 주요 비즈니스로 한국 내 기
관투자가 및 현지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을 통해 영국 및 유럽 내 직접투자 등 IB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및 현지법인 특성상 본사 유관부서 및
국내 투자자,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상 연락이 많은 편입니다. 현지법인 내 영업직
군, 업무직군 등 업무 성격 및 경력직, 신규 채용 등 성격에 따라 현지 외국인 채
용을 선호하느냐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을 채용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릅
니다. 단, 업무직군에서는 아무래도 본사 등 한국 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 채용시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한국 청년
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현지 외국인들에 비하여 멀티
업무가 가능하고, 타고난 근면성과 책임감으로 굳이 외국인을 써야 하지 않는 상황
에서는 더욱더 채용시 선호하고 있습니다(장OO 영국 금융계열 런던 법인장).
대부분의 미국 현지법인/ 대기업의 현지 채용은 visa 등 sponsorship이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외국인(한국 국적 청년)’에 대한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전공에 따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IT 등의 전공 자체는
미국에서 선호하는 전공이며 IT 외 다른 전공을 졸업한 학생의 경우는 OPT 기간은 1년이
지만 IT 등을 포함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자
는 OPT 기간이 2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답변 한 대로 미국 비이민비자 취득과 영주권 취득의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국 현지 기업에서는 일단 채용을 진행
하게 되면, 현지 채용과 비교하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
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78)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건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유
지되어야함. 예, 채용조건에 ‘We do not sponsor employment visas’ 또는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문구가 있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신분은 ‘비이민비자’ 인 J1, H1, O1,E2
의 비자가 있으며 각 비자에 대한 체류 기간은 다름(참고자료 참조).
79) 이○○ 법인장의 경우 LA법인장과 뉴욕법인장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동부와 서부의 두 지역의 고용에
대해 Q&A가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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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에이전트가 지정되어 학생과 회사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고 회사와 학
생이 믿고 지원할 수 있는 곳, 사전/사후 관리 등 잘 이루어지는 중간 지정 에이전
트가 필요합니다(이○○ 미국 LA 법인장).



J1비자의 비용과 진행과정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지원자가 있

어 회사 측에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다른 지원자는 기회를 놓치
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LA농심에서는 한국의 훌륭하고 확신한 인재의 지원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농심 채용 담당 변호사인 서○○ 변호사).

2) 한국 청년 대상 현지 채용기회, 방식 또는 방법
미국 KEB Hana LA Financial Corp에서는 통상 현지 매체를 통한 공고(잡코리아, 중앙
일보) 후 인력을 공개모집하며, Zoom 면접(1차, 2차)을 통해 선발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다만, KEB Hana LA Financial Corp의 경우 경력직을 선호하여 J1인턴십 기회는 없
다고 한다. (한국국적) 청년이 미국의 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에이전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선발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격(학력, 전
공, 경력 등)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적인 인성과 자세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이후 선발되면, 유예기간/수습기간(grace period) 3개월(90일)이 있으며, 이 3개월 유
예기간/수습기간 이후 일반직원과 같은 보험 등 회사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LA 농심의 경우 2021년 작년부터 J1인턴십의 기회가 있다. 공식적 공고나 모집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농심 역시도 에이전트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다. 미국 LA농심 채용 담당 변
호사를 통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명을 채용하였고 추후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
다. 해당 기업에서 비자 발급 비용 지원을 한다고 한다. 기본 보험(건강보험)은 지원되며
3개월 이후(grace period)에는 현지 일반직원과 같은 혜택(눈, 치과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한편, 앞서 인터뷰 한 3명의 미국 인턴십 지원자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미국 인턴십
을 지원했으며 비용 부담을 지원자가 100%했다는 점(약 500-600만원)과 기본보험 역시 지
원자 본인부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해외구인처 확보시 기업의 비자 지원 및 보험
지원 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당 법인의 경우, 채용은 주로 직군별 필요 인력에 따라 수시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통해 서류심사> 1차 실무자 면접> 2차 책임자 면접 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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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최종 합의하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시 영국 장기 체류 및 일
하는데 문제없는 비자 소지자를 1차 판별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채용하려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통해 선별 후 1,2차 면접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면접시에는 실무자 면접이다 보니 직무 등 업무에 요구
되는 부분과의 적합성 체크 및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인
성, 책임감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2차 면접은 책임자 면접으로 지원자에 대한
최종 검증단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1,2차 면접 단계 진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적정 비자 보유 여부 및 자기 소개서상 채용하려는 직무에 맞는 자신을 가장 잘 보
여줄 수 있는 특기 사항 등을 본인 역량 및 경험 등에 비춰 잘 반영하여 작성한다
면 면접단계 동과 가능성 및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OO 영국 금융계열 런던 법인장).


지원자들은 J1인턴십 비자를 취득할 것이고 진행과정을 담당변호사인 제가 도와드
리며 농심에서 비자 진행의 80-90%이상의 비용을 지원합니다(미국 LA농심 채용 담
당 변호사 서○○).
인터뷰 대상 기업의 한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채용 방식은 1) 리크루팅펌을 통하거나, 2)

임직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며 한국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공채는 언급되지 않았다.


당사의 클라이언트는 일본기업이 100%입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한국 인재 채용
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인의뢰(한국 에이전트) -> 지원자 모집 -> 서류
(Resume_Entry Sheet, Portfolio(이공계))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 서류 합격자
1차 면접 진행(면접관은 사원, 코로나 이전은 대면 면접, 이후는 온라인 면접) -> 1
차 면접 합격자 SPI, CAB, 기업 자체 테스트(코로나 이전은 오프라인 필기시험, 이
후는 에이전트 감독하에 온라인 필기시험) -> 필기테스트 합격자 2차 면접 진행(면
접관은 엔지니어 또는 인사책임자, 코로나 이전은 대면 면접, 이후는 온라인 면접)
-> 2차 면접 합격자 3차(최종) 면접(면접관은 임원 또는 대표자, 코로나 이전은 대
면 면접, 이후는 온라인 면접) -> 내정(글**터치코리아)

3) 한국인 인재에 대한 경력 형성 특징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
움은 언어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인이나 인도인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에
경력이 있어도 언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싱가포르, Dole
인사담당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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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갖고 있는 지원자, 군대를 전역한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를
선호합니다. 미국의 경우 소송이 자유롭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들의 정서와 문화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이○○ 미국 LA 법인장).



한국 특유의 기업문화임. 특히 삼성 및 엘지와 같은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한 경우, 특유의 기업문화와 업무방식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외국계
대기업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경력의 지원자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서 채용하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Procter & Gamble, Unilever 같은 외국계 기업
에서 경력을 쌓은 경우입니다(싱가포르, Dole 인사담당자).81)



영어구사 능력이 아무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입직원의 경우,
해당 부서의 선배로부터 또한 필요에 따라 외부(온라인)강의 등 직무교육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지법인의 업무특성상 영어구사(회화/작문)
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되지 않고서는 채용이 되더라도 제한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이나 취업 후에도 직무 및 언어 등 꾸준하
게 자기계발을 해야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개인적 커리어 성장 및 이직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장OO 영국 금융계열 런던 법인장).

80)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언급함
“일반적으로 한국 취업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업무가 주어지면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는 일 없이 성실히
임무를 완수하는 것임. 반면 가장 두드러지는 약점은 1) 언어능력 (written language 는 나은 편이나 spoken
language 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임.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수행하는 직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적 역량이 수반되어야 할 수 밖에 없다. 2) 문화적 이해: 한국은 아직
크게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기업 측에서 지원하기 보다 개인적으로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영역임.”(싱가포르, Dole 인사담당자)
“리더십,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리더십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역량의 개발이 필요함. 때문에 숙련직의 경우 이에 관한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함(싱가포르, Dole 인사담당자)
81) 최근 고용 직전까지 같던 한국인은 Korea  Germany  Singapore 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전문분야에서 뛰
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문제해결 능력을 가졌음. 또한 매우 성실함. 고용까지 가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지원자가 가진 직무능력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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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 이후 단계에서의 정착 및 경력 성숙의 니즈
1) 기업의 교육훈련 지원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의 정착 및 경력 성숙의 니즈와 이에 대한 기업의 지원도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KEB Hana LA Financial Corp에서는 현지 은행과 관
련된 필요한 금융자격증인 AICPA(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미국공인회계사협회),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 국제공인재무분석가)등이 있다.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경우 온라인 강좌, 시험비 등 관련된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싱가포르 사례에서는 직장 내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한 외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대부분 매우 성실하고 각자 전문영역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음에
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약점은 (특히 초년생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환경에서 단
독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는 언어적인 어려움과 한국인이 수적으
로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다른 국적/문화의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인식
됨. 한국인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최근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건강한 방식으로
협업하는 일에 어려움 느끼는 직원들이 있어 외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싱가포르, Dole 인사담당자).

2) 비자제도, 신입 등 초기경력자 채용시 고려사항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 기업에서 맡게 되는 역할 관련 하여 신입직무라는 특징과 이러
한 직무의 수행범위와 비자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미국 J1비자의
인턴은 현장일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위에 언급한 한국 대기업 신입공채와 같은 사무직
일을 하게 된다. LA농심 공장에서의 기계설비직, 연구직, 영업, 마케팅, 디자인, 인사과 등
에서 채용함. 한국 대기업 신입공채의 채용과 비슷한 직군에 해당한다.


어느 나라 국민이나 해외 노동시장에서 전문성 있는 경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1) 신분문제, 2) 적응에 필요한 언어와 문화적 이해 역량 및 3) 현지 노동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 능력보다 현저히 뛰어난 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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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고용 및 경력의 축적이 상대적
으로 쉽게 진행됩니다. 특별히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성실히 업
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싱가포르, Dole 인사담
당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들은 다른 국적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언어 및 문화
적 이해 역량에 있어서의 어려움때문에 직장 동료, 상사, 부하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성숙시켜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지인/외국인
구분과 관계없이 기업 내부에서 커리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를 통한 영향력
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제도적으로, 기업시스템적
으로 현지인들이 더 쉽게 승진이 가능하게 마련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를 맺는 능력이 크게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코칭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Dole 인사담당자).



저희 법인 같은 한국계 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 외국계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
후 동직종으로 한국 내 기업에 재취업시 경력인정 등에 있어 불리한 것보다는 유리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비자문제 또는 본인 개인적 사정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취업자가 현지에서 우수한 업
무수행을 통해 직장 내 성과를 인정받았다면, 현지 법인의 추천을 통한 본사 등 재
취업할 기회가 또한 열려 있다고 봅니다(장OO 영국 금융계열 런던 법인장).

다. 한국 정부의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실행 관련 해외 기업의 인식
많은 국가에 해외지사들을 운영하여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성숙시키려는 기업 입장에서
신산업과 관련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의 평생 경력개발 지원체계에서는 어떠한 요인과 지원들이 고
려되어야 할지와 어떠한 전달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LA농심의 경우는 한국 대기업이고 비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나 좋은 인재를 찾
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회사와 지원자의 연결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역할, 허브 구축(한국대학교-미국기업의 MOU 등), 또는 방안 제안 등이 필요합
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된 한국 대학교(경력개발센터)와 미국 법인(인사과)과의

연계되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원자와 회사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더 안정적
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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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 정부에서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한국 인력 고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의 해외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려면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쉽게 이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익한 기회로
인식하도록 하고 실제로 공급되는 인력의 질 또한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면 기업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인력개발에 연결하고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집행에 있어 기대와 실제의 괴리가 매우 크다면 신빙성 얻기 어려
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싱가포르, Dole 인사담당자).



현재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대학에서 학/석사를 마친 외국인 학생에
게 2년 간 영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한-영국조약에 따라 30세 미만의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
해 영국에서 2년간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 조약에 따라 연간 발급할 수 있는 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영국 내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 두 가지의 비자
2년 만기 전에 영국 내 비자스폰서쉽을 서포트해주는 회사 취업을 통해 영국 내
체류 및 취업 등이 연장 가능하지만, 동 스폰서쉽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급여
이상 충족 및 까다로운 심사등으로 2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기 언급한 두 개의 비자만료 전 비자스폰서쉽을 내주는 회사에서 좀 더 수월하게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한국-영국 간 재협의 등이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수한 한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측 입장에서도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한국 청년인력들을 2년 단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장OO 영국 금융계열 런던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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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관 관계자
해외취업 지원기관은 해외 K-Move 샌터, 해외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해외 리쿠르트 업
체, 직능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다.

가.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서의 니즈
1) 현지 기업들이 한국 취업자를 구하고 고용하는 주된 계기 또는 이유
해외 현지 기업에서는 한국인 취업자를 해당 분야의 국내 숙련 인재가 없어서 대안으로
외국인 전문가로 채용하거나,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기업
의 특수한 수요가 발생하여 채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업
관계자 대상 인터뷰 결과와도 일치했다.


“현지 기업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시장을 공략하는 사업이 있어서,
한국시장 담당부서 또는 한국 담당자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임. 한국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정부의 정책 및 노동인력 구성 상 한국인을 굳이 고
용할 필요가 사실 낮음(싱가포르 K-Move 센터).”

2) 한국 청년 채용 시 현지 기업에서 적용하는 채용절차에 대한 의견
한국 청년 채용을 살펴보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는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수시채용 중심으
로 이루어지며, 이에 현지 기업 특성에 맞도록 서류 및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함을 강조
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위, 자격 등 스펙을 중시하지만, 인턴과 같은 실무 경험 역시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회사마다 채용절차가 상이하지만, 기본적인 서류 내부심사, 인터뷰 (1~3차), 직
능검사의 순서는 한국과 매우 비슷함.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싱가포르는 한국의
공채와 달리 수시채용 중심임(싱가포르 K-Move 센터).”



“미국에서는 졸업 전까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인턴생활이 필수입니다. 학년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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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전, 3,4,5월에는 대규모의 채용설명회가 학교에서 이뤄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
은 방학동안 인턴생활을 하기 위해 수십장의 이력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기준으로 한국청년을 채용하다 보니, 인턴경험이 없는 지원자는 서류전
형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원자들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지
원 분야의 경력을 만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익시험 준비보다는 영어말
하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어면접에 필요한 동
영상 강의를 공유하거나, Mock Interview를 자주 실시하여 합격률을 높이고 있습
니다(플레시셔먼트 인터네서녈 코리아). ”


“기업의 의뢰를 받고 희망하는 인재상, 입사조건 등을 기재하여 공고 모집 서류-의
뢰기업이 희망하는 자격증, 스킬, 학과 등을 충족한 지원자를 우선 고려함. 서비스
직 사무직등 에서는 비교적 해당 관련된 지원자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이공계열
(IT, 기계설계 등)의 경우는 모든 조건울 충족하는 지원자 찾기가 쉽지 않음(퍼***리
코리아).”



“한국청년들은 워낙 스펙중심의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경쟁에 노출되어 충분한 경
쟁력을 갖고 있음 특히 일본취업은 스펙보다 구직자의 앞으로의 성장성(potential)
을 보기 때문에 각종 스펙과 자격증 보다는 어학, 글로벌 체험(교환학생, 워홀, 글
로벌 지향성), 전공 이외에 다양한 경험(자원봉사, 인류 과제에 대한 활동 등) , 다
양한 도전(운동, 대회, 자기 취미에 대한 것 등) 이 더 중요함(포*스).”

3) 취업 이전에 한국 취업자가 현지 직장 및 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준비가 필요한 사항
해외 현지 취업 이전에 현지어 구사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어 구사능력은 현지 취업에 필수적이지만, 직무능력의 향상과 병행
될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기업에 적합한 이력서와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지 취업 이후 생활과 관련된 기반을 마
련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원자들 중에서 해당국 언어스킬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경우 쉽게 취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언어만으로는 사실 해외인재를 채용할 메리트를 받는
시기는 지났다. 채용담당자들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많이 언급되는게 해외취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인재 or 해당국의 취업 의지가 강한 인재 라고 언급되어진다. 그래서
지원자 이력서작성 가이드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를 해주며, 면접 예상 피드백을 해줄
때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다(퍼***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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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지원자들과의 경쟁에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은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영어능력의 향상은 그 어느 직무능력보다 절실합니다. 한국

청년들이 아무리 기술적인 면이 뛰어나다 해도 기본적인 영어의사소통이 되지 않으
면 합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본사에서는 한국인 지원자를 위한
무료 Mock Interview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격에 도움이 될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
으로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과 레스토랑 직무에 필요한 영어강의를 CIA
와 Forbes와 협약하여 온라인 유료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플레시셔먼트 인터네
서녈 코리아). ”


“기업에 맞는 이력서와 면접 준비를 심도 있게 하는 것임. 몇 개 회사에 넣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음. 단 한 회사에 넣더라도 철저한 자기분석과 기업연구가 요구됨.

최근에는 월드잡에 범용 이력서를 그대로 기업에 제출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거의
떨어짐 해당 채용기업의 심도 있는 기업연구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해야 함(포*스).”


“기업들은 채용을 결정할 때 장기간 고용가능한 인력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서 바로 들어오는 인력보다는, (유학이나 과거 체류 등) 기존 경험과 생활 기반을
이미 가진 인력을 선호합니다. 즉, 기업 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 변호사).”



“해외취업처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한국의 지원자 사이에 제대로 된 매칭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기간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의 지원자들이 해

외취업에 대해서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거나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
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준비된 인재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 취업이나 구인처나
취업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즉 성공적인 매칭을 위해
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확보와 함께 가능한 많은 지원자들의 DB를 확보하거나
지속적인 DB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라**인코리아).”


“기업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면접에서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하여 어필
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으며, 어떠한 것을 성장시켰는지? 이러한 성장을 향후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시켜 나갈 것인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여 회사와 더
불어 성장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 정리하고 피드백 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후보자와 진행하지 않은 후보자
를 대비한 결과 면접에서의 합격률이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보다 50% 이상
높아졌다는 당사 자체의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글**터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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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 이후 단계에서의 정착 및 경력 성숙의 니즈
1) 현지 기업에 취업한 한국 청년들이 취업 이후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과 지원 방안
해외현지 기업에 취업한 한국 청년의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경력개발이 아닌 개인 맞춤형 경력개발 모델이 필요하다. 즉, 직무능력에 대한 필요성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화된 필요 영역을 말하기 어려우며,
보통 이직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경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만약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워 비용대비 편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
한다(싱가포르 K-Move 센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대일 대면이 가능한 멘토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멘토링을 통해 해외취업자와 가장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 뿐만 아
니라 산업구조, 법령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안과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자를 도와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무능력 개발의 필요성과 내용은 업종 및 지역/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
음. 일본, 크게는 한국 등 평생직장의 개념이 아직 통용되는 곳에서는 회사에 종속
되어 있으면서 직무능력이 함께 개발됨(싱가포르 K-Move 센터).”



“그러나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잦은 이직이 자연스러운 노동시장에서는 멘토
매칭 시스템, 자문단 구성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멘티와 멘토의 나이
및 경력 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시

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싱가포르 K-Move 센터).”


“분야마다 다른 전문용어, 법령체계, 산업 구조 등을 익히는 문제는 1대 1로 전달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함(싱가포르 K-Move 센터).”



“해외취업의 경우 언어+직무능력 스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신입의 경우 직무를
따로 습들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로인해 고민은 느끼는 지원자에게 K-MOVE스
쿨, 국민내일배움을 연계한 교육훈련, 인턴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무를 향
상시킬 수 있게 멘토링을 진행한 케이스가 있었다(퍼***리코리아).”



“학부 수업으로 이루어진 전공수업만으로는 현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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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가 없었기에 연수 과정을 통한 집중적인 직무교육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기존의 취업한 연수생과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구성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현지 기업과 취업한 연수
생들이 요구하는 수요 파악이 필요합니다. 직무향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로
나 이전까지는 미국 현지에 가서 기업체와 현지에 있는 연수생을 통한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현재는 운영하는 연수 과정 중에 기존 연수 과정을 수료 후 해외취업에
성공하고 1년 뒤에 국내 재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을 통하여 현지 생활에 대한 교육
과 직장생활에 대비에 필요한 요소들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다양한 업무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MOS자격증 및 직무 교육으로 구성하여 진
행하고 있습니다(동*대학교).”

2) 한국 청년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청년들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해외취업 이전 경력개발의
징검다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정부지원 인턴십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신입직원이 직무경험을 할 수 있으며 고용까지 이어지는 채용연계형 인턴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당사에도 6개월 정도의 해외인턴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으나 현지 인턴 기준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생활적인 부분이나 여러 방면의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해외 인턴(최소 6개월 이상) 대상자에 대
해 현재 취업자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해외취업정학지원금을 1회정도로 한정하여
보조를 해주는 방법의 지원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나라를 대상으
로 공.민간 기업 협력으로 채용연계형 인턴십 사업을 추진 등(퍼***리코리아).”



“미국에서는 졸업 전까지 전공 관련 인턴경험이 필수입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짧은 방학기간동안 경력을 쌓기 위해 학기 중에도 이력서를 수십 장 작성해서 많은
기업체에 제출을 하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졸업할 즘에는 경
력이 쌓인 이력서와 면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청년들은 여행이
나 자격증 또는 토익과 같은 영어공인점수 획들을 위해 방학기간을 보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전공과 진로와는 무관한 경력 (편의점, 택배, 학원 아르바이
트)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졸업예정자는 “신입을 뽑는 기업체
는 없다”라며 불만을 토하고, 기업체는 “쓸 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인턴쉽 제도를 실
시했으면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인턴쉽 제도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미리 선발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인텁쉽을 통해 관련 업무를 미리 익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성공적인 해외취업
으로도 이끌 것입니다(플***먼트 인터네서녈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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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커리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분석이 필요함. 내가 무엇에 흥
미가 있고 즐거움을 느끼며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신나는지...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을 어느 정도 정해서 커리어를 설계함 -> 직무적합성 검사(직업심리검사 등) + 전
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직무 발굴 필요함. 최근에는 n잡러, 긱워커 등 한 우물의
커리어가 아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방면의 직업을 갖는 추세임. (회사에
서도 부업을 허용하기도 함) 따라서 생애 학습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됨(포*스).”



“해외취업을 위한 한국청년들의 체계적인 경력개발은 국내외 취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학만으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구성하기가 어렵
기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국내외취업관련 사업들에서 얻어진 수 많은 정보들을
DB화하여 각 대학에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①현지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 데이터 ②현지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고, 국내에서 취
득할 수 있는 자격증 데이터 ③현지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직무교
육 등의 데이터 ④현지에서 이직시 요구되는 수요조사 데이터 등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해외취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취업관련 정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며 한국 청년들의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정보들이 제공된다면 각 대학과 민간기
업 등이 한국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시킬수 있으면서 국내 대학교육에 대
해 비교적 인정하지 않는 해외 기업체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것입니
다. 이것은 대학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한다면
국내 미취업자들의 해외 진출에 큰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동
*대학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가고 준비할 것 인가
에 대해 정기적인 세미나, 강의, 컨퍼런스 등을 통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글**터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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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국내 재정착 단계에서의 니즈
1) 해외 장기 취업으로 이행상의 애로사항
K-move 사업 통한 해외취업자가 이후 현지에서 재취업이나 영주권 획득을 통한 정착을

원하는 경우 주된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비자제한, 한국인 수요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비자제한/체류신분)싱가포르 노동시장에 한정해서 볼 때, 현지 재취업 및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국민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비자정책임. 자국민의 실업
율이 높은 때 일수록, 외국인에게 할당되는 비자를 줄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경
우, 한국취업인들은 가족 동반 및 체류비용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필요한
비자를 획득하지 못하게 됨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에 따라 최소 임
금이 정해져 있음). 일자리가 나도 비자 요건이 필요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고 귀국
하는 경우도 많다(싱가포르 K-Move 센터).”



“(한국인력에 대한 수요 제한) 싱가포르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은 한국과 긴밀히 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포트까지 한국어로 가능한 중간 관리자가 대부분. 이러한 한
국인력의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일자리의 수는 아직 한정되어 있음. 한
국인이 꼭 필요한 직무나 직책이 아니면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며,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독려함. 동시에 현지인의 한국어/문화이해 역량도 꾸준히
상승 중임(싱가포르 K-Move 센터).”

2) 국내 재취업의 경우,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경력 기간 및 경력 외 우대조건

해외에서 해당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비슷한 계열로 국내에서 재취업할 경
우에는 경력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귀국하여 국내에
서 재취업의 경우는 현재 인원도 꽤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있는지에
따라 우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퍼***리코리아).
해외취업자가 국내 재취업시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무기간은 최소 1년 이
상될 것이 요구되며, 대체적으로 인문서비스 분야보다는 기술이공계 분야의 경력 요건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퍼**리코리아, 플***먼트 인터네셔널 코리아)
[인문.서비스: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퇴사로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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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향이 있다.(국내도 동일) 정확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시에는 1~3년 정도의
경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퍼***리코리아).”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현지 기업에서의 경험이 필요하고, 해외
기업 또는 취업처에서 진행했던 업무의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향상
된 어학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 해외 기업이 믿을 수

있는 대기업이라던지 해당 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은 조건을 가지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코리아).”


“해외취업자가 국내에 경력자로 인정받아 취업하기 위한 경력은 최소 3년입니다. 3
년이라고 특정하는 이유는, 3년 정도를 해당 분야에서 종사해야 그 분야의 업무 프
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으며, 문제
가 발생할 경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글**터*코리아).”

[기술.이공계: 3년 이상]



“한국에서도 비슷하지만 기술.이공계는 3년이상부터 경력으로서 크게 인정받기 시
작한다. 일본에서도 3년미만의 경력자와 3년이상의 경력자들의 연봉인상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면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퍼***리코리아).”



“일본기업의 경우, 입사후 3년간은 신입으로 취급되어 기초를 다지는 시기임. 단 IT
웹개발자를 포함한 기술직인 경우는 업무에 빨리 투입되므로 3년이며, 더 프로를
원한다면 5년정도입니다(포*스).”

이와 함께 해외취업 경험 자체 또는 해외 취업 기간동안 수행한 직무 내용(Job
Description), 추천서(Refernce) 보유(플***먼트 인터내셔널 코리아) 또는 대기업 또는 팀
프로젝트 경험과 실적(포*스)이 해외취업자의 우대조건으로써 국내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경력 외 우대 조건으로는 해외에 취업한 경험 자체가 우대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
습니다. 기업에서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많이 선호하는데, 해외에 취업했다
는 사실 자체로 자신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터*코리아)82).

82) 일본 전기회사의 지역영업 파트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최대 판매 실적까지 올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근무 경력을 살려 해당 분야에서
이직을 하려고 했었지만,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3개월 정도 신입사원 대우를 한 이후, 판
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급했기 때문에,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
습니다. 물론, 3개월을 채우지 않은 기간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여, 일본에서의 경력을 인정한 대우를 받게 되
었습니다.해외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갑작스러운 집안사정이나 심한 향수병으로 인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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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학교 출신 연수생은 보통 대기업의 1, 2차 밴드 현지 지사에 근무하고, 1년
근무하거나 계속 근무를 하고있는 중이며, 미국에서 1년 뒤 귀국해서 국내 중소기
업에 재취업시 경력직으로 지원하여, 과장이나 대리로 바로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
다. 본사의 경우는 한국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뉴오타니 호텔과 힐튼
호텔에서 근무했던 해외취업자가 국내의 롯데호텔에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채용이
되고 빠르게 승진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은 이렇게 본래 가지고
있던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서는 저희 들의 역할과 지원자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인코리아).

한편, 해외취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이 국내 재취업 과정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각국 노동시장의 차이에 따라 직종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이후 국내 재취업 또는 반대의 순서로 변화가 있을 때 이직이 쉽지 않다

는 것, 국가 간 경력 인정이 어려운 근본 이유는 취업을 원하는 시장에서 취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낮고, 노동 시장 간 호환가능한 직업경력/
직무능력의 부재, 그리고 각 노동시장에서 경력과 관련성 높은 일자리의 부재 때문
임. 이는 업종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부분이다(싱가포르 K-Move 센터).”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은 일반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한국에서도 해당 분야의 후보군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글**터*코리아).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느냐에 따라 기업에서 선호
가 달라집니다. IT 분야에서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경험
한 인재를 많이 선호하는 반면, 단순 개발만 반복 경험한 인재에 대해서는 크게 선
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분야에서 취업하신 분들은 자신의 미래
를 생각해서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쌓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글**터*코리아).

많았습니다. 이 때에는 천천히 이직처를 알아보고 결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조건이라도 받아들이
고 경력을 이어나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직한 이후에는 해외에서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기업에서 인정을 받는 케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 취업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글**터*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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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재정착 전문가 직종별 인식 조사
1) 주요 직종별 인재의 해외취업 또는 해외경력개발 수요
조사 대상 4개 전체 직종에 대한 청년 및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살펴본 IT 직종의 해외취업자에 대한 수요는 국내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가 있는 회사에서, 해외에서는 일본 외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장에 한국 청년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텔 서비스 직종
은 외국인을 응대해야 하는 특성상 해외취업 또는 해외경력개발 수요가 높다. 다만, 해외는
국내보다 임금수준이 낮으므로 해외에서 정주가 아닌 경험 위주의 단기 취업, 또는 인턴쉽,
유학 등의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류 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살펴본
무역 직종의 해외취업자에 대한 수요는 국내에서는 무역 관련 국내 기업에서, 해외에서는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외취업 수요가 있다. 조리 직종 또한 해외 수요가 있으
며, 해외취업 후 국내로 복귀하는 경력개발경로를 설정하는 경향이 높았다.
[IT 분야]



IT/SW분야의 글로벌 경험을 갖추었다는 의미는 우선 communication(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더불어서 글로벌 선진 기업의 업무 처리 방식이
나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된 규정, 절차 등에 익숙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런 경험을 가진 인재가 국내 기업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해외 사업 수
주가 일어난 회사인 경우(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산업 수준이 좀 낮은 국가들의
사업) 위의 두 가지의 역량을 갖추어야만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
문임(소프트웨어 협회 김OO).


그러므로 글로벌 경험을 가진 분야가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수도 아
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일본에서 직무 경험을 가진 일본어가 가능한
인력이 다른 분야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볼 때, 일본어만으로는 다
른 국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수년전부터 국내의 큰
IT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IT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외경험을
갖춘 인력의 활용은 이 분야에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소프트웨어 협회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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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서비스 분야]



글로벌 경험을 갖춘 호텔분야 인재의 해외취업 수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유학 등을 경험한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해외취업 또는 해외경력개발
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 후 해외취업과 해외경력개발의 문
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부터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학생들의 인턴쉽, 워킹홀리데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한국호텔업협회 이○○).



전문대학, 대학, 전문학교 등 학위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국내 호텔 분야에서 근무 조건(인건비)이 외국과 차이가 많아 해외취업 및 해외에
서 경력개발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다만
해외취업과 해외 경력개발이 최종 목표보다는 어학 연수와 같은 개념으로 외국어에
대한 개인 능력을 높이고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더 크지 해외취업과 해외 경력개발
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목표를
외국어 능력 향상 쪽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이라 글로벌 경험을 갖춘 호텔분야 인재라는 구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호텔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해외취업과 해외경력개발에 대한 목표(외국어 개
인 향상)가 있어서 수요는 많다고 생각합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또한 유학의 경우는 취업과 경력 및 자격과 달리 공인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라
학생들이 외국 학위를 취득하면 국내 글로벌(외국 계열) 호텔에서 채용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외국 학위 취득 수요는 높다고 생각합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호텔산업은 내외국인 고객, 글로벌체인 호텔산업의 주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해외 유학(어학연수/호텔인턴쉽포함) 해외 자격취득 등이 해외취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Working language는 호텔
접객서비스를 담당할 때 매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호텔 관광 관련 전공자들의
수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유
학, 어학연수, 호텔인턴쉽 취업, 워킹홀리데이 등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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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 분야]



물류(운송) 분야를 화물 운송(Cargo Transportation)에 관련되는 수출입 운송에 따
른 물류산업/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직종으로 해석한다면83), 해외취업 또는
해외경력개발 기회는 다양하게 존재함. 한국은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국가
이므로 국내에는 다양한 국제물류기업이 진출해 있고, 국내의 외국물류기업에 근무
하는 기회가 해외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에 있음. 국내 제조기업의 임금상승
에 따른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제
조기업이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이시아 등)로 진출하면서 국내 물류서비스(포워딩업
체)도 해당 국가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해외근무 기회가 증가함. 또한 선진국을 포
함한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한국과 무역거래가 많은 국가는 한국기업과 원활한 거래
및 물류 솔류션을 위해서 한국인 채용을 선호하는 측면도 한국인의 해외취업 및 해
외경력개발 기회를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김○○).

[조리 분야]



해외취업 및 경력개발 수요는 조리분야의 경우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
는 여러가지 이유를 갖고있다고 보는데, 정통성을 배우고 경혐하기 위한 것, 이민
을 목적으로 한것, 글로벌 호텔체인 시장에서의 근무, 한국 F&B 브랜드의 해외진출
로 인한 인력 진출 등 과거와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 수요가 발생합니다. 다만, 유
학이 아닌 취업의 경우 국책사업 혹은 에이전시 연계(학교 등) 프로그램 등에서 취
업처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해 젊은 인재들이 직접 취업처를 알아보고 부딪히는 경
우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김OO).



수요가 충분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선행조건을 살펴보면 해외취업이후 국
내취업으로 전환 시 국내 업체와의 연계성 확립과 취업역량관련 추가 교육의 편성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의 다양한 취업처 및 직무 개발에 추가적인 노력
이 필요 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해외취업국가별로 구분해야 하며 전
공별 구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배OO).



해외취업자, 경력자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조리과 대학에서도 학
생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어 학교 자체적으로도 해외취업 연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며, 해외경력, 자격증 취득 후 국내로 돌아와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
이 있습니다(한OO).

83) 물류(운송)분야의 직업/직종은 해양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관련산업이 연계되므로 외형
적으로 ‘물류(화물)’라는 직책/직업/직종으로 규명되지 않으면서도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확
율이 높아짐. 따라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Supply Chain이 형성
되므로 과거의 판매/유통이 물류라는 큰 틀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동일한 분야에서 해외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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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취득 자격·학위에 대한 국내 활용 및 국내자격과의 연계 가능성
조사 대상 직종은 해외 취득 자격·학위에 대한 국내 활용 및 국내자격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으나,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IT 분야
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자격이 다수 있으며, 해외 학위는 해외사업을 가진 기업에서
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자격과의 연계가능성은 국내·외에서 IT 인력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므로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 서비스 분야의 직업자
격은 해외 호텔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학위와 연계된 자격이 보다 효과적
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은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국내 활용도가 반드시 높다고 볼 수만
은 없으나, 국내에 있는 해외본사 호텔에 취업할 때는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미 일부 분야는 국내 자격과의 연계가 되고 있으며, F&B, 위생 분야의 경우
해외 자격 취득 지원 및 해외 취득 자격의 국내 인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조리
분야 역시 호텔 서비스 분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역 분야는 국내외 모두 자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자격과 해외 자격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IT 분야]



해외에서 취득한 IT관련 자격을 직업자격이라고 생각한다면 IT분야에서는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직업 자격들이 많이 있는데, 취득을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국내에서도 준비하여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자격은 사단법인이
나 특정 단체에서 발급하는 국제 자격들과(CISA, CISSP, PMP 등) Vendor 자격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Oracle DB 관련자격증, AWS의 클라우드 자격증 등이 있
는데, 산업계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 협회 김OO)



IT 산업분야에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라고 해서 엄청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
는 편이지만, 해외사업을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 분야인 경우는 우대를 받을 수 있
습니다(소프트웨어 협회 김OO).



해외자격과 국내자격간의 연계 가능성 : 매우 고무적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많은 국가와 연계를 하여서 관련 인력간 교류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상황은 타국의 우수 인력이 싼 임금으로 좋은 품질을 낼 수 있으므로 국가간의 자격
연계는 매우 발전적이고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소프트웨어 협회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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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서비스 분야]



현재는 해외에서 취득한 호텔 관련 자격·학위에 대해 국내 활용도는 높은 편이 아
닙니다. 영어나 해외 클라이언트를 응대해야 하는 세일즈마케팅 부서에서는 해외
호텔 관련 자격, 학위 등이 있다면 채용에 유리할 수 있으나, 채용요강에 공식적으
로 명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주로 영어회화 가능자, 오페라 시스템 활용 가능자
우대라는 모집요건이 일반적입니다(한국호텔업협회 이○○).



또한 해외자격과 국내자격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한 범위 설정과 내
용 등을 구체화 한다면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현재 국내에서 관광경영을 학
습한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의 필기 면제 등의 조건이 공통으로
적용되어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의 범위가 확대되고 실제 호텔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들이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채용 시장의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한국호텔업협회 이○○).



해외 호텔관련 학위와 자격 취득은 활용되는 범위가 일부 다르다고 판단되며, 우선
해외 호텔분야 자격의 경우 세부적으로 객실, 음료, 조리 등으로 구분되지만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인정 및 활용되는 비중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해외 자격이 국내 자격과 연계되는 경우도 일부에 한해서 적용되는 사항
이라 인정 및 활용 범위는 희박해 보입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다만, 학위의 경우 호텔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 호텔학교, UNLV,
Cornell 등 명성이 있는 학교의 학위는 국내에서 활용보다는 선호도가 높다고 얘기
할 수 있으며, 국내에 운영 중인 모든 호텔들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위의
경우 공증을 통해 검증된 자료로 판단되어 국내 호텔에서도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
됩니다. 여기에 학위가 아닌 수료의 경우 호텔 분야 중 조리분야에서 인정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내에 호텔의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높지 않아 국내 자격증과 연계되는 부분은 동일한 항목에 해외 자격
취득 기준을 확인하여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의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이면 명확해 보이지만 호텔 분야는 국내의 경우 민간
자격도 다양한 협회에서 발급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해외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아 자격에 따라 취득 기준을 확인하여 국내외 자격증에 대한 인정
범위를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UNLV(네바다 주립대 라스베가스), 스위스 호텔학교(세자르리츠) 미국 코넬대학교
(Cornell University)는 AHLA(미국호텔협회)와 NRA(미국음식중앙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호텔서비스품질관리, F&B(식음료), Servsafe(식품위생)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호텔 관련 전공학점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체인 호텔에서도 해외호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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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 취득 시 직원인사 고가 반영, 특별휴가, 포상금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스코(종합환경위생기업), 5성급 호텔직원의 재보수 교육 시 사업주 훈련 과정으로
정부지원금을 제공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취득한 전공학위와
자격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취득한 호텔전공관련 해외자격증에 대한 현업에서 활
용도가 높아 취득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호텔전공 관련
취득학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전공 경력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호텔 관련 자격증은 대부분 민간자격증(협회)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국에
서는 국가취득 자격증과는 따로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
고 있는 호텔전공 관련 자격증의 종류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에 비해 호텔 F&B(식
음료), 위생 관리 분야는 대부분 민간자격(협회)으로 관리 되고 있어 해외호텔 자격
증 취득의 기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글로벌체인 호텔 취업할 때 공신력 있는 해외취득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자
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전공 관련 해외취득자격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무역(물류) 분야]



해외에서 취득하는 물류(운송) 관련 학위의 국내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해외에서 취득한 물류(운송)분야 학위/자격증 등이 국내에서 취득한 동일한
분야의 수준에 비하여 상위 또는 우대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국내 물
류(운송)분야의 학위.자격이 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음84).



물류(운송)분야 학위/자격의 해외-국내 연계 필요성과 중요성은 이미 동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함.



해외-국내 연계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한국은 선진국의 선진 물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국가이면서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물류의 학문적 역량,
인력양성 역량 측면에서 선도자로서 경험을 전수하는 위치에도 도달하고 있음85).

84) 물류(운송)은 한 나라의 독특한 물리적 환경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고, 한국과 같이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선진 공업국가의 생산성과 수출입 분야 역동성을 추격해온 국가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함.특히 물류가 기업의 재화생산 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화의 개발.이동/생산.서비자 공급 서비스와
관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물류특성을 가진 나
라는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상대해온 물류관련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물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함.
85) 한국은 물류(운송)분야의 학위/자격증 등의 활용도와 직업/직종으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고 시장의 수요도
높음.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에 물류에 특화된 학과(학부-대학원-석.박사배출)의 학부가 탄생(인하대학교)하여
아시아 최초이며 아직도 아시아권 전체국가에서 이 분야의 학문이 정착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음.인하
대학의 물류학부 탄생 이후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도 학과신설, 과목신설 등이 진행되었고 강좌(중앙대학, 평택
대학, 해양대학 등)대학원과정을 신설한 대학(인천대학, 서경대학)도 있음.이와 같이 물류분야의 학문적 토대와
고급인력(물류분야의 기획 및 관리)을 배출하여 국내 산업에 공급하는 생태계가 성숙한 국가임.이에 이미 국내
대학의 물류관련 학과/학부와 대학원에 걸쳐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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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류(운송)분야는 직업군의 매우 낮은 임금수준에서부터 매우 높은 임금수준에
다양하게 분포되는 직업/직종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각각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
외-국내 연계전략, 제도수립, 제도운영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조리 분야]



해외자격과 학위의 활용은 국내의 시장과 취업처 마다 매우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
합니다. 어떤회사에서는 그런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부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취업현장 에서는 자격보다는 경력입니다.
조리기능사 국가자격증이 많다고 무조건 취업이 잘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외자격
의 경우도 같습니다. 국내자격과의 연계는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기 쉽지 않기도 하
겠지만 인정과정이 어렵다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내국인보다는 해외
인력들이 국내에 취업할 때 도움을 줄 수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조
리사협회중앙회 김OO).



해외에서 취득한 조리 관련 자격·학위에 대해 국내 할용도는 양식일식 조리 분야에
서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격, 학력 경력 등은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
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자격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화에 가치가 연계되기 때
문에 아직 가능성 판단에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이탈리아 사람이 한
식을 하는 것이 우리로는 보기 좋은 모습이긴 하나 그것을 취업, 창업으로 발전시키
기엔 시기상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배OO).



해외 자격증은 사실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쩔수는 없을거같습니다. 본
인의 레퍼런스에는 기록으로 남지만 국내자격증(산업인력관리공단)에 비하며 인정부
분이 미흡하며, 글로벌 조리학교(르꼬르동, CIA 등 대표 학교의 경우 메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어 국내 조리대학교 이상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은 있는거 같습니다. 나
람별 상호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상호적인 인정 교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하지만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세계화에 한걸음이 될 거
같습니다(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OO).)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서 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하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따라서 해외 선진 선도대학/
자격증 발급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함과 동시에 한국이 이미 경험한 동 분야의 개발경험을 전략적으로 협력
국가에 전수하는 전략도 중요함.가깝게는 한-일, 한-중, 한-베, 한-인니, 한-인도 등 수출입 전략국가 및 신남방
정책 추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이 주체가 되는 학위/자격증 연계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면서 경
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인도의 경우, 2019-2020년 항만기능인력 양성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
는 KSP 정책자문을 제공한 바 있음)단, 물류(운송)관련 학위/자격증 해외-한국 연계는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서 고급인력(관리.기획역량)-중간인력(기능인력으로서의 자격증 소지자)-기초인력(비교적 노동집약적인 분야의
외국인 고용)을 나누어서 조사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한편, 운송분야(육상운송트럭분야)는 한국인의 3D 직종
/직업 기피현상과 관련하여 취업희망자가 줄고 적절한 노동력(나이, 기능, 근무강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한국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용한 해외이주 인력의 성향(직무 성실도, 직업충성도, 문화적
적응)을 비교조사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서 육상운송 운정자의 해외이주인력 도입여부를 판단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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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한 적합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조사 대상 직종은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한 적합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다소 간의 차이
가 있었다. IT 분야 해외취업을 통해 직무와 영어소통능력을 갖춘 경우, 해외 사업을 추진
하는 국내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호텔 서비스 분야는 국내 진출해 있는 글로벌 체인
또는 영어 소통 능력을 요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 효과적이다. 조리 분야는 해외
취업 전후 커리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취업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
는 근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 분야는 현지국의 업무 및 문화를
취득하고 현지어 소통 능력을 갖춘 경우 국내 유사 분야 업무를 하는 국내 기업 취업이
효과적이다.
[IT 분야]



해외취업 경력의 장점을 부각하는 경우는 국내의 IT기업이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매우 필수적인 인력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찾
아 도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단, 대부분의 경우 영어 소통 능
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지만, 그 장점을 인정 받을 수 있음)(소프트웨어 협회 김
OO).

[호텔 서비스 분야]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하여 호텔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어
활용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방법,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숙지와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문서 작성등의 능력을 어필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내
용이 프로필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 하고자 하는 호텔 선정에도 글로
벌 체인 호텔( 하얏트, 힐튼, 메리어트 계열 호텔 ) 을 선택하고 직무 또한 외국어
를 많이 활용하는 Room Divison ( 객실부 – 프론트데스크, 객실예약팀, 컨시어지,
EFL 라운지 ) , 세일즈 마케팅, 인사팀, 마케팅팀 등의 부서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
요합니다(한국호텔업협회 이○○).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하여 국내 호텔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좋은 일자리에 대
한 구직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취업과 동일하게 잡코리아,
사람인, 호텔 홈페이지 내 채용(Recruit) 정보 공간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입사 절차
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이며, 해외취업 경력이 있다고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명시되
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취업 경력의 경우 채용 공고에 우대 조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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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력에 대한 우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좀 더 유리하게 좋은 일자리
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지 해외취업 경력이 선발에
엄청난 혜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활용도 및 필요성이 높은
부서의 경우 해외취업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외국어에 대한 수준을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외취업 경력이 국내 호텔에 지원시 증빙 및 공인된 검증자료로 명확하지 않아 좋
은 일자리라는 곳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
한 부분은 해외취업 경력을 갖추기 전 단계에서 해외취업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공인된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해외취업 단계부터 연계하여 해외취업 경력을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해외취업지원 시스템 구직자 발굴 및 알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구인처 발굴은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담당하는 것처럼 우수한 글로벌 경력자들의 국내 재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내 취업포탈사이트
에 호텔서비스 기업 HRD부서 담당자들과 해외취업 경력자 들의 자유로운 정보 교
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무역(물류) 분야]



해외취업 경력이 물류(운송)분야였다고 전제한다면, 해당 국가의 직무경험을 바탕으
로 국내 기업의 동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류(운송) 분야의 직무 수
행 특성은 커뮤니케션(직무 수행상의 소통, 직무 전문성에 따른 숙련도, 문화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 등)에서 매우 차별화됩니다. 언어적 역량, 비지니스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및 기업의 해당
부서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류(운송) 분야의 직업/스킬 수요는 대기업의 관련 부서, 한국의 물류기업, 포워딩
업체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이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우선적으로
언어적 역량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물류(운송)분야 언어적 역량은 영어를 기본으
로 하면서 지역별 국가별 다양한 언어가 환영받으며 어떤 소수언어도 유용함. 유럽
은 비교적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이 공통적으로 활용되며, 아프리카는 영어와 불
어, 중남미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물류(운송)분야 실무경험에 더
하여 영어, 불어, 스페인어의 역량은 우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추가로 동
남아권의 언어다양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무역거래가 많은 국가들인 중국.일본, 베트
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비롯하여 신흥 수출시장으로 부가되고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몽골, 네팔 등 다양한 언어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 또한 물류(운
송)분야의 기본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아프리카 북.남미권을 제
외한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는 물류(운송)분야 유학생이 한국 내 대학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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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은 역설적으로 동 국가들에서 축적된 물류(운송)분야 경험
이 한국 취업시장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리 분야]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종 카테고리를 유지하라는 부분입니다. 추후 국내취업시
호텔시장을 원한다면 해외경력도 호텔로, 다이닝업계를 원한다면 해외 경력을 다이
닝 경력으로 채워넣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포트
폴리오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쉐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
다(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김OO).



국내에서도 좋은 인재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자국 문화가 우선시 되는 조리 분야
에서는 전통적인 관념과 우월성 등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 경력과
학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 된다라는 조건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배OO).



해외취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쌓아갔으며 다른 사람들과 경
쟁 부분에 있어서 해외 경력이 있더라도 미슐랭 등 유명한 브랜드 네이밍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호텔 등 에서는 경력 인정
을 받기 힘들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너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에서 경력을
좀 더 쌓고 해외 경력을 더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
다(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OO).

4) 해외취업 경력 활용 위한 정부 또는 협회 차원의 지원 방안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하여 직종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정부 또는 협회 차원
의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분야 협회(또는 기관)에서는 대체로 협업 의사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IT 분야는 협회 중심의 정보 공유 기능을 수행하되, 해외취업 경력자와 구인기
업 간 매칭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호텔 서비스 분야는 해외취업 경력
인정, 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와 협회와의 협력 방안이 비교적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무역 분야는 대학과 연계한 해외취업 경력자 또는 해외취업 중인자
를 대상으로 국내 재정착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조리 분야는 해외 네트워
크와의 연계 통한 구인 서비스 제공, 해외 경력의 인증과 활용 지원, 사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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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 협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의 정보가 모아
지고 또 해외취업경력자들에게 이런 정보가 공유된다면 매우 좋은 인력 매칭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소프트웨어 협회 김OO).



정부차원에서 해외취업경력자와 수요기업간의 Job 매칭을 할 수 있는 Tool 이 제
공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Job site 에서는 이런 부분을 특화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임(소프트웨어 협회 김OO).

[호텔 서비스 분야]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하여 호텔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정부 또는 협회
차원의 지원 방법으로 인증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해외에서 취업이나 워킹홀리
데이를 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경력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취업 경력을 인정해 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해외취업 후 국내로 돌아왔을 경우 다시 국내 취업 동향 및 시장 특
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마련되었으
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취업 경력자들을 위한 < 취업매칭과정 >, < 국내호텔 취
업준비과정 > 등의 단기과정을 운영하여 경력자들에게는 국내 취업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줄여주고,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인재 채용이 절실
한 호텔에게는 해외취업경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취업연계의
선순환 구조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 이수 후 정부 또는 협회 차원의
수료증 발급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호텔업협회 이○○).



위에서 명시한대로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호텔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부터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실제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해외취업 경력이 호텔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
기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상이몽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성이 매우 낮은
사항이라 현재 해외취업 경력을 통해 호텔 분야에 입사 및 유지되는 사례를 확인하
고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취업의 경우 그룹 공채, 호
텔 공채, 수시(상시) 채용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좋은 일자리란 그룹 공채나 호텔
공채를 통해서 입사가 되면 좋은 일자리인지? 현재 호텔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시(상시) 채용 방법이라도 좋은 보직 및 급여 조건으로 입사를 하면 좋은 일자리
라고 판단되는지 기준이 애매해 보입니다. 국내 호텔의 경우 해외취업 경력이 인정
되는 기준이 모호하여 경력에 대한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정립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취업 경력을 갖추고 경력 인정을 통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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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및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및 호텔 관련 협회(한국호
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서 해외취업 경력자를 지원하는 제도 및 프로그
램은 거의 없고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한
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사업과 현재 월드잡플러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부분
은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이지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한 국내 취업에 대한 지원은 없
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우수호텔아카데미 교육과정이 호텔
리어를 체계적으로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이 유일하게 정부에서 호텔분야 취업을 지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루즈 교육
과정 등도 있지만 호텔분야 교육으로 구분하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
로 호텔분야 좋은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사업화되어야
하며, 해외취업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국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내 귀
국 후 호텔 분야 교육을 통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육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관광 호텔전공 관련 학생들의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근원적인 정책 실행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졸업반이 되어 국내 취업이 어려워 해외취업을 준비하
는 것이 아닌, 대학 1,2학년부터 대상 국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
다. 둘째 해외 대학들과 협력해 취업연계 대학원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등 단기 실
적 위주의 지원시스템에서 벗어나 해외취업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글로벌 경력자를 발굴하는 장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외취업 경력이 한국 취업경력을 인정하는 기준(고용보험, 건강보험등)에 준하는
기준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의 해외취업지원 시스
템 구직자 발굴 및 알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구인처 발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담당하는 것처럼 우수한 글로벌 경력자들의 국내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하고, 특히 국내 취업포탈사이트에 호
텔서비스 기업 HRD부서 담당자들과 해외취업 경력자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이
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무역(물류) 분야]



물류(운송) 분야의 해외취업 경력을 활용하는 시장의 수요에서 본다면, 물류가 한
국가의 특성에 종속되는 분야가 아니며, 국제적인 관행과 정형화된 실무처리 방식
을 전세계가 공유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외-국내 취업경험은 상호 보완적이고 각
각 동일한 범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한국인으로서 물류(운송)분
야 해외취업의 경험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장인가 아니면, 글로벌 기업의 물류
(운송) 분야/업종 인가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범위 및 문화적 특성이 다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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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해외취업의 경험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할 것이나, 이의 수요가 많지 않고, 기업별, 직무 특성별로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화된 지원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실용적인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봄.


단기적 안목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은 이미 해외취업을 경험하고 구직중이거나, 해외
취업 중 국내 이직을 준비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세미나를 개설하여 매년
2회 또는 분기별로 실행하는 방법을 추천함 이의 실행기관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
영한 경험이 있는 대학, 기관 등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음. (예, 인하대학교 물류전
문대학원이 장기가 성공적으로 진행중인 GLMP, 물류MBA 등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물류관련업부의 전문성을 강화) ‘재직자 교육’을 모델로 하여 현직 실무자의 급수별
(초급: 재직 1~2년 이내, 중급:2~3년 이상 중간관리자, 고급: 임원, CEO급)로 분류
하여 해외취업 경험자와 국내경험자를 동시에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타입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봄86).

[조리 분야]



한국조리사 협회는 전세계 195개회원국이 있는 세계조리사협회 가맹협회입니다. 각
나라의 조리사협회에도 취업처 소개 등의 업무를 하고있으니, 이 커뮤니티를 활용
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조리사협회에 국가인증 해외취업관리팀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취업 사전교육 및 취업처 관리를 협회
에서 업무진행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면 현재보다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한국조
리사협회중앙회 김OO).



실무에 경험한 바로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 조리 인력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인들이나 무분별한 중개인들에 의한 부장용이 만연하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정부나 협회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교류되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만
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배OO).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며, 멘티, 멘토 프로그램도 좋을
거같습니다. 그러기에 조리사중앙회 협회와 유기적인 프로그램 연계도 좋은 방법이
라고 생각하구요(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OO).

86)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정부의 물류분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고, 향후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해외시작 개척의 다변화 다양화, 수출품목의 고급/고숙인화 등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물류(운송)분야 효율성달성, 남북통일 준비, 중국의 팽창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한국인 해외 물류(운송)분야 취업경험(직업뷴야/학문분야)을 활용하는 사례다 나타날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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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해외취업 경력 기간 및 우대조건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 하는 경우에 적합한 조건으로는 IT 분야는 국제자격증 취득,
해외취업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호텔 서비스 분야는
국내 재취업 시 경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3년~5년 정도로 보았으며, 정규직일
것을 요구했다. 자격 관련하여 어학 자격이 비교적 널리 활용될 수 있으며, 해외취업시 레
퍼런스 체크를 통해 경험이 활용되나, 국내는 아직 일부 글로벌 체인을 제외하고는 보편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류 분야는 경력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3~5년의 해외취업
경험을 필요로 하며, 수행 업무에 대한 추가 근거를 제시가 요구될 수 있다. 조리 분야는
해외취업 경험 또는 근무기간 자체보다는 실무 능력의 확보 여부와 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었다.
[IT 분야]



해외취업 경력자가 국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자격증을 취득
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력자가 해외에서 어떤 방식의 업무를 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나마 자격 취득현황을 보아서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관련 경험을 세밀하게 표현하도록 해야함.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은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해외 경력 업무의 내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나 설명은 중요하다고 생각함(소프트웨어 협회 김OO).

[호텔 서비스 분야]



해외취업자가 국내 재취업 시 경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3년~5년 정도입
니다. 또한, 근무 형태가 정규 계약직이었을 경우에만 대부분의 호텔이 경력으로
인정하며, 연수, 교육, 워킹홀리데이 등은 신규채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경력자라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숙지도와 숙련도가 갖추어져 있
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에 실제 투입되어 업무 경험을 쌓은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해외취업자에 대한 경력인정을 위해서 해외 경험이 있었기에 국내 재
취업 시 경력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해
외취업 경력도 기준을 마련하여 경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제안합니
다(한국호텔업협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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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텔분야의 취업 공고를 보면 어학 및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갖춘 지원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유일하며, 조리 분야는 국가고시인 조리기능사를 취득한 지원자
에 대해서만 우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경력 기간은 물론 해외
취업자에 대한 우대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어에 대한 능력만이
국내 재취업에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호텔들이 해외취업자에
대한 경력사항을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호텔 분야는 운
영 방식과 직급, 직책 등이 호텔별로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취업자가 국내 재취업을 위해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인정되는 외국어(TOEIC, TOEIC
Speaking, JPT, JLPT, HSK 등) 공인 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의 경우 국내 경력을 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호텔 경력을
인정해 주는 상황이 많지만 국내의 경우 해외 호텔에서 갖춘 경력에 대해 부서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도 서류에 대한 검증과정과 경력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
어 경력으로 인정받거나 재취업시 우대 조건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됩니다. 결국은 해외취업 경력자는 외국어에 대한 인정 외에는 재취업시 우대조건
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글로벌체인 호텔에서는 연봉, 직급, 포지션등 국가나 지역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동일한 인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해외취업경력을 90% 이상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장기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해외취업경력자의 대
부분이 단기경력자이기 때문에 국내 호텔에 재 취업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
입 취업으로 시작하는 사항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취업경력자에 경력
인정 기준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채용 절차와 방법이 상이
한 부분은 해외 채용 시 대학교수, 담당부서장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 해
당기업의 레퍼런스체크(Reference Check)가 경력자를 채용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채용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호텔
채용 기준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경력을 인증의 합리적인 방법
은 어학능력공인성적(TOEIC, TOEIC Speaking, JPT, JLPT, HSK 등), 연봉책정 계
약서, 추천서,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해외경력인정 기
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경력자의 채용 절차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한국호텔업협회 박○○).

[무역(물류) 분야]



물류(운송) 분야의 실무는 적어도 3년 이상이 되어야 해외 또는 국내 경험이 요구
하는 경쟁력 있는 직무경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 해외 경험을 국내에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은 동일한 회사의 일정한 직무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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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증명이 필요함. 동시에 관련 자격증을 분야별로 획득하는 것은 실무역량의 범
용성 및 차별성을 위하여 중요한 도전요소라고 할 수 있음.


물류(운송)분야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은 기 체류 및 경험국가의 관련기업 및
비지니스를 가진 업체의 직무수행 특성을 사전에 연구하고 채용담당자에게 미리 포
트폴리오를 제시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봄87).



경력 외 우대 조건은 보편적인 역량이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지역경험,
실무차별성, 언어/문화적 경험 등에 따른 차별화된 경쟁력에 따라 채용공고 회사의
제시 조건이 있음. 대부분의 경력 외 우대조건은 1) 자격증소지여부, 2)영어 외 특
정국가 언어, 3)실무 분야의 특이한 경력(예: 프로젝트 물류 경험, 물류기획 경험,
물류예측.통계 경험, 물류시설운영 경험) 등에서 나타남. 우대조건의 많은 부분에서
중간실무자(3년 이상 10년이하) 정도의 위치에서 이미 기본기를 익히고 특수분야를
경험한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조건임.

[조리 분야]



해외경력이라고 해서 일정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종
경력인지, 좋은 퀄리티의 경력인지, 제대로 된 업무성과가 있었는지가 더욱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김OO).



경력 기간도 우선시 되는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개인성과나 자질, 인성 등 여
러 가지 평가 요인 등이 객관적인 우대 조건으로 추가 되어야 사료 됩니다(한국조
리사협회중앙회 배OO).



우선 해외취업 시 가장 좋은 것은 자격증, 학교졸업증, 경력증명서를 서류로 문서
화 하여 국내로 돌아왔을 때 본인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본인의 경력을 백업하여 pdf등 파일로 보관을 해두어야 국내에 돌아
와 재취업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덜 할 것이며, 해외경력자는 파인다이닝
쪽에서 선호도가 좋습니다. 본인의 레퍼런스를 잘 정리하여 자신의 경력 그림을 그
려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OO).

87) 물류(운송)분야가 해당 직종의 매우 특화된 인력이 장기간 근속/승진(대.중견기업)하는 경향과, 이직률이 높은
물류서비스분야(포워딩업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것은
이 분야 직업의 약점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기 보다는 분야(직업/직종) 내 이직을 통한 실무경험 축적 및 횡적인
실무관계 확대라는 직업특성이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하는 분야임. 따라서, 재직중인 기업체, 부서에서 신뢰를
확보한 구직자는 분야(직업/직종) 내 이직 과정에서 해피트레이딩(구직장과 신직장 이동에서 적대관계가 아닌)
을 추구할 수 있음. 단, 이직 과정에서 고객/거래처 이탈을 시도하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이력도 축적해야만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음(이 분야는 서로 너무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게임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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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관련 의견
1) 해외취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평생 경력개발 차원 지원 방안
해외사업 운영 및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성숙시키려는 기업들이 신산업과 관련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직무와 국내 직무
간 유사성, 비자 장벽의 해소 등이 정부의 평생 경력개발을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성을 발견하려면 최소 매니저 레벨의 역량을 가진, SCM 및
생산과정/시설 등을 감독하는 중간관리자 인력이 필요한 것임. 이러한 인력은 동남
아의 경우 현지에서 경험을 축적한 후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본사에 들어갈
수 있음. 그러나 해외의 경험이 국내 기업의 사업에 유용성이 있으려면, 경력을 축
적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산업과 산업구조가 상당한 유사성 또는 관련성이 있어야
함. 또한 큰 문제는 정착신분 문제임. 동남아 국가들은 사회 초년생 신분으로도 체
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싱가포르만 되어도 비자 이슈가 큰 난관임(싱가포르
K-Move 센터).”

2) 경력개발 종합체계 구축과 실행에 있어 예상되는 괴리와 어려움
해외취업자 대상 경력개발 종합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현지 교육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한
교육훈련 제공, 주기적인 멘토링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역량 육성에 있어 결국 전달되는 지식의 내용이 프로그램/모듈화 되어야 할텐데,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기에는 타켓 분야와 시장, 전문화의 단계가 너무 다양하다.
금융 분야를 예를 들어, 동남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을 담당하는 싱가포르의
지사들만 해도 각 국가 시장의 관련 정책, 경제 개방도, 법령 체계 등 다른데, 과연
이 모든 내용들을 모듈화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생김. 결국에 모
듈화 되는 내용은 정말 기초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현

지 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교육비용의 절감 또는 보조를 통한 방법이 현실적이
다(싱가포르 K-Move 센터).”


“결국 경력관리는 동 분야 경력자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 주기적인 멘토링을 통한 역량강화와 경력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체계화 할 수 있
다면 효과적일 것 같다(싱가포르 K-Move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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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쿠르터 역량 향상 방안
경력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장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즉, 경험자들이 초기 경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던 부분을 적극 공유하여 향후를 위한 계획을 확고히 하여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늘려나
가게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채용 당시 영어, 관련 전공 여부, 해외취업 여부를
고려하며,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상담사 등 국내·외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거나, 다양
한 채널을 통한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수집 후 공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내에서는 내부 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연차 별로 세분화 하여
각 직급별로 회사를 위한 향후 방향성을 교육으로서 깨우치고 더 발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회사의 장점을 살려서 각 국가간에서 정기적으로 레
포트를 발행하여, 향후의 세일스포인트 등을 공유함으로써 세계적인 트렌드, 정보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퍼***리코리아, 유사사
례 플***먼트 인터네셔널 코리아).”
Hubspot Online Course를 통한 “Hubspot Sales Certificate88)” 자격증 취득,
Online교육을 통한 조리 Prochef_CIA Course” 또는 “호텔, 관광 관련 Forbes
Travel Guide Luxury Service 공식 자격증 취득 과정 제공(플***먼트 인터네셔널
코리아).



저희는 영어권 국가와 일본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 체류 기간 동안 경험 또한 중
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채용을 할 수 있으며, 어학능력과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은 기본입니다. 또한, 한국과 해외의 문화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근무 경험과 이를 통한 현지 인적 네
트워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인코리아).



클라이언트들도 많고 안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는 IT 분야를 핵심으로 하여 해
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여 사내에서 공유하고, 관련 세미나나 컨퍼
런스 행사 등에 참가하여 인재풀을 확보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
다. 이외의 분야에서는 안건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헤드헌터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헤드
헌터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거나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향상시켜 나
가고 있습니다(글**터*코리아).

88) *Hubspot이란 marketing, sales, customer service, and CRM software를 다루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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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담당 업무 직원 역량을 높이는 방안
현지 사정에 밝고 현지 언어를 구사해야 정보도 얻고 해당 국가에 맞는 적확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한편
으로는 직무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내부 교육을 통하여 최신해외취업 트렌드, 심리, 역량강화 등의 교육을 설정하여

교육 이수를 통해 보다 폭 넓은 시야와 맞춤 민원 해결 능력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민간기업 해외취업 담당자들과 형식적인 기업탐방으로의 방문이
아닌, 좀더 친밀하고 업무 소통능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민.공사간의 튜터링이 효
과적일 것이다(퍼***리코리아, 포*스).”


“해외취업담당자는 해당국가의 비자제도 및 외국인 채용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J1비자는 지원자격요건 및 비자 진행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외부 J1비자 전문가로부터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취업 관련 담당자들은 담당국가

의 채용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꾸준히
학습해야만 합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익과 같은 시험점수 보다는
실질적인 평가 (채용시장에 대한 블로그 글을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하기 등) 방법
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플***먼트 인터네셔널 코리아).”


자격증과 기본적인 행정업무 능력보다는 실제로 해외에서 취업 진행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차이를 파악 할 수 있고, 담당 국가와 취업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지 경험과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갖춘다면 함께 업무를 진행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는 한국의 지원자와 해외 구인처의 의식과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
고, 이 사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들의 고충과 혹시 모를 편법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의견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분들의 담당 국
가가 계속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5년 정도는 해당 국가에서 진행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국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
각됩니다(라**인코리아).



당사에서 활동하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취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역량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에 관한
부서에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와 취업 이후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본 취업에서 한국산업
인력공단의 직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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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일본 기업의 채용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이 어떠한 인재를 선호
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에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채용
을 진행하는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
고, 취업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지의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자에게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취업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를 조언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관을 통해 도
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를 해줄 수 있다면 취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이렇듯 해외취업 지원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글**터*코리아).

3. 시사점
첫째, 먼저, 해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할 수 있는 해외기업 인사담당자는 해외취업 사업
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들의 인식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외취업 경
력개발은 해외취업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해외취업 실시 및 국내
재정착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폭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
기업의 해외취업자에 대한 경력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며, 나아가 현지기업의 해외취
업자에 대한 경력개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더욱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이 연구
에서는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기업들이 한국 취업자를 구하고 고용하
는 주된 계기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며, 이러한 한국 인재와 해외 기업간 파이프라
인을 국내 본사의 해외법인, 해외 한인기업, 해외 현지 글로벌 기업 등 현지 기업 유형에
맞게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내 본사의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적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므로
가급적 한국 국적의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나, 적합한 인재 확보 방법 및 비자 마련에 따른
절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국내 본사의 해외법인은 임금적 요소는
물론 물론 비자, 보험과 같은 제반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대상자 확보와
비자 문제는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기업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를 풀어내기가 어려운 상
황이며, 보다 쉬운 현지인 채용으로 돌아서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비자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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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현지 구인처 확보를 전제로 미국의 경우, J1 비자 중 기존 인턴 비자 이외에도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비자 요건을 갖춘 해외취업 대상자를 확보케 하는 형태로 장기 정착형
알선이 필요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아세안 국가와 같이 정부간 협약을 통한 초기경력
과 학력이 없더라도 현지 취업이 가능한 취업 한-싱가포르 간 비자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해외 현지 글로벌 기업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특화된 인재가 아닌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구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해당 업무가
한국과 관련된 업무라면 한국 상황을 잘 아는 인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 기반 기업에 비해
서는 보다 해당 직무 전문성 및 외국어 구사정도, 소통 스킬에 대한 높은 역량을 갖춘 인재
를 채용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기
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해외취업(구직)자에게 공유함과 동시에 이들이 확보한 역량
즉, CV, 학력 및 경력 등이 현지 기업 인사담당자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글로벌스탠다드
를 갖춘 글로벌경력인정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인 현지 기업 비자 및 보험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소 임금 조건을
맞추더라도 사실상 현지 정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관련 기업이 해외취업 사업에 재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해외취업 중 한인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서 한인
기업 풀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민관학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민관학 간에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연수는 일부 일본 IT 분야 기업 대상 실시되고 있지만(ex. 영진전문대학 사
례), 대체로 이러한 사례가 타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에 진출
한 한국 대기업의 해외법인 대상으로 해외취업 구인수요를 확인하고 국내 대학 등 글로벌
인재 양성 구축이 잘된 교육기관과 연계를 한다면, J1 비자의 트레이니 혹은 H-1 비자 요건
을 충족할 수 있는 보다 우수한 인재가 확보됨과 동시에 이들이 해외에서 장기경력개발이
가능한 새로운 해외취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외취업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K-Move 센터 및 해외인력 소개 및 알선 중개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주
재원(일본 등)과 같은 현지 지원기관이 있지만, 미국의 LA 농심, KEB Hana LA Financial
Corp와 같은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과 같이 국내 청년 혹은 현지 한인 유학생을 채용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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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조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
간 구인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접근 대상 및 방향성에 대해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구인처 개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코트라에 의한 K-Move 센터 및 현지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 구인처 개척보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주재원 제도를 해외취
업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미국 LA)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의 경력개발 수요
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신속 현지 대응
프로세스 마련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표 4-25> 문화교류비자(J visa)와 특수전문직 비자(H-1B)의 설명 및 자격
종 류

인턴

설명
- J-1 인턴 비자로 현재 재학생과 최근 졸
업생은 최대 12 개월 동안 인턴십을 할 수
있음(Grace Period 30일).
- 인턴십 시작일은 졸업 일로부터 1년 이내
- 기간, 급여, 인턴십 직무 및 책임은 호스트

회사와 함께 조정
-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인턴십은 전공과 명확하게 관련되어있어
야 함.

문
화
교
류
비
자

- 만 34세 이하
- 영어능력: 포지션에 따라 다름
- 4학기이상을 이수한 재학생(2년제
전문대학 졸업생) 또는 휴학생, 졸
업한지 12개월 미만의 지원자(경
력 유, 무와 관계없음)
- 미국 비자 발급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희망 직업의 전공 및 부전공에 부

합하여야 함
-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이어야 하며
- 비자 발급에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J1

비
자

자격

트레
이니

교환
연수
프로
그램

- J-1 연수생 비자가 있으면 연수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최대 18 개월 동안 인턴십
을 완료 할 수 있음(Grace Period 30일).
- 교육 기간, 월별 급여 및 책임은 호스트
회사와 함께 당사에서 조정함.
- 여전문 분야 및 이전 경력과의 명확한 연
결이 있어야함.
- J-1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 환경에서 기존
기술을 심화시키는 이상적인 방법임.

교환 연수 비자 (J-1)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J" 비
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에게 주어지
는 비이민 비자

- 연령제한 없음
- 영어능력: 포지션에 따라 다름
- 학사취득 후 전공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경력자(비전공자의 경우 5년
이상의 관련분야의 경력이 필요함)
- 미국 비자 발급 요건에 결격사유
없어야 함.

-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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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을 받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
- H-1B 프로그램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임
H1 비자

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전문 지식
을 요구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을 허가 함.
- 신청자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전
공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분야의 동등
한 경력(과학, 의학, 간호, 교육, 생물 및
비즈니스 등 전공)을 보유해야 함.

-

교가 수여한 미국의 학사 학위 또
는 그 이상 학위 소지자
미국의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국 학위 소지자
해당 직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증서를 수여 받은 자
전공 분야의 학위와 동등한 직장
경력의 소유자
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 정부 면허증이 있
어야 함

주. - J-1 비자 소지자 중 연수 기간 종료 이후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규정(212 (e)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에 해당 되는 사람은 특정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제한을 받음(인턴은 해당사항 없음).
기한 : H-1B는 임시 비자이므로 해당자가 진행하는 작업은 반드시 임시적이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작업 일정표나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함. H-1B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만기 후 3년 더 연장할 수 있음. 2022년 4월 1일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취업 비자를 받게 되더라도 취업 비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2년 10월 1일임.
출처 : 김준서 변호사(https://www.eminnara.com/non-immigration), IIEEX(https://www.iieex.kr/j1-visa-program.ht
ml), 이경희 변호사(www.iminusa.net), 글로벌워크네트(https://www.gwork.kr)

셋째, 해외취업을 경력개발의 한 과정으로 보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해외
취업 이후 지원이 요구된다. 해외취업 이후의 경력개발에 대해서는 현지 기업과 지원기관
의 필요성과 지원 영역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해외취업자 대상 경력개발에 있어 필요 수요 발굴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
과 지원기관 그리고 정부의 역할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주목했다. 먼저,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는 해외취업자와 기업 모두 정보교류
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요구되었다. 해외취업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현지 학
습 정보는 물론 이전직 등 경력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해외기업 역시 해외취업 이전
해당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 확보 및 역량 향상에 대한 정보교환과 적합한 파트너 기관
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있다. 또한, 해외취업 실시 이후 단계에서는 해외취업자와 해외기업
모두에 대한 임금, 보험 등 해외취업 기본 사항 뿐만 아니라 장기 취업 가능성, 적절한 업무
부여 및 지도 등 기업 내 경력개발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 해외취업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질 관리 정보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해외취업 경력인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경력증명서의 형
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청년이 해외취업 이전 확보한 선행 경험의 현지국과 기업
내에서 인정, 해외 현지에서 취득한 일경험 및 기타 학습, 자격의 국내 및 제3국 인정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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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외취업 경력관리 조직진단 접근방향

조직진단의 목적은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경력개발 관련 부서의 환경, 수요 및 기능 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수요
를 발굴하며,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업을 발굴하는데 있다.
[그림 5-1] 조직진단 방안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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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취업 경력관리 조직에 대한 진단과 분석

1. 환경분석
외부환경의 변화는 행정수요와 행정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조직진단 시 환경분석이
중요하다(권찬호, 2012).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
악함은 물론 그것의 변화속도나 추이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하게 된다(권찬호, 2012).
이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환경분석을 다음 표와 같이 실
시했다.

<표 5-1>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외부환경의 SWOT 분석

내부요인




외부요인








기회(O)
MZ 세대의 다양한
일경험 선호 트렌드
교통수단의 발달, 원
격교육 등 접근성
증대
글로벌화로 인한 교
육, 취업 등 인력이
동 증가

위협(T)
선진국 대상 해외임
금 프리미엄 감소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 부족











강점(S)
정부주도 해외취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
대학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자격, 교육훈련 등 고용노동
분야 정책운영 경험 및 노하우
SO 전략
MZ세대 특화된 해외취업
업 모델 개선
재학생 대상 학점 인정형
로벌경력개발 등 신모델
련
해외취업 경력의 사회적
용성 강화





사



글
마



활



ST 전략
해외취업율을 보완할 수 있
는 장기적 또는 대안적 성과
지표 발굴
신산업 등 국가 성장 전략에
일치하는 분야별 글로벌 전
문가 양성
중장년 등 해외취업 대상 지
원 범위 확대





약점(W)
해외취업률 등 양적목표
치중으로 인한 양질의
일경험 제공 미흡
외국어와 직무전문성을
갖춘 구직자풀 부족
양질의 해외일경험 기회
부족
WO 전략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를
통한 비효율적인 서비스
의 축소 및 개편
디지털 기반 글로벌 경
력개발 기회 제공
ICT, 유헬스 등 원격 일
경험 시범 사업 개발
WT 전략
데이터 기반 구직기간
단축, 전공 및 경력연계
성 강화 통한 사업효과
성 증대
해외취업자 대상 국내
재정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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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은 조직의 내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위협요인(threat)과 기회요인
(Opportunity)을 파악하고, 여기에 조직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매트릭스화

하여 최선의 지향점을 도출하려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조직
진단에서는 해외취업국의 거시, 미시 환경에 관한 통계자료들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하여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제시하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체 SWOT 분석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분야가 독립된 과업으로 해외취업을 대체할
만한 정당성과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기회 요인이나 강점들에서 여전히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MZ세대 특화된 해외취업 사업 모델 개선, 재학생 대상 학점 인정
형 글로벌 경력개발 등 신모델 마련, 해외취업 경력의 사회적 활용성 강화 등의 전략들은
취업 서비스와 경력개발 서비스 요소가 한데 맞물려 있고, 경력개발 담당 부서로서 직 간
접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과제들이었다.
위협요인이나 약점들로 제시된 요인들, 선진국 대상 해외임금 프리미엄 감소, 인구절벽
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선진국 해외취업 관련 사업이 오래전에 경험했
던 문제이며, 오히려 최근에는 경력개발 요소를 대폭 확충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해외 모빌리티 경험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늘리고 있다. 또한, 해외취업률
등 양적목표 치중으로 인한 양질의 일경험 제공 미흡, 외국어와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
풀 부족, 양질의 해외일경험 기회 부족 등은 경력개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또는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책을 통하여야만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SWOT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그동안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강고하게 운영해왔던 해외취업 사업의 축적된 역량으로 지원 대상 및 사업 범
위를 확대해나가는 전략이다. 예컨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으로 역량을 향상해
온 대학 등 민관과의 협업 접점인 경력개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취업 사업의 자
체 경쟁력을 높이자는 확장적 접근법을 마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해외취업에 대한 기본
적 정체성 및 역사적 발전 경로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디지털 기반 원격
학습 등 신기술 도입, 그리고 국내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자는 방어적 전략이다. 두 전략
모두 과거와 구분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해외취업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해외취업 사업부서와 경력개발 담당 부서 관계자의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전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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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해외취업 사업의 새로운 접근 방향

[그림 5-3]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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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회 등 유관기관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수요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순
번

1

2

3

4

5

일시

제목

내용

2012.09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하현선 국회위원 (p.12)
❑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해외인턴사업 중 해외관광인턴 사업, 중소기업해외인턴
사업,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해외파견 인원에
대해 귀국 후 취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 돋보기-23]
수백억
2014.11.10 해외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률은
저조…"내실화 해야“

한공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용부는 해
외취업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
외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에선 해외취업 지원예산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2.14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성과 및
계획 발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해외취
2018.05.15
업사업, 양적 성과
있었지만 장기 효과
판단 어려워"
국내 청년
해외취업부터
2019.01.29
경력관리까지
통합전산망
구축되나

코트라 무역관에 해외 K-Move 센터 3개소를 추가 개소
(오사카, 뉴욕, 홍콩), 민간리크루트사와 협업, 우량한인기
업 발굴, 재외공관 협의체 구성 등 구인처 발굴경로를 다양
화했다. 다만 구인기업 정보 확충, 취업자 사후관리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K-Move' 등으로 불리는 해외취업지원 사업
을 위해 10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추경안에 대해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
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
의함. 해취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정
망 필요하다 판단함.

6

2019.09.25

어기구 의원,
"해외취업자 53%가
단기계약직“

어기구 의원은 “해외취업은 국내 취업과 달리 전공, 연봉,
근로 조건 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이나 언어, 문화 등이 중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정보제공, 상담, 취업 연계와
함께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공용유지율 관리 등 취업 이후
의 사후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의안번호: 2100777
제안일자:
2020.06.19.
청년고용촉진
2020.12.09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
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
력증명서 증명ㆍ발급ㆍ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
ㆍ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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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분석
가. 해외취업 경력개발 조직기능 진단 접근법
기능분석이란 현재 해외취업 경력개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 구조상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추출하여 행정조직의 조직임무(mission) 달성과 역량발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기능의 배치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다(권찬호, 2012). 현재, 해외취업 경력
개발 조직은 경력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부서
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또한 일부 경력개발 업무는 대한무역투자공사, 민간 알선 및 연
수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 해외취업 경력개발 업무를 맡은
주체가 다양하고, 이들의 역할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된 이러한 기능을 잘 조직화
되지 않으면, 경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노력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한편, 이러한 해외취업 경력개발은 해외취업 알선 및 해외취업 연수와 같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독립된 사업의 사후관리의 형태로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
부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세심하고 정교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매킨지 7S 프레임워크 모델은 기관의 현재 전략과 제안된 전략 간의 전략적 적합성(fit)
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진단적 경영 툴로 활용되고 있다(플레이셔 & 벤소산, 2010).
매킨지 컨설턴트들은 고객의 반복되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러한 문제가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플레이셔 & 벤소산, 2010). 매킨지 7S
모형은 조직의 핵심적 역량요소를 ① 공유가치(shared value), ② 전략(strategy), ③ 구조
(structure), ④ 제도(system), ⑤ 관리기술(skill), ⑥ 구성원(staff), ⑦ 리더십 스타일(style)

등 영문자 ‘S’로 시작하는 단어 7개로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킨지 7S 설문을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경력개발 부서
관계자 전체 60명 중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하였다. 설
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직급은 부장 이상(23.5%), 차장(11.8%), 과장(29.4%), 대리
(23.5%) 였으며, 부서는 해외취업지원부(47.1%), 해외취업기획부(11.85%), 해외취업연수부
(11.8%), 해외취업센터(2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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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가치(Shared value)
공유가치란 조직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으로서 다른 조직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이다(이경호, 2014).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및 중개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해외취
업 사업하에서 경력개발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기존의 해외취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경력개발이 앞으로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추진되
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유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5-4] 공유가치(Shared Value) 응답 결과

2) 전략(Strategy)
전략은 조직의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배분 과정을 포함하며,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기본적 성격을 결정하고 조직운영 방식의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이경호,
2014).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경력개발 제도와 정책이 해외취업

준비부터 실행 이후 평생능력개발 단계까지 이르는 각 프로세스 전반에 안착할 수 있게하
기 위하여, 위로는 정부부터 아래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서(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
포함) 해외취업 수행기관까지 마련한 계획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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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전략(Strategy) 응답 결과

3) 구조(Structure)
조직구조는 조직의 전략수행에 필요한 틀로서 조직구조와 직무설계 그리고 권한관계와
방침 등 구성원들의 역할과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공식 요소들을 포함한다(이경
호, 2014). 이 연구에서는 조직구조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을 둘러싼 코트라 등 해외취업 정부 지원기관, 해외취업 연수 및 알선기관, 직능협
회 및 기업 등 유관기관 간의 구도와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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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구조(Structure) 응답 결과

4) 제도(System)
제도는 조직운영을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과 일상 운영의 틀이 되는 보상제도와 인센티
브, 경영정보와 의사결정시스템, 경영계획과 목표설정 시스템, 결과측정과 조정·통제 등 경
영 각 분야의 관리 제도와 절차 등을 포함한다(이경호, 2014). 이 연구에서의 제도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취업
을 둘러싼 코트라 등 해외취업 정부 지원기관, 해외취업 연수 및 알선기관, 직능협회 및
기업 등 이들을 둘러싼 유관기관 간의 운영과 협업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되고 운영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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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제도(System) 응답 결과

5) 관리기술(Skill)
관리기술은 조직의 각종 물리적 하드웨어 기술과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
고 기관 운영에 활용되는 관리기법 등을 포함한다(이경호, 2014).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운영하기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5-8] 관리기술(Skill)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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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성원(Staff)
구성원(또는 직원, 인재 등) 조직의 인력구성과 구성원들의 능력, 전문성, 신념, 욕구와
동기, 지각과 태도, 행태 등을 포함한다(이경호, 2014).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관련 인력의 양 및 질적 측면, 공단
구성원들의 역량과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단기간에 공단에서 모든 경력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 인적자원을 적절
히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림 5-9] 구성원(Staff) 응답 결과

7) 리더십 스타일(Style)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의 관리 스타일로서 조직구성원들
에게 대한 동기부여와 상호작용 그리고 조직 분위기와 조직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경호, 2014).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산업

인력공단 이사장은 물론 유관 운영기관 구성원의 지도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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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리더십 스타일(Style) 응답 결과

이외에도 해외취업 경력개발 업무 관련 경력개발 대상자 선정시 해외취업자 중 선별할
필요(예. 취업기간 1년이상 등), 경력개발, 경력관리를 위한 전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후에 해취국내 각 부서 및 기능을 재배치 해야할 것, 그리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
춘 신규 사업 모델이 많이 구상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현지)에서 모니터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져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나. 조직기능 분석
앞서 환경분석 과정에서 SWOT 기법을 이용했으나, 이 SWOT 분석은 내부 기능을 면밀
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능분석을 위해 매킨지 7S 프레임워크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내부 구성원과의 심층면담 실시를 통
해 확보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부문별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현재 상황(As Is)을 토대로 성공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구
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유가치(shared values)는 3.7점(5점 만점, 이하 동일)이며, 성공 요인은
해외취업이 경력개발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긍정적 인식 제고와 해외취업 경력개발 강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부합하다는 점, 저해 요인으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해외취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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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계 불확실성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전략(strategy)은 3.1점이며, 성공 요인
은 주 타겟 층인 MZ 세대의 디지털 기반 컨텐츠 이용가능성 향상되었다는 점과 함께, 저해
요인은 해외취업 실시 단계 이후 지원 프로그램 부족과 함께 해외취업 경력개발 전담부서
운용 실패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구조(structure)는 3.2점으로 해외현지(일
본) 경력개발 전담 인원 파견 등 일부 제도개선을 이루어 냈으나, 경력개발 프로그램별/운
영기관별 경력개발 질 관리 부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필요, 그리고 해외취업과
자격상호인정 등 관련정책 관련 기관의 부서 간 협업 부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제도(system)는 3.5점으로 성공요인은 해외취업자에 대한 다양한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구비하고 있으며, 대학 등 연수기관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우수 운영
사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나, 저해요인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 부서 간의 명료하지 않은
업무 경계,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훈련 제공, 그리고 해외취업 우수사례, 현황 정보 공유 노
력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다섯째, 관리기술(skill)은 3.8점으로 성공요인은 디지털 기반 온
라인 플랫폼(월드잡플러스) 확보할 것과 해외취업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높은 자율
성 부여에 있으며, 저해요인으로 해외취업알선, 연수 및 지원정착금 등 수혜자 대상 경력
개발 및 지원 편차가 크며, 학점 및 자격 인정 등 국가 간 경력인정 연계 부족하며, 또한
학력수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여섯째, 구성원(staff)는
4.1점으로 해외취업 전문성 향상에 대한 역량 향상 의지가 높았으나, 잦은 전보로 인한 경

력개발 업무 숙련 기회 부족, 해외취업자 경력확인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 부담, 민간 헤드
헌팅 등 전문기관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업 부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리더십 스타일(style)은 3.8점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CEO의 높은 추진 의지를 나
타냈다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가 연수기관 별로 차이가 크며, 다양한 구성원 간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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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해외취업 경력개발 조직기능 진단 현황표(매킨지 7S 모형 적용)
진단 결과
구분

공유가치
(shared
values)

전략
(strategy)

구조
(structure)

제도
(system)

관리기술
(skill)

구성원
(staff)

리더십
스타일
(style)

점수
(5점)

성공 및 저해 요인 분석
성공 요인

저해 요인

3.7점

- 해외취업이 경력개발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긍정적 인식 제고
- 해외취업 경력개발 강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부합

3.1점

- 해외취업 실시 단계 이후 지원 프로그램
- 주 타겟 층인 MZ 세대의 디지털
부족
기반 컨텐츠 이용가능성 향상
- 해외취업 경력개발 전담부서 운용 실패
경험

3.2점

- 해외현지(일본) 경력개발 전담
인원 파견

-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해외취업 성과와의
연계 불확실성

- 경력개발 프로그램별/운영기관별
경력개발 질 관리 부족
-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필요
- 해외취업과 자격상호인정 등 관련정책
관련 기관의 부서 간 협업 부족

3.5점

- 해외취업자에 대한 다양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구비
- 대학 등 연수기관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우수 운영 사례 증가

- 해외취업 경력개발 부서 간의 명료하지
않은 업무 경계,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훈련 제공
- 해외취업 우수사례, 현황 정보 공유 노력
부족

3.8점

-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월드잡플러스) 확보
- 해외취업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높은 자율성 부여

- 해외취업알선, 연수 및 지원정착금 등
수혜자 대상 경력개발 및 지원 편차가 큼
- 학점 및 자격 인정 등 국가 간 경력인정
연계 부족
- 학력수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부족

4.1점

- 해외취업 전문성 향상에 대한
역량 향상 의지

- 잦은 전보로 인한 경력개발 업무 숙련
기회 부족
- 해외취업자 경력확인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 부담
- 민간 헤드헌팅 등 전문기관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업 부족

3.8점

-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CEO의 추진 의지가 연수기관 별로 차이가 큼
높은 추진 의지
- 다양한 구성원 간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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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기능 개선방안 도출
매킨지 7S는 앞서 제4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해외취업 경력개발 체계화
과정에서 성공과 저해 요인에 대해 7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더
욱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재 상황을 이상적인 미래 상황과 비교하여
거리를 좁힐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그림 5-11] 메킨지 7가지 요인별 응답 평균 점수

자료: : 위 그림의 배경 이미지는 다음 자료를 활용함. https://mbanote2.tistory.com/entry/%EB%A7%A5%ED%8
2%A8%EC%A7%80-7s-Model-7%EA%B0%80%EC%A7%80-%EA%B2%BD%EC%98%81%EC%9E%90%EC%9B%90%EC%
9D%84-%ED%86%B5%ED%95%B4-%EC%A1%B0%EC%A7%81%EB%A0%A5%EC%9D%84-%EB%B6%84%EC%84%9D%
ED%95%9C%EB%8B%A4

매킨지 7S의 방법론 자체가 7가지 요인이라는 분류틀을 제안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 상황
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엄밀한 분석 틀을 제공하
고 있지는 않다는 적절한 지적이 있다(플레이셔 & 벤소산, 2010).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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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력개발의 국내외 선행연구의 분류법을 조사 및 분석한 후 제4장에서 도출된 요인들
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 조사89)와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매킨지 7S를 다룬 연구에서도 7가지 요인에 의한 일대일 매칭보다는 각 요인이 타 요인과
결합 또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플레이셔 & 벤소산, 2010). 앞선 분석결
과에 따라 이 항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변화 방향(To Be)을 7가지
S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3점 이상의 평점을 나타내며, 특히, 매

킨지 7S 중 Hard ‘S’로 분류되는 Structure, Strategy, Systems에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다는
점은 Soft ‘S’에 비해 개선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
사와 함께 내부 직원에 대한 면담조사가 함께 실시되었으며, 이 두 조사를 종합하여 도출한
성공 및 저해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도출되었다.
◦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해외취업 성과와의 연계 강화
◦ 해외취업 실시 단계 이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경력개발 프로그램별/운영기관별 경력개발 질 관리 역량 강화
◦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필요
◦ 해외취업과 자격상호인정 등 관련정책 관련 기관의 부서 간 협업 강화
◦ 해외취업 경력개발 부서 간 협업 체계 및 문화 정착
◦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훈련에서 온오프라인 교육훈련 제공
◦ 해외취업 우수사례, 현황 정보 공유 및 확산
◦ 해외취업알선, 연수 및 지원정착금 등 수혜자 대상 경력개발 및 지원 편차가 큼
◦ 학점 및 자격 인정 등 국가 간 경력인정 연계 강화
◦ 학력수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잦은 전보로 인한 경력개발 업무 숙련 기회 강화
◦ 해외취업자 경력확인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민간 헤드헌팅 등 전문기관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업 강화
◦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가 연수기관 별 질 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 다양한 구성원 간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강화
89) Tom Peters & Robert Waterman, ‘In search of excelle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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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분석
수요분석은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해 미래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수요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이다(권찬호, 2012). 수요분석은 해외취업 경력개발 기능의 재분류, 직
무의 재배열, 인력의 재배치 등 조직진단의 핵심 작업영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해외취업자 경력개발 수요는 크게 해외취업자, 해외 기업관계자와 같은 정책을 누리는 고
객의 외부수요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관리자인 내부수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이들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현지 조사원에 의한 면담을 하여, 해외취업자 14명,
해외 기업관계자 5명, 해외 교육기관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 기존업무 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국위 조직은 본부 1국 4부, 해외취업센터, K-Move 센터와
EPS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는 해외취업국(해외취업지원부)이며, 해외취업국은 해외취업의 기획, 사업, 지원 업무를 담
당하고 있으며, 특히 하위부서인 해외취업지원부에서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직접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한다.
전담부서를 독립과로 편제하느냐, 또 어느 부에 소속하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
어져 왔다(권찬호, 2012). 비교적 최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글로벌경력지원단이라는
별도의 부서로 독립시켜 운영해왔으나, 2022년 1월부로 해당 부서의 업무가 해외취업 국위
하위부서인 해외취업지원부로 대부분 업무가 이관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 경력개발 업무가 해외취업 알선부 및 해외취업연수
부와 같은 각 사업부서에서도 해외취업 연수 및 알선 운영기관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
서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개별업무 단위에서 별도로 당해 업무에 국한하여 해외
취업 경력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글로벌경력지원단(현 해외취업지원부)은 해외 진
출 사후 서비스를 총괄했으며, 해외취업센터(서울, 부산, 통영, 군산)는 구직자 발굴 및 구
직자 풀 관리, 설명회 등 해외취업 지원 각종 행사 운영, 구직자 취업상담, 해외취업아카데
미 등 구직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상시채용관 운영, 구인기업 마케팅 등 신규사업 수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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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해외취업 연수 과정 모니터링 지원 등 일선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애초 1998년 해외취업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여 경력개발과 관련된 다양성 측면에
서 업무가 많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 업무는 후방지원 업무인 백오피스(back-office)가 아
닌 프런트오피스(front-office) 업무일 가능성이 크며(김구, 2011:65, 권찬호, 2012에서 재
인용),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확산하는 것은 경력개발업무의 분화와 전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4> 해외취업 국(경력개발 조직) 업무분담
담당

주요 업무

기획

해외취업 지원사업 기획, 소관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지원, 의회 및 정부
기관 등 대외업무, 경영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예산

예산 편성, 예산 전용 집행 등 예산 운용, 수입 및 지출예산 결산 등

홍보

해외취업 지원사업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홍보 용역 계약,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알선사업

국가별 취업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국가별 취업 알선, 구인기업 발굴 및
구인기업 풀 관리, 해외취업 박람회 등 행사 운영 총괄 및 조정, 구인기업
마케팅 등 신규사업 수행, 민간알선 지원사업 운영, 알선사업 통계 관리

연수사업

연수 연간계획 수립, 연수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특별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연수 컨설팅, 연수 과정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연수 출결 관리시스템
운영, 연수 운영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연수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경력개발

해외취업 지원사업 모니터링, 해외취업 지원사업 조사, 분석,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구직자 및 해외 진출자 경력관리 지원,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지원, 민 관학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모델 개발 및 발굴,
해외취업 귀국자 취업 지원, 해외취업 정보 제공 등

경력관리

구직자 발굴 및 구직자 풀 관리, 설명회 등 해외취업 지원 각종 행사 운영,
구직자 취업상담, 해외취업아카데미 등 구직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상시채용관 운영, 구인기업 마케팅 등 신규사업 수행, 지역 내 해외취업
연수 과정 모니터링 지원 등

정보화

월드잡플러스 등 정보화 기획업무,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신청
및 수강페이지 개설 및 운영

해외취업 경력개발 및 관리업무 분장은 해외취업지원부(구 글로벌경력지원단)와 각 지역
의 해외취업센터에서 전문화되어 있으나, 다음 표와 같이 공단의 해외취업기획부, 해외취
업연수부, 해외취업 알선 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수기관, 민
간알선기관, 코트라에서도 경력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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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업무가 해외취업자라는 단일 대상으로 하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유사한 업무
를 프로세스에 따로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거나, 해외취업 알선, 연수, 정착지원금 수
혜 여부를 대상을 달리하여 분담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부서 간 업무 관할 범위 조정
(coordina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 경력개발 업무에서 설명회 등 채

용지원 행사의 경우 전 부서에서 담당하나, 개최 시기 및 대상의 중복 가능성은 물론 협업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취업(대
상자)자의 경력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타 업무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표 5-5> 해외취업 경력개발 및 관리업무 관련 업무분담
구분
해외취업기획부

월드잡플러스 운영·유지보수
부당사례신고센터 운영
해외취업 지원사업 설명회
재외공관 협업, 상담제 사업 등

해외취업연수부





연수생, 연수취업자 관리(연수기관 관리)
전화, 이메일 등 통한 취업자 DB 최신화
개인별 구직활동 이력카드 작성 지원











구인처 발굴 및 관리
구직자 알선
민간 해외취업 알선사업 관리
취업박람회 등 채용행사 운영
경력관리, 사후관리 총괄
경력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정착지원금 지급
공공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메일 발송
해외 진출 특화모델 개발 등





해외취업 상담
취업아카데미 운영
상시채용관 운영, 취업 알선 등








연수생 관리, 연수취업자 관리
전화, 이메일 등 통한 취업자 DB 최신화
개인별 구직활동 이력카드 작성 지원
민간알선취업자 관리
코트라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헬프데스크. 상담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해외취업 알선부
공단
해외취업지원부
(구 글로벌경력지원단)

해외취업센터
(서울/부산/군산/통영)

연수기관
외부

주요 내용





민간알선기관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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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업무 분석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신규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신규수요 업무는 대부분 자체 수요에서 개
발한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에서 하달되는 업무였다. 주요한 법적
근거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세계적 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직업안정법 제
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90)직접 위임 등이 명시되지는 않

았으나, 국회 및 언론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고도화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표 5-6>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신규업무 수요
담당

내용

근거

추진 필요성

경력개발

해외경력인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 시도)

해외취업자에 대한
경력인정 수요 증가

경력개발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체결

국가 간 협약

기존 한일, 한 베트남, 한
중국 IT 자격 외에 신규
자격 상호인정 추진 필요

경력개발

해외 자격의 국내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외
개별 법령

건축사 자격 외에 해외
취득자격의 국내 인정 범위
및 활용성 강화 지원 필요

경력개발

민 관학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모델 개발 및 발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민간기업 주도 및 ESG
차원에서의 신규모델 개발
필요

정보화

월드잡플러스 운영 고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법 제6조

월드잡플러스 내 경력개발
관련 콘텐츠 개선 및 보강

경력개발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
추진한 적 있음)

해외취업자 경험을 살려서
국내 일자리 연계 지원

90) 공단에서 수행하는 해외취업 관련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해외취업업무
관련 내규인 ‘글로벌 일자리 지원사업 규칙’, ‘해외취업 알선사업 운영지침’, ‘해외취업 연수사업 운영지침’, ‘해
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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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 수요분석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개발 관련 업무 담당자와 해외취업자, 해외기업, 글로벌 리쿠르트
사, 협회 관계자 대상으로 현재 업무 중요도와 향후 업무 강화 필요성에 대해 수요를 분석
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향후 업무 강화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이 연구의 지향점이 현재 시점을 넘어 가까운 미래에 유용한 실천적인 대안
을 마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개발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해외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해외취업 직무 훈련
기회(해외취업 아카데미) 제공’ 와 같은 현재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
했으며, 현재 업무 중요도와 향후 업무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
외취업자 및 전문가 그룹은 현재 업무 중요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개발 관련
업무 담당자가 상위 그룹으로 제시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
나, 향후 업무 중요도에 대해서 이러한 동조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산
업인력공단 내부 관계자와 외부 관계자 간의 인식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형태
로든 이러한 인식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내부 관계자
와 외부 관계자가 상위 15위 항목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상위권으로 인식하는 향후 업무
강화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해외취업 부당대우 모니터링 및 구제
◦ 해외취업 직무 훈련기회(해외취업 아카데미) 제공
◦ 해외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해외경력 인정 및 증빙 지원
◦ 해외취업 및 이·전직 지원
◦ 해외인턴 등 신규 해외진출 모델 개발
◦ 기존 해외취업자 대상 정부지원 해외취업 재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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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해외취업 경력관리 관련 과업별 수요분석 설문 결과
과업
월드잡플러스 경력개발 이용자 편의성 강화
월드잡플러스 통한 온라인 어학, 직무
콘텐츠 제공
해외취업 부당대우 모니터링 및 구제
해외취업 (출국 전) 설명회 개최
해외 현지 취업 및 정착, 비자 정보를 담은
안내서 발간 및 보급
해외취업 직무 훈련기회(해외취업 아카데미) 제공
해외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어학 및 직무능력 평가 등 사전 해외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해외 경력 인정 및 증빙 지원
해외취업 및 이·전직 지원
해외취업 학업과 일 병행 프로그램 마련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취업자 현지 커뮤니티 개설 및
운영지원
해외취업자 현지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기회 제공
해외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구직자와 기업 모니터링
국내 자격의 해외 인정
해외 자격의 국내 인정
해외인턴 등 신규 해외 진출 모델 개발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을 위한 국내
일자리 알선
기존 해외취업자 대상 정부 지원 해외취업
재참여 기회 제공
해외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지도
개선
해외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정책 연구
평균
91) 연구진 의견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담당 부서91)

설문 조사 결과(5점)
현재 업무
향후 업무 강화
중요도
필요성
내부
외부
내부
외부

해외취업지원부
해외취업기획부

3.9

3.6

4.1

3.8

해외취업지원부

3.6

3.5

3.9

4.0

해외취업기획부
해외취업알선부,
해외취업지원부

3.6

3.5

3.8

4.1

3.9

3.7

3.8

3.7

해외취업기획부

3.7

3.9

3.8

4.0

해외취업센터
전부서

4.2
3.7

3.9
3.7

4.1
3.6

4.1
4.0

해외취업센터

3.9

3.7

4.1

4.0

해외취업기획부
해외취업지원부
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지원부
해외취업기획부
해외취업알선부

3.9
3.7

4.0
4.2

4.1
3.9

4.1
4.6

3.5

3.8

3.8

4.5

2.9
4.3

3.7
4.0

3.4
3.9

4.2
3.8

해외취업지원부

3.3

4.0

3.4

4.4

해외주재원

3.2

4.1

3.7

4.5

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알선부
전부서
미정
미정
전부서

4.4

4.2

4.3

4.1

3.7
3.5
2.9
3.8

4.0
3.8
3.9
3.7

3.7
3.6
3.4
4.1

4.2
4.4
4.4
4.2

해외취업센터

3.3

3.7

3.6

4.3

해외취업센터

3.0

3.8

3.4

4.3

미정

3.6

3.9

4.0

4.3

4.0

3.4

4.2

3.6

3.5
3.2
3.6

3.3
3.9
3.8

3.8
3.8
3.8

3.7
4.0
4.1

해외취업기획부,
해외취업지원부
전부서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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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현재 업무 중요도 과업
순번

현재 업무 중요도 과업

공단

해외취업자 및
외부 전문가

1

월드잡플러스 경력개발 이용자 편의성 강화

7위

22위

2

월드잡플러스 통한 온라인 어학, 직무
컨텐츠 제공

14위

23위

3

해외취업 부당대우 모니터링 및 구제

15위

24위

4

해외취업 (출국 전) 설명회 개최

5위

16위

5

해외현지 취업 및 정착, 비자 정보를 담은
안내서 발간 및 보급

10위

8위

○

6

해외취업 직무 훈련기회(해외취업 아카데미)
제공

3위

9위

○

7

해외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11위

19위

8

어학 및 직무능력 평가 등 사전 해외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 제공

6위

17위

9

해외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8위

4위

○

10

해외경력 인정 및 증빙 지원

12위

1위

○

11

해외취업 및 이·전직 지원

17위

13위

12

해외취업 학업과 일병행 프로그램 마련

25위

20위

13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2위

5위

14

해외취업자 현지 커뮤니티 개설 및 운영지원

20위

6위

15

해외취업자 현지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22위

3위

16

해외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

1위

2위

○

17

해외취업 구직자 및 기업 모니터링

13위

7위

○

18

국내 자격의 해외 인정

18위

14위

19

해외 자격의 국내 인정

26위

10위

20

해외인턴 등 신규 해외진출 모델 개발

9위

18위

21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21위

21위

22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을 위한 국내
일자리 알선

24위

15위

16위

12위

4위

25위

19위

26위

23위

11위

23
24
25
26

기존 해외취업자 대상 정부지원 해외취업
재참여 기회 제공
해외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지도
개선
해외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정책 연구

TOP 15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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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향후 업무 강화 필요 과업
순번

향후 업무 강화 필요 과업

공단

해외취업자 및
외부 전문가

TOP 15
(공동)

1

월드잡플러스 경력개발 이용자 편의성 강화

5위

22위

2

월드잡플러스 통한 온라인 어학, 직무 컨텐츠
제공

9위

17위

3

해외취업 부당대우 모니터링 및 구제

15위

13위

4

해외취업 (출국 전) 설명회 개최

12위

25위

5

해외현지 취업 및 정착, 비자 정보를 담은
안내서 발간 및 보급

13위

19위

6

해외취업 직무 훈련기회(해외취업 아카데미)
제공

3위

14위

7

해외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1위

20위

8

어학 및 직무능력 평가 등 사전 해외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 제공

6위

21위

9

해외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4위

15위

○

10

해외경력 인정 및 증빙 지원

10위

1위

○

11

해외취업 및 이·전직 지원

14위

3위

○

12

해외취업 학업과 일병행 프로그램 마련

25위

10위

13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11위

23위

14

해외취업자 현지 커뮤니티 개설 및 운영지원

23위

4위

15

해외취업자 현지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18위

2위

16

해외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

1위

16위

17

해외취업 구직자 및 기업 모니터링

19위

11위

18

국내 자격의 해외 인정

22위

6위

19

해외 자격의 국내 인정

26위

5위

20

해외인턴 등 신규 해외진출 모델 개발

7위

12위

21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20위

7위

22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취업을 위한 국내 일자리
알선

24위

8위

23

기존 해외취업자 대상 정부지원 해외취업
재참여 기회 제공

8위

9위

24

해외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지도 개선

2위

26위

25

해외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16위

24위

26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정책 연구

17위

18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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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취업 경력관리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 도출
해외취업 경력개발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 도출을 위해서 환경 분석, 수요분석 그리고 기
능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여러 대안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기준으로 유형화 단계를 거쳤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내외부 전문가 협의와 한국산
업인력공단 실무진 검토를 거쳐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대주제는 대상의 영역, 시간의 장단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즉 해외취
업 관련 경력개발 전담부서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국내․외 해외취업 관련 기관을 대상
으로 하는지에 따라 실천과제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해당 정책이 단기간에 가능한 것인
가 또는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분해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각각의 대주제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과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 차례
더 조언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의 대주제로 묶을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에는 ① 포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경력개발 모델 마련, ②데이터 기반 해외취업 경력관리 고도화 , ③ 협력과 공유를 통한
스마트 운영체제로의 개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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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환경 분석, 기능 분석, 수요분석 대안
환경 분석

기능 분석

수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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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제
전략

추진과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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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외취업 경력관리 체계화를 위한 종합방안

제1절 해외취업 경력관리 비전과 목표

1. 비전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관리 비전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력개발 기회 제
공”이라고 설정하였다92).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며, 오랜 기간
해외취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력개발과 관련된 인프라를 축적해왔다. 또한, 앞서 제3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영국, 및 싱가포르와 비교해서도 해외취업 준비단계에서만큼은
최고 수준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
준의 글로벌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가 있다.
첫째, 해외취업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실시 및 이후 단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 해외취업사업은 개도국 형(임금 프리미엄, 청년실업 해소 목적)에서 선진
국형(국민 평생 능력개발 목적)으로 새로운 접근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해외취업 사
업과의 경력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장·단기 방안의 현실적인 연계성을 높임과 동시에 새롭
고 도전적인 지향점 제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관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별 목표와 3대 전
략, 12개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9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분야 BTS: Bridge young Talents to the glob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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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관리 단계별 목표 및 실행 방안

가. 단계별 목표
1) 해외취업 준비단계
해외취업의 첫 단계이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의 목표를 “K-Move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Skill Up)”로 두었다. 해외취업 준비단계에서는 외국어 구사 및 직무 분야의 역량을
향상할 것과 이외에도 글로벌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취업자가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대부분 일 경험이 없고, 있더라도 경력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 경험을 보유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역량과 스킬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해외취업 실시 단계
해외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행 단계의 목표를 “K-Move와 함께 도전하는 미래(Job
Up)”로 두었다. 해외취업의 성사 여부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보다 나은 해외 일자리

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구인처 개척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측면에서도 더욱 좋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으로의 이직, 해외 창업, 또는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취업 비자로의 전환과 같은 정주 지위 향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적합한 지
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외취업 이후 단계
해외취업을 마친 후에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
“K-Move와 함께 풍요로운 미래(Life Up)”로 두었다. 해외취업 경험이 국내 재정착 혹은 더

나은 해외 일자리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질적인 경력 향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다. 또한, 국민 평생 능력개발 차원에서 해외취업이 의미 있고 귀중한 기회로 인정받아야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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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대 전략 12개 중점추진 과제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관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전, 목표, 그리고 3대 전
략과 12개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6-1] 해외취업 비전 및 목표 (3대 전략 12개 중점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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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방안
1. (핵심과제 1) 포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경력개발 모델 마련
해외취업 경력관리는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특정 대상 또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서는 의도한 정책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렵다. 현재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행해보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과연 해외취
업에 이르기까지 제 기능을 했던 가와 해외취업 이후 다양한 경력개발 수요를 반영한 프로
그램이 만들어지고 이를 지원했는가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취업 사
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경력개발 모델 마련을 위해 ①해외취업 경력
인정제 도입 ②디지털 기반 자기 주도 학습 기회 확대 ③국내 재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 ④
일 학습 연계 해외취업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4가지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그림 6-2] 포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경력개발 모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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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취업 경력 인정제(가칭, K-Move Pass)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해외취업 과정에서 확보한 경력, 교육, 자격에 대한 문서를 해외취업자 스스로 마련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즉. 현재까지 정부 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신력 있는 문서로 해외취업 경력인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취업 경력인정 외에도 국내기업 혹은 교육기관 등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의 교육 및 자격 이수 및 해외취업(구체적인 수행 업무 등) 정보 전체 또는 일부가 연계
될 때 더욱 재취업에 유리할 것이나, 이러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 그리고 활용되
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방안이
적극 제시되었다(전용일 외, 2020; 문현태, 2021; 신범석, 2021; 곽영민, 2021). 이 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자와 지원기관 인터뷰93), 국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언론모니터링
결과94) 그리고 해외취업 부서 업무 관계자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해외 경력 인정제 도입
수요를 파악했다.95).

2) 원인
해외취업자 중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해외취업 경험이 없으므로 경력증명서
확보 중요성을 사전 인식하고 직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 해외취업자 경력인정에 대한 증명, 발급 및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국내 공
공기관, 협회 등에서도 해외취업 경력인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93) 관련 1: 해외취업자 및 지원기관 인터뷰에서 정부의 해외취업 경력인정 필요성 파악함(제4장)
94) 관련 2: 국회 등 유관기관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수요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결과 해외취업 경력인정 요구 확인
(제5장)
95) 관련 3 : 해외취업 부서 업무 관계자 대상 수요조사에서 10위로 향후 중요도 높은 업무 중 상위권 위치함(제5
장)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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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접근법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해외취업 알선 및 연수 과정의 참여자 대상으로
해외취업 전 - 중 - 후의 통합 경력 등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취
업 이후의 경력개발 경로에 따라 국내 귀국자는 물론 해외 체류자 및 해외 제출 국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➀온라인, ➁국․영․현지어 다국어 경력 증빙 ③Mobil Pass 개념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EU의 모바일 패스를 참고할 필요
가 있다. 한편, K-Move 스쿨 등 인증서 마련에 있어 대학 등 협력 기관과 역할 분담한다면,
운영상의 문제 즉,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 증빙에 따른 업무 가중 문제, 공신력 부여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대안 도출
‘K-Move Pass(가칭)'는 정부가 해외취업은 물론 해외취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인턴 등

제반 사항을 인정하는 종합경력인정서의 기능을 한다. 이 제도를 설계할 때 통상적인 경력
증명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취업자의 해외취업 경력에 대한 사실 증명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아닌 해외 기업이 하도록 하되, 정부는 공통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인정 프
로세스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데 있다. 마치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passport)과 같이
여권의 공신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지만, 해외 각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기간 체류했는가에 관한 확인과 증명은 각국 해외 정부가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다.
벤치마킹 사례로서 EU의 Euro mobile pass에서는 EU 정부가 해당 인정서를 발급하되, 해
당 해외취업한 기업에서의 경력 증빙에 관한 세부적인 확인은 Euro mobile pass에 기재된
해당 기업의 담당자가 서명을 기재하며, 이와 함께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의 이메일, 전화번
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타 기업관계자에게 레프런스 체크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K-Move Pass(가칭)'의 종합경력인정서의 장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정부
기관이 직접 제공하지 않은 민간의 취업경험을 보증함에 따르는 불필요한 법적 책임 문제
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외구직자와 이를 활용할 국내 외 기업 인사관계자가 기대하는 것
은 정부 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을 하였는가에 대한 사실 여부 정도이며, 해당 구직자가 해외
취업을 한 기업에서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가에 관한 내용에 관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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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한국 정부의 책무 및 관할 범위를 넘어선 해당 구직자와 해당 해외취업을 제공한 기업
간의 양자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해외취업자에 대한 해외취업 사실 증빙에 대한 소요되는 행정부담을 획기
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취업
알선사업과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에서 정부지원금 제공의 요건으로 해외취업 기업으로
부터 해당 취업자가 취업한 사실에 대해서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받는 형태로 확인하도
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이 발행한 재직(경력) 증명서의 공신력 문제는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민간 기관의 각기 다른 증명서 서식과 확인 방식, 정당한 확
인자 등에 대한 비표준화된 재직(경력) 증명서 발급 문제와 함께 국내에서 건강보험확인서
를 제출받는 것과 같이 이차적인 공적 증빙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현지 정부가 발
행한 납세 증명서와 같은 이차적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의 소모는 상당하며, 해외취업자에 대한 경력개발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
로막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K-Move Pass(가칭)' 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표준화된 경력인정서 서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차적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공
적 문서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해외취업 연수사
업과 같이 일선에서 해외취업자와 해외취업 기업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교육
훈련기관, 중개 기관에서 해외취업 경력개발서비스 제공의 한 업무로 이러한 확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K-Move Pass(가칭)'를 통해 해외취업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 외 교육 훈련 이수
내용, 해외 자격 취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취업자에게 있어
해외취업 경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해외취업 연수 과정, 해외취업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훈련의 이수 정보,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확보한 다양한 자격 및 학점과 같은 경력개발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확인서가 해외취업에 대한 사실 증빙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해외취업 연수 과정에 대해 해외취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지만, 발급 방식 및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한계
가 존재한다. 해외취업을 마친 이후 구직자가 다음 취업처에 제출할 서류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취업 경력뿐만 아니라, 종합 패키지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관련 교육 훈련,
인턴 경험에 대한 공적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취
업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전 외국어 및 직무 역량향상을 위한 해외취업(구직)자의 역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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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취 노력에 대한 인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K-Move Pass(가칭)' 활용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취업연수 과정 대상 ‘K-Move Pass(가칭)'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
공단은 K-Move Pass의 공통양식 등 운영기반과 사전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 등을 제작
하여 활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K-Move School에서 학생에게 ‘K-Move Pass(가
칭)' 해외 출국 전 사용법 안내와 해외취업 현지 교육 훈련기관과 채용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작성에 대해 안내를 한다. 그리고 해당 과정 종료 시점에 총괄 기관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학생에 발급하도록 한다.
둘째, ‘K-Move Pass(가칭)'의 사회적 활용성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 공
공기관의 사업 또는 인재채용(ex.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요건, 채용시 경력인정) 및
협회(ex. 건설기술기능인협회에 의한 등급 분류) 등 해외 경험 인정과 같은 국가법령에 따
라 법적 우대조치를 할 때 ‘K-Move Pass(가칭)'를 통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작업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단순 인턴과 같은 체험이 아니라 정식 취업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받는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이후 전체 정부 지원 해외취업 대상 ‘K-Move Pass(가칭)'의 본 사업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연수 이외에도 해외취업 알선 및 취업정착지원금 제도 수혜 대상
확대 필요하다. 기존 K-Move School 업무를 공단 국내외 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또는
거점 위탁 기관 지정 운영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용 요약
문제점




해외취업 경력인정
에 대한 정부의 지
원 체계 부재
취업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자격 등
경력개발 관련 요
소 포함 필요

원인




해외취업자 중 사회초
년생이 많아 경력인정
에 따르는 필수 서류
를 사전 확보하지 않
는 경우 많음
국내 취업에 비해 해
외취업 경력 인정받는
데 애로사항 있음

해결책


‘K-Move Pass(가칭)'는
정부가 해외취업은 물
론 해외취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인턴 등 제
반 사항을 인정하는 종
합경력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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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취업 실시 및 국내 재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해외취업자에게 더욱 내실 있는 질 높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해외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적합 기업에 원활히 재취업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
업96), 해외취업 연수사업97), 해외취업 알선사업98) 등에서 해외취업 실시 단계와 국내 재정
착 단계에서의 지원대상과 수요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현
지 취업 실행 이후 단계의 경력관리를 강화할 것(권경득 외, 2021; 이영애 외, 2021; 정영
철, 2021; 박문수, 2021; 이영민, 2021; 조정윤, 2021; 안정근, 2021; 곽영민 2021))과 나아
가 일부 연구는 해외취업 실시 이후 뿐만 아니라 국내 재정착 단계까지 포함한 경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이진구 외, 2018; 신범석 외, 2019; 김기용 외, 2018; 전용
일, 2020; 문현태, 2021; 신범석, 2021; 윤동열, 2021).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
업 실시 단계 및 국내 재정착 단계 서비스 제공은 해외취업센터 등 담당자 면담과 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걸음마 단계로 이에 대한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으며, 제공되는 수준도 단순
상담 등 기본 서비스 제공에 머물고 있다99).

2) 원인
해외취업자 중 국내 재취업 희망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들 역시 한국산
업인력공단을 통해 상담 등 정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예컨대, 해외취업센터 담당자 인터뷰에 의하면, 전체 상담 건수 중 국내 재취업 상담은 10%
정도 추정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재취업 대상자에게 국내 복귀에 필요한 지원 서비
96) 관련 1: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의 경우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는 대체로 파악되는 편이나, 국내 귀국과 관련
해서는 해외취업자(3개월 및 6개월)은 파악되나, 해외취업자(12개월 이상)의 귀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제4장).
97) 관련 2: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서 해외취업자 실행 및 국내 재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나 대부분의 연수기관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 의무가 아니므로 단순 모니터링 외에 이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음(제3장).
98) 관련 3 : 본 연구진의 해외취업 알선 담당자와의 면담, 그리고 해외취업 알선기관 3곳 담당자 면담실시한 결과
해외취업 실시 및 국내 재정착을 위한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제4장)
99) 관련 4 :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사업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해외취업 실시 및 국내 재정착 단계는 상담 외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제3장)

270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새로운 접근법
해외취업자 대상 해외취업 이후 현지 지원과 함께 국내 재정착에 대해서도 지원범위를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첫째, 해외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해외 현지 기업에 취업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취업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상으로 해외취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에 관
한 결과 해외취업연수사업의 경우 다음 해 사업 계획 수립 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양질의 구인처 개척, 연수생 선발 기준 등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동아대학교의 경우 현지 중개 기관을 통해 연수생의 해외정착 상황과 기업 내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해외취업 기업 대상 연수생의 적응 및 수행에 관한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그림 6-3] 국내 재정착 지원 서비스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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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취업자 중 국내 재취업 대상자의 파악과 이들의 경력개발 수요 모니터링 필요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취업을 마친 후에도 적절한 국내 재정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다수 해외취업자가 20대의 초기 경력자
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1~2년의 해외취업 경험 후 국내 취업으로 경력을 이어가는 형태를
가지며, 해외취업이 국내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당히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해외
취업연수사업의 경우 동아대학교의 사례와 같이 K-Move School이 국내 취업 지원을 제도
화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기타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해외취업 아카데미 등 국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형태로 보완적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대안 도출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되는 해외취업 실시 및 이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는 부족하며, 이마저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자에 대한 국내 재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다음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취업 사업의 해외 현지 및 국내 재정착 경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해외취업 연수사업에 참여한 연수생 모니터
링 권고(최소 2년)할 것과 ②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경우 ‘포스트 K-Move School(가칭)’ 프
로그램 운영 권고 및 우수사례 발굴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에 참여한
연수생 모니터링은 현재 연수기관에 권고사항 정도로 되어 있어, 각 연수기관의 상황에 따
라 관리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해외취업 이후의 경력개발을 통해 해외취업처 질 향상
은 물론 해외취업 연수 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소
한 연수생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 방식이 고도화되고 모니터링 기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사업을 통한 전체 취업자의 해외 현지 취업 상황을 모니터링 의무화할 것과(최소
2년) 국내 취업 지원센터와 연계한 상담 제공(대학의 경우) 등 우수사례 포스팅, 나아가 해

외취업 연수사업의 경우 “포스트 K-Move School(가칭)” 프로그램의 취업실적 인정 또는
관련 항목 연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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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해외취업 단계별 지원 방안

둘째, 국내 재정착 대상 및 지원 방안 수요를 파악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를 위해 해외취업자에게 국내 재정착 희망 시기와 방법, 지원 필요 서비스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①정기 경력개발 설문조사 실시(연1회) ② 해외취업 이전 워크넷 통합 ID 등 연계
의무화 ③ 해외취업 사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령이 필요하다. 먼저,
정기 경력개발 설문 조사 시행(연 1회)을 통해 해외취업자에게 국내 재정착 희망 시기와
방법, 지원 필요 서비스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에 그치기보다는 해당 조사
를 통해 해외취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직무 및 글로벌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검토한 후 개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력개발 설문 조사는 모바일 형태의 사전 사후
셀프 역량 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해외취업 전후 역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일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해외취업 시작 시점에 국내 재정착 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 파악
한 후 맞춤형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해외
취업 이전 워크넷 통합 ID 등 연계 이용에 필요한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워크넷 통합 ID 사용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향후 정부 해외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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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넷 통합 ID 등 연계 이용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워크넷
통합 ID 연계되면, 해외취업 과정에서의 개인의 이력 정보, 선호 직종은 물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정보, 상담내용 등이 국내 공공 취업을 담당하는 워크넷 담당자가
상담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여러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도 더욱
쉽게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워크넷과 협력하여, 국내
재정착 관련 온라인 콘텐츠의 공동 제작 및 탑재 등 온라인 수강 가능한 내일배움카드 연계,
고용안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해외) 구직활동확인서 발급 연계 등의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해외취업자 맞춤형 국내 직업훈련 및 취업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국내 재정착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및 탑재, ② (해외취업센터에 의한) 국내 재정착 상담
자 전용 관리(신청 항목 구분 등) 및 국내 복귀 상담 매뉴얼 내용100)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 재정착 우수사례는 해외취업 현지 정착 사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MZ세
대에 친숙한 영상공모전을 통해 유튜브 등 소셜서비스를 통한 확산을 통해 해외취업 경험
을 살려서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는 다양한 경력개발경로의 제시와 같은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재정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서 정보 부족 문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취업센터에 의한 국내 재정착 상담자 전용 관리(신청
항목 구분 등)가 필요한데, 이는 해외취업의 특성을 잘 알면서도 국내 취업 및 경력개발에
대한 특화된 전문 상담과 이에 따른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예컨대, 해외취업센터에 의한 국내 재정착을 위한 ‘아카데미’ 시범운영을 고려할 수 있
는데, 가까운 미래에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취업자 대상 국내 취업직종 대상 온라인
형태의 직무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아카데미가 제공될 수 있으며, 국내 복귀에 맞추어 오프
라인 형태의 해외취업자가 이용 가능한 국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안내 및 국내 적응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편, 거점 대학 취업 지원센터와 연계한 ‘포스트 K-Move School(가칭)’ 프로그램
연계 운영하는 형태로 민간 기관과 협업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취
업자가 이용 가능한 국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 경험 활용할 수 있는 무역
인력양성 등 정부 부처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해외취업 경력자 채용을 희망하
100) 해외취업자 경력․사후관리 매뉴얼(83쪽)’ 국내 복귀 상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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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계 기업 등 인사관계자 특강 및 K-Move 출신자를 대상으로 멘토
링 기회 제공하는 것도 실질적인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용요약
문제점

원인




해외취업 이
후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
가 미흡

해외취업자 및 국내
재취업 대상자의 파
악과 이들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무엇
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해결책






해외취업사업의 해외 현지 및
국내 재정착 경력관리를 강화하
기 위한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
개선
국내 재정착 대상 및 지원방안
수요를 파악하고 해외취업자가
이용가능한 국내 직업훈련 및
취업 정보가 제공
해외취업자 맞춤형 국내 직업훈
련 및 취업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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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 학습 기회 제공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어학 및 직무, 경력개발에 대한 온라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그러나, 월드잡플러스 접속자 수 및 해외취업자 수에 비할 때 월드잡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101),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이 실제 해외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102). 또한, 해외취업 연수 과정에서 제공되는 연수 내용과의 중복 우려 및 일반 시중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103).

2) 원인
개인의 부족 어학 및 직무에 대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부재
하다는 점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해외취업구직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상중하’ 개념의 자기기입식 응답 방식으로는 해외 고용주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어학 및

직무 수준과의 매칭이 어렵다. 또한, 해외취업 구직자 대상 추가적인 교육 훈련 제공의 방
향성과 대상 콘텐츠의 준비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교육 훈련 이수에 대한 동기
유발이 부족하다는 점이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01) 관련 1: 해외취업자 및 지원기관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해외취업 연수사업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월드잡플러스에서 경력개발 관련 서비스의 효용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제4장)
102) 관련 2: 해외취업 월드잡사이트 상담 등 서비스 이용 내역은 개인 구직자별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이들이 실
제 해외취업하였는가 또는 해외취업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 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음
103) 관련 3 : EU의 Erasmus+ 사업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력개발 다양성 추구보다는 해외진출에 제공되는 역
량 진단, 어학능력 평가 및 향상 프로그램 제공 등 필수 서비스 중심의 질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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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접근법
해외취업 구직자 대상 사전 역량진단 후 갭 트레이닝으로서의 어학 스킬 향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선 방향은 고용주와 학습자가 공통 인정할 수 있는 어학 스
킬 수준 진단하도록 하며, 해외취업 구직자의 현재 어학 스킬 수준에 적합한 어학 스킬 향
상 코스 제공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반 해외취업 구직자 대상으로는 어학 스킬 및 디
지털 역량 등 범용 직무 역량향상 과정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두에게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해외취업 성과의 실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학습 기회 제공대상의 선택과 집중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취
약계층, 장애우 대상 한정하여 더욱 집중되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COVID-19 상황에서 많은 해외취업 연수기관들이 원격교육과 온라인 콘텐츠를 성공적

으로 활용한 바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COVID-19 이후에도 이러한 디지털 기반 교육 훈
련 제공방식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 훈련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도 운영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온라
인 콘텐츠 학습에 대한 출석과 평가 인정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슈에 대해 더욱 명확
한 솔루션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시중에 이를 실현할 기술은 있지만, 한국산
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수사업에 어떠한 지침이나 시스템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거의 그대로 온라인상에 옮겨 놓는 원격수업 형태만 부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4) 대안 도출
직업교육 훈련의 디지털화 현상은 확고한 추세로 자리를 잡았으며, 해외취업 사업 운영
에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취업 사업은
디지털로 제공되는 학습의 가능성을 잘 활용한다면, 어느 분야보다 사업 운영에 효과적이
며, 특히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과 관련해서는 더욱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기반 학습은 자기 주도로 역량을 향상하는 수단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력
개발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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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월드잡플러스 어학 교육 제공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어학의 진단과
교육 제공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효과적이다. 현재 월드잡플러스에 기
재된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해외구직자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구인 기업관계자가 이러한 해외취업자 자가 체크에 대한 적절한 신뢰 부여 등 의미가
있기 어렵다. 유럽의 Erasmus+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학 수준을 같은
표준에 의해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어학 수준은 해외 구인기업의 구직자
어학 수준 요구도와 일치하게 했다. 한국도 이러한 방식의 테스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이후 진단평가 후 맞춤형 교육과정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월드잡플러스에서 어학테스트 기능 제공하고, 일정 조건(예, 어학테스트
통과 또는 공인어학 점수 제출)에 만족한 경우에 어학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해외취업 이전에만 머물러서는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취업 사전/사후 측정 통한 학습 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학
교육과정별 이용률 및 만족도 조사 통한 프로그램 일몰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공통 어학 교육과정은 월드잡플러스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고급 어학 과정은 해외취업연수
과정을 통해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방식을 점진적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월드잡플러스 직무 교육 제공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직무 교육은 어학 교육과
달리 너무나 종류가 다양하며, 국내가 아닌 해외 현지의 기업 현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학습 기회 제공대
상에 대한 선별과 적합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우선, 어
학과 같이 직종에 상관없이 초기 경력자에게 요구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디지털
스킬과 같은 해외취업 범용 직무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도
움이 될 수 있다. 국내 재정착을 희망하는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취업을 희망
하는 직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의 직접 제공보다는 국내 취업 환경과 일자리 정보와 같은 국내 재정착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며, 해외에서 취득한 직무 경험과 자격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안내, 나아
가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멘토와의 연결, 또는 갭트레이닝 실시 등 취업 전제 훈련 프로
그램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기존 해외취업 사업은 디지털 방식의 교육훈련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해야 한다. 먼저 해외취업 연수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디지털 방식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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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언어 부문에서 공통되는 부문이 많으며,
직종에 대한 교육 훈련 역시 여러 연수기관 사이에서 경영, ICT 부문을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여러
연수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학 및 직무 과정을 제공하고, 평가 서비스가 제공되
는 온라인 학습 및 평가 기반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때 출석, 과제 이수 등 조건
이수 시 직무 교육 온라인 수료증 발급하도록 하며, 해외 안전, 비자, 노무 등 경력개발 콘
텐츠, NCS 기반 교육 훈련 또는 해외 자격 상호인정 등 추후 국내․외 취업에서 활용 가능성
이 큰 교육과정 개설을 먼저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의 제공 및 장애인 등 제공방식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온라
인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연수기관이 희망할 때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연수 과정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혹은 타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수혜자 대상으로 현지 취업 정착/경력개발 관련 교육과
정 이수 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물론
정착 기간 특별한 교육 훈련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해당 제도가 해외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 비단 경제적 도움에 그치지 않고, 정착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개발
등 교육 훈련 콘텐츠 공유 또는 학습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요약
문제점

원인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어학 및
직무에 대한 온
라인 서비스의
이용도가 높지
않고, 일부 중
복 우려가 있음



개인의 부족 어학 및
직무에 대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도구 부재
해외취업 구직자 대
상 추가적인 교육 훈
련 제공의 방향성과
대상 콘텐츠의 준비
부족

해결책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이후
기존 자기 기재방법 진단평
가 후 맞춤형 교육과정 제시
필요
학습 기회 제공대상에 대한
선별과 적합한 콘텐츠를 마련
해외취업 연수사업에 디지털
방식의 교육 훈련 제공

제6장 해외취업 경력관리 체계화를 위한 종합방안 279

라. 일 학습 연계 해외취업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기존의 해외취업 사업은 대상과 직종 그리고 일자리 질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으며104),
국내 재정착 과정에서 구직기간. 첫 일자리 지속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105). 먼저, 해외취
업 학력별로 보았을 때 대학교에 지원대상이 편중되었으며, 이외의 고교, 전문대 및 대학원
대상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106). 그리고 재학생 대상 다양한 해외취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107), 해외취업 사업의 대상 모집 및 신규 직종 등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

2) 원인
기존의 해외취업 사업은 해외취업률, 임금과 같은 한정된 성과를 중심으로 해외 구인처
를 확보해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신입 또는 한국의 기관을 거쳐 오는 경우 취업 알선기
관들이나 추천하는 회사들이 탄탄하지 못하거나 visa라는 status 안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
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취업자 지원대상을 국내 대학 졸업생 등으로 사실상 한정함으로 인해 폭넓은
해외취업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취업자가 재학생이 아닌 졸업
생(또는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교를 졸업한 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전적
인 경력개발보다는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 선호 현상 등 위험을 수반하는 해외취업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위 취득과 해외취업은 선후 관계에 있다는 일
종의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해외취업이 국내 취업보다 임금 프리미엄을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MZ 세
대의 특성상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의미 있는 일 경험을 찾는 경향을 고려할 때 과거와
104) 관련 1 : 해외취업자 대부분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타로 분류되는 비취업
인구 비중이 과반을 상회했다(제3장).
105) 관련 2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수령자가 6개월 내에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재정착과정에서 구직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약간 상회했으며, 첫 일자리 지속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3장).
106) 관련 3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수급자 대상 대학교(78.3%)로 가장 높으며, 고교(1.5%), 전문대학(15.9%), 석사
(4.1%), 박사(0.3%)로 나타났다(제3장).
107) 관련 4: 해외취업 연수과정은 현재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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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 기업 역시 한국문화를 체득한 한국 국적 청년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으나, 현지
정부의 자국민 취업 우선 원칙 및 취업 비자의 지원에 관련된 행·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인이 늘어나는
현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접근법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성취하는 역량향상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해외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해외취업과 국내 취업
의 결합하는 방안과 국가 간 교환학생 제도 운용과 같이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등 일 경험 기회 상호제공 기회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108).
일 경험과 학습을 결합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또한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과거의 해외 인턴십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있었고, 낮은 취업 연계율에 대
한 사회적 비판 등으로 인해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직업계고 대상 글로벌현장학습 등
일 경험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성과에 대해서 역량 기반 고용 가능성 증가라는 측면
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청년에게는 취
업처 확보가 중요하지만,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나 학교 교실
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양질의 실무 학습의 기회를 기업 현장에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이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직무 학습의 기회, 그리고 해외 직장
문화 등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역경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크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지방정부, 협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재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 해외취업 사업이 주로 고용노동부의 재정에 의
존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공 분야 협력이 가능한 일 경험과 학습을 결합한 프로그램 신설
통해 해당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해외취업 운영 재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8) 학생의 국가 간 이동성이 기관 간의 협력과 경쟁을 증가시키고 대학이 도구, 행정 구조 및 교육 기술을 인식하
고, 적응함으로써 점진적인 발전을 이끌기 때문에 학생 이동성이 고등 교육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 2009: EC. 2021:11-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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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을 아웃바운드로만 하게 되면 해당국의 고용정책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교환학생 제도와 같이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은 양국에 상호 도움이 되므로 양
질의 취업처 확보에 도움이 되는 해당 정부 기관 또는 교육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다수의 대학, 직업계고교에서는 유사한 취지의 교환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예컨대, EU의 Erasmus+ Work placement 프로그램, 또는 국내 서울국제과학기술고(구
휘경공고) 사례와 같이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교환학생 제도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결합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6-1> 국내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사례

무역협회 연계 알리바바 그룹 인턴

인바디 해외법인 인턴 채용

국내 본사 해외 지사 인턴십을 하거나, 곧바로 해외취업을 한 후 해외 지사 잔류 또는
국내 본사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은 글로벌 업무의
증대로 인한 글로벌 인재의 확보를 위해 채용예정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자사의 해외 지사에
근무하게 하면서 동시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향상할 수 있으며, 취업(구직)
자 역시 취업이 전제된 보다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하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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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 학습형태로 국내 또는 해외의 학위 또는 자격 취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의 학생 모집, 사전교육 등 지
원은 대학, 국내 협회 등을 통할 수 있으며, 이들 국내 지원기관이 협약기업이 체계적인
일 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면 청년의 경력개발에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해외에서는 싱가포르가 GRP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해외취업 또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먼저 국내 취업처를 확보한 후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역량을 확보한 후 국내 기업에 복귀하
는 구조이다. 직업계고 대상 글로벌현장학습 참여한 학생들이 독일 마팔(해외 기업 본사)에
서 해외 인턴십을 마친 후 마팔의 국내 협력사에 취업하였으며, 미국 아진산업(국내 기업
해외 지사) 에서 인턴십을 마친 후 국내 아진산업 본사에 취업한 사례가 있다.
[그림 6-5] 해외취업 연수 과정 우수사례

해외정착형, 국내 회귀형 및 국내 재정착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경력개발경로를
고려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구직자가 곧바로 해외취업
하는 1유형의 경우에도 청년취업경험형(A-> B), 현지 취업 연계형(A-> B->C), 기술 취업형
(D-> C), 현지정착형(D-> C->F), 전문가 취업형(E-> C)로 나누어볼 수 있다(조정윤, 김민규,

이유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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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국내 정착 전 제형 국내·외 혼합형 취업 모델 개발

4) 대안 도출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 학습 경험 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재학생 대상
교환방식의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국내 정착 전제형 국내·외 하이브리드 취업 모델
개발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 일 학습 경험 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일 학습 경험 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신규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지 직
업교육훈련의 비중을 높이고, 이들 현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알선하는 높은 수준의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해외취업이라 하지 않고 ‘일 경험’
이라고 명명한 배경에는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규정상 해외취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취업비자, 취업 유지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턴,
자격(학위) 취득과 같은 초기 경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일 경험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신규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유럽의 Erasmus+ 프로그램과 같이 일 경험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에 나갈 때 지원 기간을 2~12개월로 한정하되, 이 기간 해외 일 경험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고, 해당 경험을 국내 취업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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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새로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 들은 현지 교육훈련기관에
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해외구직자의 선호가 높은데 비해 적
절한 수준의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
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취업과 같이 임금 등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상대적 단점
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외정착 지원금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일 경험
에 그치지 않고, 현지 자격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 재학생 대상 교환방식의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는 물론 중기부, 산업부 등에서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 관련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사업 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과 같은 일 경험을 제공
하면서 장기 교육훈련과 접목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외취업도 재학생 대상 장기
교육훈련이 수반된 사업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용하는
K-Move 연수사업 내에 청해진대학 사업과 같은 재학생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일

부 프로그램이 있으나, 취업 시점이 졸업(예정)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
든 해외취업 사업에 대상 요건을 재학생을 포함할 것을 할 필요는 없으나, 재학생 대상 방
학 기간 또는 1~2 학기 정도의 학점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글로벌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과 함께 일부는 인턴쉽에서 해외취업 또는 국내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호
텔서비스, 무역 등 해외취업에 특화된 직종 혹은 특수어 등 해외취업을 통해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상국 정부 및 교육훈련기관과 교환 방식의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EU의 Erasmus+, 영국의 Turing Scheme, 스위스 SEMP 모두 자국 인재의 해외진
출을 장려하면서도, 이들 상대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상대 국가의 인재를 자국으
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109). 이때 협력 관계의 의미는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109) 다만, 이들 국가 모두 해당 정부가 상대 정부 인재의 알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A국 정부 프로그램으로 B국에 보낼 때 B국은 A국에 보낸 인재
수만큼 받아야 한다던지 혹은 B국 인재에 대한 A국 정부가 구체적인 협력 직업교육 기관 또는 기업을 알선해
야 한다와 같은 점에 대한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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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채널 유지, 해외경력인정 협력(취업 경험 외 자격 및 학위 인정 연계)과 같은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것이나, 교육훈련 기관 차원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
으로 협력 범위와 수준을 정할 수 있다.

□ 국내 정착 전제형 국내·외 하이브리드 취업 모델 개발
앞서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해외취업자 대상 경력개발 관련 실태분석 통해
살펴보았듯이, 해외취업 개시 3년 이내 17~34%를 제외한 대다수의 해외취업자가 국내로
복귀하며, 해외취업 개시 1년 이내 절반 정도가 해외취업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6개월 이상 실업 경험하거나, 6개월 이상 첫
일자리를 다니지 못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타로 분류된 실업, NEET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해외취업 ‘만’을 추구할 것
이 아니라 해외취업 ‘포함한’ 글로벌 취업 또는 경력개발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취업자의 더 장기적인 경력개발 요소를 해외취업 사업 설계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상담, 알선 등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보다는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경력개발을 고려한 취업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해외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일 경험 제공 또는 채용을 연계하는
형태로 해외 및 국내 취업 연계 모델을 개발해 볼 수 있다. 해외 진출(또는 진출을 고려하
는)한 국내 기업의 현지 IT 인력 채용을 위해 해외 현지 법인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자의
국내 기업 채용에도 적극적이다. 먼저,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해외 또는 국내 취업
으로 연계되는 하이브리드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해외취업자와 기업
모두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네이버, 인바디 등 국내 기업의 직원 채용
시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인정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 모
델을 개발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IT, 호텔 서비스, 무역 등 직능 협회와의 국내 재정착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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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협회는 국내 협력사를 회원으로 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
업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의 전공 및 해외취업 경력에 기반을 둔 적합한 알선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외취업 실시 전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자의 역량 및 해외
취업을 통한 경력인정 방식에 대해 협의한다면 보다 해외취업자의 경력 인정 과정이 원활
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요약
문제점


재학생 대상 다양
한 해외취업 기회
가 충분히 제공되
지 않았으며, 해외
취업 사업의 대상
모집 및 신규 직종
등 확장성 한계

원인




해외취업귤, 임금
과 같은 한정된
성과를 중심으로
해외 구인처 확보
해외취업자 지원
대상을 국내 대학
졸업생 등으로 사
실상 한정

해결
책




일 학습 경험 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교환학생 플러스 인턴십 프
로그램 개발
국내 정착 전제형 국내·외 하
이브리드 취업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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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과제 2) 데이터 기반 해외취업 경력관리 고도화
해외취업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해외취업 성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에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에 제한된 자원을 소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취업 운영상에 발생한 또는 해외취업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데이터 기반 해외취업 경력관리 고도화를 위해 ①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산출에서 영향 기반 성과 관리 체제로의 전환 ③ 경력관
리 프로그램별 일몰제 등 과감한 혁신 프로세스 도입 ④해외취업 경력개발 모니터링 및 성
과 활용 연구 강화의 4가지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그림 6-7] 데이터 기반 해외취업 경력관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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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정보관리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다. 해외취업 디지털 관
리가 잘 되고 있고, 전자정부 서비스가 원활하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구직/구
인 활동이 원활하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취업 경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람,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결국 해외취업 사업 성과를 높이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통계 정보
를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김기용 외, 2018; 이영애 외, 2021:124; 신범석, 2021).
해외구직자와 해외 기업 간 일자리 불균형이 여전하고, 해외취업 경력개발 서비스의 대
상과 내용, 제공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110). 또한, CRM을 통해 해외취업 이전
단계에서 대상자를 선별했으나, 이러한 데이터가 해외취업 실시 및 이후 단계에서는 활용
도가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111). 한편 해외취업 준비-실행-국내
재정착으로 이어지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 상황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특히, 국가 및 직종별 경력경로패스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했다.

2) 원인
현재,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원은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DB, 해외취업연수 DB, 해외취업 알선 DB 등으로 경력개발 단계별로는 구분되어있지 않다.

해외취업지원부에서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해외취업 구직자의 해외취업 구직 관심도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력관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나,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고 수집
110) 관련 1 : 해외취업 준비 단계 이후 실행 및 국내 재정착 단계에서 경력개발 지원프로그램은 단순 상담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려움
111) 관련 2 : 해외취업지원부 및 해외취업센터 관계자 면담 결과 CRM은 해외취업 준비 단계에서 적극 활용되나,
실행 및 국내 재정착 단계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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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력개발 정보가 해외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무엇보다도 MZ세대를 대상으로 초기 경력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외취업 이후
단계에서 현지 취업 경력의 계속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경력관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급자와 기술 중심에서 수요자와 가치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
과 공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같은 조직, 부서 간에도 데이터 공유가 어려
운 상황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료제의 계층화된 구조에서 업무를 세분
화하며 한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한 데이터는
파편화되어 조각마다 권한과 책임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데이터를 공유하기보다는 개별
적, 폐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해외취업 준비단계를 중
심으로 CR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고려해볼 점은 CRM이 해외취업 경력개
발에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CRM은 해외취업 구직자 중 적극적인 대상을 발굴하여 집
중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해외취업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대상으로 해외취업 경력
개발 관리 역량을 집중하면 해외취업률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관리 중심의 접
근이다. 이러한 원리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려면, 해외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로
해외취업 구직자 집단에 있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지원 노력
또한 취업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취업에 대한 초점이 주로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같은 별도 사업에 있어서 해외취업센터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는 연계가 약하
다는 점이 있다. 이는 결국 해외취업센터의 CRM 관리 대상자가 해외취업 알선과 연수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적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외취업은 구직자보다 구인기업의 의사 역시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
다. 예컨대, 해외취업센터의 경력개발 업무가 주로 CRM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과연 해외
취업 경력개발 업무가 실질적으로 해외취업 성과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전체 정부 예산
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취업 연수 및 알선 프로그램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연계성이 높
은가 그리고, 해외취업센터는 해외 구인기업과 어느 정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를 되
돌아볼 필요가 있다.

290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3) 새로운 접근법
해외취업 경력관리는 데이터라는 재료가 있어야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
과 공유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였다. 특히,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은 일정한 프로세스와 이것을 움직이는
요소기술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 C, B. M이라는 4 cycle process를 가지고 있다(김선근,
2021:24). 여기에서 말하는 I는 IoT 등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C는 수집된 자료

를 Cloud Server에 저장하고, B는 저장된 자료를 Big data로 분석하는 것이다(김선근,
2021:24). M은 Mobile이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사용자 편의성 높은 형태로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6-8] 4 cycle process 구성요소

자료 : https://blog.naver.com/gojump0713/2203594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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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다국적 사무 가구 제조회사인 스틸케이스(Steelcase)는 스마트 오
피스 추세에 맞춰 단순한 가구가 아닌 센서를 내장하여 공간을 최적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
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먼저 사무실의 테스트 공간에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자의 형태와 동선
을 시간대별로 파악하고(I), 파악된 데이터를 Cloud Server에 저장하고(C), 저장된 데이터로부
터 자료를 분석하고(B),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화하여 사무공간의 최적점을 찾아 업무
환경을 공간 디자인한 후 가구 배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용이 편리한 배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M).
자료: SteelCase, 김선근(2021:26)에서 재인용

해외취업자의 효과적인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해외취업자의 경력과 관련된 데이터를 효
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경력개발 단계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는 우선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단계별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특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해외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는 분석
이 되고 있으나, 해외취업 경력개발은 그 중요성에 비교하여 특화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아, 경력개발 각 과정에서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이러한 수요는 어떻게 충족되어야
할지에 대한 정책 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가 부재하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원의 주기적으로 성과를 모니
터링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현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이 요구된다.

4) 대안 도출
□ 행정데이터 및 설문 조사를 통한 해외취업자 경력개발 현황 데이터 확보
이 연구는 해외취업자 경력개발 현황 데이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정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데이터의 양이 많고 별도의 조사 없이 현재 데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데이터는 행정관리의 목적으로 파생되는 데이터이므로
데이터 설계 및 수집 당시 의도하지 않았던(예컨대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인식과 요구와 같
은) 중요한 질적 정보는 해당 데이터로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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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해외취
업 이전(월드잡플러스)과 해외취업 실시(해외취업정착지원금 DB, 해외취업연수 DB, 해외
취업 알선 DB 등) 단계는 내부 데이터 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나, 국내 재정착
등 해외취업 이후 단계의 해외취업 데이터는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에 필요한
과업은 ① 행정데이터를 성과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활용을 위한 동의 관
련 규정을 정비할 것과 ②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외취업 알선 및 연수 이후, 해외취업정착지
원금 이후 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③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와 같은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재정착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알선 및 연수사업을 통해 해외취업한 이들
대상으로 해외취업 지속 및 종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권고 또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설문 조사, 해외취업자 간담회와 같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
하는 방법이 있다. 앞서 살펴본 행정데이터 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상별 맞춤형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인식
및 실태조사 형태의 조사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관련 데이터 확보
와 관련하여 해외취업자에 대한 표본 추출, 해외취업 이전 혹은 이후 단일한 조사 시점 문
제, 그리고 해외취업자 이외에 해외 및 국내 재정착 기업관계자 대상 수요조사가 부족했다
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업은 ① 해외취업자의 표본 추출 과정에서 해외연수
혹은 알선 등 정부 지원 참여자뿐만 아니라 자가 취업, 민간 중개 기관을 통한 취업자 등을
포함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각국의 해외이민자 분포 현황과 한국인 해외취업자의 비중과
이들의 직종을 함께 고려한 모집단을 추정한 후 이에 비추어 해외취업자 표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해외취업자 조사 시점에 대한 문제로 경력개발은 단계별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인데, 기존에 선호되어 온 단일시점 설문 조사의 경우,
예컨대, 해외취업 준비, 실행 및 이후 단계 대상으로 같은 질문지로 경력개발에 대한 수요
를 묻고 이들의 수요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결과의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코호트 분석과 같은 동일 집단을 경력개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한 수요 파악에 도움이 되며112), 나아가 장기 성과를 파악하는 데 크게
112) 해외취업자 대상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될 수 있는 대로 코호트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
함. 해외취업 경력개발 요인 처치 효과와 해외취업 발생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고, 실제 해외취업 발생
률(actual incidence)을 예측할 수 있으며, 연구 가설에 제시된 해외취업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해외취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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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이다. ③ 해외취업자 이외에 해외 및 국내 재정착 기업관계자 대상 인식 및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해외취업으로 인한 임금과 청년실업 해소와 같은 정책
적 문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더 유효하지는 않다. 오히려 해외취업이 하나의 수단 혹은
프로세스의 하나로서, 초기 경력개발의 하나로서 직무, 어학, 적응력 등 글로벌 역량을 높
이는 한 방편으로서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해외취업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
과 해외취업 경험을 확보한 해외취업 경험자를 다시 국내·외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경
우, 이들 인사담당자의 해외취업자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해외취업 사업의 주요한 성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특화된 분석 방안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통합관리하고 외부기관에 있는 데이터와
의 연계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해외취업
경력 준비, 실행 및 이후 단계의 연계분석을 통한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현황과 분석을
담은 내부 자료를 생산하여 해외취업 각 부서에 회람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취업자의 국가
별, 직종별 간략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형태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렵다. 예컨대, 해외취업자의 국가 및 직종 관심도, 교육 훈련 이수 여부, 상담 명세와 같
은 경력개발의 준비단계 외에도 해외취업 기업에서의 활동, 또는 기업의 해외취업자에 대
한 피드백, 해외취업 이후 국내 취업 간의 원활한 연계 정도, 해외취업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고 공유를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 기능이 월드잡플러스 사이
트에 탑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종별 국내 및 해외취업 경력개발경로 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당 직종에 특화된
경력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정착형 직종은 이직 및 취업 비자 컨설팅,
현지 커뮤니티 개설 지원 등 해외정착에 대한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과 국내
회귀형 직종은 국내 재정착을 위한 알선과 취업 연계 교육 훈련 제공,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은 계속된 경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어학 및 직무향상 기회 제공 관련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력개발 관련 주어진 정책 수단과의 상관관계를 더욱 정확히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94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표 6-2> 경력개발경로 유형별 대표직종 및 특징
경력개발경로 유형
해외정착형
(out-bound)

국내회귀형
(In - bound)

하이브리드형
(hybrid)

대표직종

특징

경력개발 유사 직종

ICT 직종

타국과 비교하여 국내 ICT 인력
수준이 높고, 인력양성 및 해외취업
체계가 잘 갖추어짐

간호사, 용접 등

호텔서비스
직종

타국과 비교하여 국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훈련을 받으나,
한편으로는 영어 등 어학 구사
능력이 충분치 않아 해외취업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여
국내재취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항공서비스,
양식조리 등

무역사무원

주로 무역업의 특성상 한 국가에
특정되지 않아도 되며, 해외 기업
또는 국내에 본사를 둔 해외지사에
취업의 연계성이 높음

경영사무 등

□ 해외취업 경력단계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경력단계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CRM의 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며, 무엇보다도 해외취업 경력개발 단계별로

해외취업 경력개발 가이드로서 보다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질 것을 제안한다. 먼저, CRM
의 대상과 범위를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자 중 해외취업 연수사업 대상자를 포함할 것과
이러한 과정에서 연수기관과 공단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전체적인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과 기본적
인 CV 작성과 관리, 영문(또는 타 외국어) CV 작성, 해외취업 역량진단 등의 플랫폼을 마련
하고 해외취업 구직자 공통으로 해당되는 기본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구직자
와 해외취업 기업 간 데 발생하는 수요는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관이
기타 개인이 스스로 해외취업을 희망하면 민간 전문기관과 위탁하여 알선 및 훈련 대상자
를 지원하도록 하는 연계 및 위탁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B2B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더욱 해외취업을 원하는 실질 수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 이전단계에는 일자리 추천 중심에서 CV의 작성과 관리, 역량향상, 그리고 구인기
업과 구직자 간 소통창구와 같은 실질적인 경력개발이 필요하며, 해외취업 중에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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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으로 높은 질의 일 경험이 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취업 기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해외취업 이후에도 취업자의 기업에 대한
피드백,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더욱 전문화된 민간
기관 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며, 현재
의 수요를 진단하고 필요한 처방을 해나가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경력개발의 방
향에 대한 관리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MZ세대의 해외취업은 초기
경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 경력의 인정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문서의 발급
과 활용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선의 해외취업자보다 해외취업 구직
자가 양질의 일 경험이 가능한 구인기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직무의 경험이 가능
한 신직종 확보에 대한 수요를 맞춰야하며 동시에 해외 현지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초기경
력개발의 지원, 직무 확장을 위한 경력개발 서비스 지원, 국내 재정착에 따른 현지 경력개
발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의 국내기반
해외취업센터 기능을 현지 파견 직원에 의한 해외 기반으로 옮겨가는 형태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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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해외취업 경력단계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내용
요약
문제점

원인




해외취업 정보
관리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
으나, 해외취업
경력개발 서비
스의 대상과 내용,
제공 범위가 제
한적임



수요자와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형
태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기회
제공
같은 조직, 부서
간에도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상황임

해결책





행정데이터 및 설문 조사를 통한
해외취업자 경력개발 현황 데이
터 확보에 대한 획기적 개선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특화된 분
석을 바탕으로 경력단계별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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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에서 영향 기반 성과 관리 체제로의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기존 해외취업에 대한 성과는 주로 해외취업률, 임금과 같은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
를 측정하고 관리해왔다(이진구 외, 2018). 특히 이러한 지표는 같은 개도국에서 효과적이
며,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한 한국의 해외취업 측정지표로는 경력개발 측면에서 유효성이
낮다. 또한, 해외취업률 등 단기 또는 세부 사업별로 마련된 성과지표는 국민의 평생 능력
개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113).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사업 중 경력개발사업은 해외취업 알선 또는 연수사
업보다 조직의 성과로 제시할 만한 마땅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해외취업자 개인에 초점
을 맞춘 나머지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성과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외
취업 이후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별도로 해당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에 반영되어 분석
결과를 사업 개선에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 원인
정부 주도 해외취업 사업을 통한 국가 기여 등 긍정적 측면이 반영된 역사적 배경을 고
려하며, 취업 중심의 단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 일견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해외취업률 및 임금과 같은 독립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내생적
(endogeneity) 성과에 집착하거나, 해외취업자 만족도와 같은 정교하지 않고 신뢰하기 어

려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성과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와 같이
교육 훈련의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 과정 자체의 중요성을 고려하
는 형태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113) 예컨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진구 외, 2018)에서 2018년 해외취업 성과지표 개발 및 품질 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공통지표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만족도,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만족도, 경력개발 기
회, 취업 가능성 제고, 국제 감각, 유효구직자 수, 직무만족도, 경력개발, 일자리 창출의 9개 지표를 제시하였
으며, 해외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지표일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요소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사업 수행 과정 또는 직후에 평가할 수 있는 단기 지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해외취
업의 경우 단기보다는 장기 효과가 클 그것으로 예상하나, 이에 대한 성과를 포착할 수 있는 적합한 장기 지표
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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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접근법
해외취업 사업에 특화된 장기성과 지표 개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의 성과
로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 해외취업률 및 임금수준
외 앞선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직기간의 단축(ex. 해외취업을 위한 구
직기간, 해외취업 이후 국내 재정착 취업 단계에서는 첫 일자리 기준 구직기간 단축)과 안
정적 취업 기간 여부(6개월), 해외취업 이후 국내 재정착 시 임금 상승 여부, 해외취업과
국내 재정착 취업간 직종 일치 여부, 글로벌 기업(부서) 근무로의 직무 연계성 여부가 새로
운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성과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장기적 시각의 새
로운 성과 측정지표가 필요하다. 예컨대, 해외취업 이후 글로벌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
는가를 알 수 있는 해외취업 역량진단 도구를 개발한 후, 이 도구를 통해 사전/사후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외취업 자체가 아닌 경력개발 관점에서 해외취업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직기간의 단축, 일자리의 안정적 유지와 같은
새로운 성과가 관리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취업자의 생애 기반 총체적 역
량향상과 같은 영향 요인으로 성과가 확대되므로 해외취업 경력관리 조직 또한 이러한 성
과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해외취업 지표는 해외취업의 특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국내 취업 등 유
사 고용능력개발 정책과 비교할 수 있는 일반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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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도출
□ 장기적 성과 측정지표 개발
해외취업률, 임금과 같은 단기 산출 지표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취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효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파
악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표는 이러한 장기 성과지표를 근로자, 기업 및 국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7개 목표 32개 성과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근로자 관련 목표(성과지표)로 고용촉진
(해외 기업 취업률, 구직기간 단축, 구직 비용 단축), 직업 만족도 제고(글로벌 역량향상,

근로 시간, 복리후생제도 만족도, 임금,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동종 직종 근속률), 그리고
총체적 역량 개발(전공-취업 분야 연계도, 직무 역량향상, 경력 계획 수립, 재취업 소요 기간)
이 포함된다. 다음, 기업 관련 목표로 인적자원관리 역량 향상(채용 부담 경감, 근로자 근속
률, 근로자 장기근속률, 구성원 간 소통 제고, 조직문화 도움)과 생산성 향상(매출 증가율,
신규 판로 개척, 품질 향상, 기업 이미지 제고)을 들 수 있다. 끝으로, 국가 측면에서 지역
전문가 양성(해외취업 경험자의 국내 동종 산업 정착률. 해외취업 경험자의 국내 유사 직무
수행률, 국내 고숙련 일자리 미스매치(고숙련 부족 직종) 해소, 해외 특수어, 해외 특화 직
무 분야 인력양성률)과 능력 중심사회 구현(학력(스펙) 중심 문화 개선, 해외취업과 국내 취
업의 연계성 정도, 국내 외 자격 취득률, 참여 직종 종사자의 세계화 정도)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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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장기적 성과관리 목표 및 지표
정책대상

목표(7개)

성과지표(32개)
해외 기업 취업률

근로자의 고용촉진

구직기간 단축
구직 비용 단축
글로벌 역량향상
근로 시간
복리후생제도 만족도

근로자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제고 임금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동종 직종 근속률
전공-취업 분야 연계도
근로자의 총체적 역량개발

직무 역량향상
경력 계획 수립
재취업 소요 기간
채용 부담 경감

해외 한국 기업
(해외취업 단계)
및
국내 기업
(국내 재정착 단계)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역량향상

근로자 근속률
근로자 장기근속률
구성원 간 소통 제고
조직문화 도움
매출 증가율

기업의 생산성 제고

신규 판로 개척
품질 향상
기업 이미지 제고
해외취업 경험자의 국내 동종 산업 정착률
해외취업 경험자의 국내 유사 직무 수행률

글로벌 전문가 양성

국내 고숙련 일자리 미스매치(고숙련 부족 직종)
해소
해외 특수어, 해외 특화 직무 분야 인력양성률

국가

학력(스펙) 중심 일 경험 중심 문화 개선
능력 중심사회 구현

해외취업과 국내 취업의 연계성 정도
국내 외 자격 취득률
참여 직종 종사자의 글로벌화 정도

주. 기업은 일반적인 해외 국적의 기업이 아닌 국내기반을 둔 해외 지사, 한상, 국내재정착 해외취업자 고용 기업
등을 의미함
자료: 안선민 외(2021). 일학습병행의 장기적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연구. 72~73쪽의 내용을 토대로 해외취업
사업에 비추어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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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성과 측정과 사업 혁신의 연계성 강화
개발된 장기 성과지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혁신하는데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이
러한 장기 성과지표는 해외취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기본 자료
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다. 해외취업 성과지표를 통해 확보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제는
산출(output) 기반에서 영향(outcome or impact) 기반 성과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 해외취업 경력관리 조직 또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로 조직적 역량을 모
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더욱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과를 분석할 것과 아래 그래프와 같이 더 직관적으로 실시
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코호트 기반 성과 측정을 통해, 구직기간의 단축(국내->
해외, 해외-> 국내 재정착)과 같이 비교적 명료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효과
적인 경력개발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전년대비 올해 시점별 성과 측정을 통해 성과가 좋지
않은 수단은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등의 영향 기반 성과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자이
기보다는 이러한 성과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안 된다면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에 대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문제해결 중심의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림 6-10] 전년 대비 정책 개선 통한 사업 성과 개선 방안과 목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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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취업 사업은 국내 취업과
달리 고려할 변수가 많고, 예기치 않은 도전적인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과
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해외취업자뿐만 아니라
대학 등 교육 훈련기관, 민간 중개 기관 등의 사례 공유를 통해 전체적으로 향상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이러한 사례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성과발표회 개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주제별 전문가 포럼, 우수 연수기관과 신생 연수기관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해외 정부 및 벤치마킹 기관 초청 강연, 고문이다. 구
성 및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내용
요약
문제점


해외취업률, 임
금과 같은 산출
지표는 선진국
형 경제에 진입
한 한국의 해외
취업 측정지표
로는 경력개발
측면에서 유효
성이 낮음

원인


해외취업률 및 임금과
같은 독립적으로 성취하
기 어려운 내생적 성과
에 집착하거나, 해외취
업자 만족도와 같은 정
교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주관
적인 성과에 의존한다는
문제 있음

해결책




장기적 성과 측정지표
개발(7개 목표 32개 성
과지표)
장기적 성과 측정과 사
업 혁신의 연계성 강화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
련 기본 자료의 수집, 영향
(outcome or impact)
기반 성과 관리 체제 전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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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력관리 프로그램별 일몰제 등 과감한 혁신 프로세스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경력개발에 대한 수많은 콘텐츠는 수명이 매우 짧다. 반면, 한번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성과의 달성 여부에 없이 지속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데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영리에 직접
반응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더욱 이러한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해외취업
기획 및 알선, 연수사업 부서에서 경력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지만, 각 업
무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114). 현재 한국산업인력공
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실제 해외취업 성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지에 대해 고려가 부족하며,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성과의 달성 여부
에 상관없이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취업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력개발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
지 못하고 있다. 해외취업 경력개발은 해외취업의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는 물론
국내 재정착 이후 단계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 해외취업 경력개발 대상의 규모와
특성,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상 정책 개발의 첫 단계를 제대로 시작하
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15).

2) 원인
해외취업 사업 종료 이후 국내 재정착 또는 해외취업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적절히 수집
되고 분석되지 않아서, 이미 만들어진 해외취업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성과를 파
악하기 힘들며, 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내리기 어려운 상
114) 관련 1 : 해외취업의 최일선에 해당하는 해외취업센터에서는 상당한 인력이 상담 등 시간 소모적인 업무에 투
입되고 있으며, 구 해외취업경력지원단에서도 주목할 만한 경력개발 콘텐츠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노력이 해외취업의 성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15) 관련 2 : 해외취업연수팀에서는 해외취업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에서
도 일부 해외취업 현황에 관한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 모두 해외취업 조사
시점 이후 단계에서의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다년도에 걸친 해외취업 성과를 파악하
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에 설문을 의뢰하기도 했으나, 단순 만족도 이외에 경력개발을 향상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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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정착지원금과 해외취업연수 대상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
나, 경력개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고, 만족도, 역량과
같은 정성데이터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 해외취업자 이후 취업 현황 등 경력관리에 대한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나, 이러한 수집 및 분석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접근법
업무 수행방식을 프로젝트형으로 관리 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소셜기반
서비스 및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서비스를 활용이 가능한 교육 및 중개기관, 기업에 대한
혁신 플랫폼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림 6-11] 경력관리 프로그램 혁신 프로세스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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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도출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개발 업무 수행방식을 프로젝트형으로 관리 방식의 획기
적 전환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주도적 조직 구조를 도입하고, 관리자들이 프로젝트 스폰서
로서 역량을 갖추게 하고, 실무자들이 최신의 프로젝트 관리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먼저,
해외취업지원부, 해외취업센터는 기한이 명시되고 달성할 성과가 명확하게 제시된 프로젝
트 기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각 해외취업 경력개발 프로젝트의 중간 및 종료평
가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 확대 또는 축소 및 폐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실 많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자체 및 수탁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히 해외취업 경력개발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주도 조직
구조를 적극 활용한다면 크게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리자
와 실무자 모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역량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내의 제도 개선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육 및 중개기관, 기업에 대한 혁신 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는 지속해서 개선을 거듭해왔으며, 해외취업자에 대한 DB 관
리는 물론 해외취업(구직)자 개개인의 경력개발 이력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b2c 운영 시스템과 함께 교육훈련 컨텐츠를 탑재하고 교육 및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b2b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설 기반
을 활용하여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자 대상 제공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가 일정 시기를 정해 직접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는 방식보다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모델 사례인 에어비엔비
와 같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자율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관리자는 이들의 신원을 보증하고
정보를 공유 정도를 조정하며, 필요한 보상시스템을 운영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와 같이 보다 확장된 개념의 멘토링 서비스 역시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단계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목적에 맞게 기획하고, 의도된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들
어서면, EU의 학생네트워크 운영 사례와 같이 비영리기관 혹은 민간과 같은 조직에 아웃소
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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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관기관으로 직접 제공 서비스 역할을 과감히 이양하고 아웃소싱 기관을 적극 이
용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더 기획 및 네트워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U
와 같이 오랜기간 해외취업과 유사한 형태의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 국가들에서도 국
가기관이 직접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경
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역량진단툴과 같은 경력개발 자료는 DIY(Do it yourself)와 같은 형태로 진단툴만 제
공하고 해석은 사용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경력개발 상의 의도한 효과
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처방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상담 역시
월드잡플러스의 이용방법과 매뉴얼에 기반을 둔 제한된 정보만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해외
취업자의 구체적인 취업처 매칭, 역량 진단과 향상과 같은 전문 상담과 같은 후속 단계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민간 및 비영리단체에서 정부와 계약한 형태로 유사한 경
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각 민간 및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살린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민간위탁 또는 아웃소싱 대상 프로그
램으로 멘토링, 역량진단, 아카데미 그리고 CRM에 기반을 둔 상담은 물론 해외취업 경력
증빙서류 관리 업무까지도 포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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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문제점

원인






경력개발에 대한
수많은 콘텐츠
는 대체로 수명
이 매우 짧다.
반면, 한번 만
들어진 프로그
램은 성과의 달
성 여부에 없이
지속되는 현상
이 나타나며,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
당한 시간과 비
용 소모



해외취업 사업 종
료 이후 국내 재
정착 또는 해외취
업 등에 대한 데
이터가 적절히 수
집되고 분석되지
않음
이미 만들어진 해
외취업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성과를 파악
하기 힘들며, 이
로 인해 해당 프
로그램의 지속 여
부에 대한 판단
역시 내리기 어려
운 상황에 있음

해결책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개발
업무 수행방식을 프로젝트형으
로 관리 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육 및 중
개기관, 기업에 대한 혁신 플랫
폼을 제공할 필요 있음
민관기관으로의 직접 제공 서비
스 를 과감히 이양하고 아웃소
싱 기관을 적극 이용하되,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기획 및 네트
워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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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취업 경력개발 모니터링 및 성과 활용 연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해외취업 실적 등 현황이 연수, 알선 등 개별 사업별로 분리되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특히, 경력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산출 단계부터 사업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
단계별 연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외취업 실시 전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으며, 해외취업 실시 및 이후 단계에는 경력개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노력과 시도가 활발
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2) 원인
일부 해외취업 관련 외부 용역 연구가 부서별 현안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됨으로 인해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장기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상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취업 사업 부서간 부서장부터 팀원까지 적극적인 사업 데이터와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업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3) 새로운 접근법
해외취업 전체 관점에서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한 후 해외취업 관련 부서에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확립하고 문화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같이 일선 연수기
관 등에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경력개발 우수 지원 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사례가 타 기
관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해외취업(구직)자 뿐만 아니라 기업 인사담당자 및 정책결정자 대상 설문조사 실
시가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가급적 EU Erasmus+의 Impact Report와 같이
매 3~5년마다 장기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대외에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과를 확산
하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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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해외취업 정책개발 모니터링 및 성과활용 연구 강화 방안

4) 대안 도출
□ 해외취업 성과관리 종합 보고서 발간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관련 내용이 담긴 성과관리 보고서가 발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취업 전체 관점에서 연간 자체보고서가 발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해외
취업 이전(월드잡플러스)과 해외취업 실시(고용보험 DB)간의 연계분석을 통해 해외취업을
준비, 실행, 이후 단계까지의 경력개발 성과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해외취업의 선택과 평생
능력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다양
한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매 3~5년 간격의 해외취업 영향분석(impact study)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 발주될
필요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해외취업을 둘러싼 해외취업자, 기업 그리고 운영기관의 인식
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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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필요한 주제
이 연구를 통해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필요한 주제로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 해외취업자 경력인정 방안 연구
◦ 귀국 해외취업자의 국내재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기적 해외취업 경력개발 성과지표 개발 연구
◦ 국내재정착 기업 대상 해외취업자 성과분석 연구
◦ 해외취업 역량 모델링 및 진단 연구
◦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연구(계속)
◦ 해외 자격 취득자의 국내 인정 등 활용 방안 연구
◦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
◦ 해외취업 경력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방안 연구
◦ 해외파견 주재원 역할 체계화 및 확대 방안 연구

내용요약
문제점




해외취업 실적
등 현황이 연
수, 알선 등 개
별 사업별로 분
리되어 모니터
링되고 있음
특히, 경력개발
과 관련된 구체
적인 데이터가
산출 단계부터
사업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
단계간의 연계
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원인




일부 해외취업 관련
외부 용역 연구가
부서별 현안 중
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됨으로 인해
전체적인 관점에
서의 장기 성과
를 모니터링하고
향상할 수 있는
연구 부족
적극적인 사업
데이터와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소
통과 협업 문화
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해결책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관련 내용
이 담긴 성과관리 보고서가 발
간될 필요가 있음
매 3~5년 간격의 해외취업 영
향분석(impact study)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 발주될 필요가
있음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연구용
역에 대한 다양한 주제별 연구
에 대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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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과제 3) 협력과 공유를 통한 스마트 운영체제로의 개편
해외취업 경력관리 체제는 스마트 운영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은 한국산업
인력공단 내 해외취업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업운영 부서와 경력관리 지원부서간
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해외취업 준비-실행-국내재정착 단계로 이어
지는 각 프로세스에 관여된 다양한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과 공유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협력과 공유를 통한 스마트 운영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①해외취업 관련 부
서 사업과 경력개발 연계성 강화 ②해외취업 경력관리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운영 고도화
③국가간 자격상호인정과 해외자격의 국내 인정추진 ④국내 경력개발지원 인프라 활용 및
연계의 4가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그림 6-13] 협력과 공유를 통한 스마트 운영채걔로의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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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취업 관련 부서 사업과 경력개발 연계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해외취업의 경력개발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취업 사
후관리 중심에서 경력관리로 본격화된 시기가 5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준비 단계는 물론 해외취업 이
후 단계인 실행 및 국내재정착 단계에 있어서도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취업자 경력개발 지원 측면에서 해외취업 알선, 연수 및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간 편차가 크다. 해외취업 알선 사업은 해외취업 이전에 필요한 정보가 월드잡플러스
를 통해서 제공되며, 해외취업 연수 사업은 해당 연수기관에서 짜임새있는 연수과정을 제
공하고 있다. 반면,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위
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원인
해외취업 경력개발이 해외취업 사업 성과의 핵심이라는 공감대 형성 부족하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해외취업 특수성이 반영된 경력개발 관
점 또는 직종에 특화된 글로벌 경력개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져있지 않다는 점과
해외취업지원부 등 관할 부서에서 해외취업 경력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외취업 사업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경
력개발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해외취업 이전 준비단계에 할애하고 있다. 해외취업 실시 단
계와 국내재정착 단계에서는 해외취업자의 모니터링 및 성과에 대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관리 혹은 개입이 없으며, 연수기관별로 해외취업자 관리를 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차기
연수기관 선정시 해당 사항을 고려하는 정도의 간접적 관리를 하고 있다. 해외취업 연수사
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은 주로 해당 해외취업 연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 대한 것이었으며, 해외구직자에 대한 면접 기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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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해외취업자 일정기간 유지 여부, 현지 고용 만족도, 현지 정착에 따른 민원 처리 등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결과로서 해외취업 첫 번째 일자리를 잘 확보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둘째, 해외취업 알선사업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에 의한 직접 알선과 민간해외취
업 알선기관에 의한 위탁 알선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해외취업 알선의 경우에도 주로 20대 중후반 및 30대 초반을 주축으로 하므로
이들에 대한 경력개발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해외취업 알선만으로 해외취업이 성
사되는 것은 아니고, 알선을 둘러싼 과정에서 취업처 확보 및 이력서 작성, 면접 등 구직
스킬, 어학 및 직무 등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에
의한 직접 알선의 경우 대체로 해외취업센터의 아카데미, 상담과 연계되며, 민간해외취업
알선기관의 경우에는 해외취업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은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주무 부서인 해외취업지원부의
주력 사업이다. 다만, 해외취업 알선 및 연수사업에 비해 정작 경력개발관련 내용은 이 사
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력개
발 요소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새로운 접근법
해외취업 알선, 연수 및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등 해외취업 프로그램 유형에 적합한
경력개발 지원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대안 도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 대표적인 사업은 해외취업 연수사업, 해외취업 알선사
업 그리고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이다. 해외취업 관련 부서 사업과 경력개발 연계성 강
화를 위한 주요 사업 중심의 솔루션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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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연수사업
이 연구에서는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경력개발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해외취업 연수 이후 해외취업 실시 단계에서도 해외취업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해
외취업자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해외기업의 취업자 만족도 및 지원사항을 모
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해외구인처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였다. 특히 해당 연수사업이 연수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해외구인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연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마저도 한 장 정도의 구인요청서에 제시된 축약된 정보만이 제공될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취업자와 구인기업에 대
한 고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취업자가 실제 어떠한 직무를 맡게 되는가, 그리고 이
들에 대한 처우와 직무만족도는 물론 구인기업의 채용 인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초 의도
한 인재를 확보했는지, 연수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및 어학 능력에 대한 수준과 내용에
대한 정보는 연수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해외취업 연수기관은 해외취업자 대상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의 해외취업 서류
와 경력개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향후 K-Move Pass(가칭)과 같이
정부가 발급하는 해외취업 종합경력 인정서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취업 연수기관은 연수생
의 취업 증빙과 관련된 해외취업 기관으로부터 증빙 서류를 취합하는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하
며, 해외취업 종합경력 인정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취업 연수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해외취업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일부 연수기관을
지역별 분야별로 선정하여 거점 센터로 만든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 해당 경
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취업연수부는 해외취업 연수기관의 경력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연수기관은 경력개발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경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취업 연수과정부터 해외취업 실시 그리고 국내 재정착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 사례는 해외취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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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운영 고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알선, 정착지원금 사업 그리고 해외
취업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 해외취업 또는 유
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취업 경력개
발의 저변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취업 알선사업
해외취업 알선사업의 경우 다음의 경력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 해외취업
알선기관의 해외취업 실시 이후 일정기간 재직 등 증빙서류 관리 등 해외취업 이전단계 뿐
만 아니라 일정 기간 해외취업 이후 단계까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경력인정 지원
역할 확대되어야 한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외취업 알선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초기 경력자가 대다수를 차지
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지원을 받는 해외취업 알선기관들이 이들의 장기적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취업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다음 취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이러한 정보는 해외취업자의 사전동
의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원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해외취업 알선기관의 경우에 해외구직자에 대한 알선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할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이 지
급되는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달리 알선의 경우에는 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해외취업 이후 현지정착 및 취업처의 만족도에 대한 프로세
스 상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민간 해외취업 알선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알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사전에
투명한 계약 내용과 절차에 대한 구직자와 중개기관 간 완전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한, 해외취업에 이르지 못한 구직자 대상으로 단순히 취업전에는 무료라는 이유로 충분한
역량 진단과 이에 따른 해외취업 기회가 충실히 제공되지 않거나, 해외취업처 확보를 전제
로 고가의 별도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지 그리고 보험 제공 여부, 현지물가
등 해외취업과 수반된 정착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고지 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통제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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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구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
이 연구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사업의 경우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수령전 기본 교육훈련(온라인 역량 강화 및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의 이수 자체에 그치지 않고, 사전 도달
목표를 제시하거나, 사전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대상
자를 선발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을 돕기 위한 단순 재정보조 수단
이 아니라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네이버, 넥센 등 국내기업은 해외지사에 해외 직무 체험과 인턴 등을 통해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선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ex. 서류전형(포트폴리오, 네이버 서
비스 개선 방안 제안) -> 1박 2일 워크샵).
<표 6-4> 국내기업 글로벌 인턴십 사례

네이버 글로벌 캠프

넥센 글로벌 인턴쉽

둘째,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하나의 기준(one-size fits all)이 아닌 해외취업자의 다양
한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지 생활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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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물가가 다르며, 항공권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며, 의료보험비 등 필수적
으로 자가지출에 따라 비용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
층에 대해서는 선발시의 이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나아가 지급 비용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EU의 Erasmus+ 사업에서도 다양
한 지리적, 근무 여건, 취약 계층 여건을 고려한 복합 기준에 의해 정착비용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셋째,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을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차별
화된다면 후학습 경로 설계 차원에서 복수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EU의 Erasmus+ 사업에서는 전공과 일치한 일경험을 할 것과 다른 학력수준(보다 정확히는
NQF 수준 자격)이 다른 트랙은 같은 Erasmus+ 사업이라도 다시한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복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이 제도가 단순 시혜성 또는
복지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질적 경력개발과 후학습 연계를 장려하는 실질적 목적에 기반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국내 사례로 정부에 의한 산업인력양성시 패스트트랙을 전
제로 한 중소기업기술사관 사업(중기청, 교육부), 석박통합제도(교육부), 그리고 일학습병행
후학습 연계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예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사업의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 기
관과 협업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담당하고 있
는 대학 등 국내 외 연수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연고를 두고 있지 않더
라도, 단기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해외취업처 알선 지원(단, EU Erasmus+
모델과 같이 기본적으로 구직자가 스스로 해외일자리 찾아야 함)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네이버 및 넥센 기업 사례와 같이,
민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보다 내실있는 해외 일경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참여자의 장기적인 사업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의 모니터링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한정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지원대상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이들에 대한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용역 발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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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문제점




해외취업의 경력
개발에 대한 투자
와 지원 부족
해외취업자 경력
개발 지원 측면에
서 해외취업 알
선, 연수 및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사업간 편차 큼

원인




해외취업 경력
개발이 해외취
업 사업 성과의
핵심이라는 공
감대 형성 부족
해외취업 경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부재

해결책



해외취업 알선, 연수 및 해외취
업정착지원금 사업 등 해외취업
프로그램 유형에 적합한 경력개
발 지원 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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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취업 경력관리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운영 고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해외취업 경력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내 해외취업기획
부, 해외취업알선부, 해외취업연수부 및 해외취업지원부 외에도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해
외취업센터 그리고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일본)과 코트라의 K-Move 센터가 경력개발 업무
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이외에도 각 지역의 해외취업센
터, 해외 K-Move 센터에서 경력개발 지원 노력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개별 주체
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 그리고 해외자격의 국내 인정116)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권경득 외, 2021:585). 또한, 해외 고용
및 교육 관련 정부기관, 교육기관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해외취업 고용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역할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권경득 외,
2021; 전용일 외, 2020).

2) 원인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해외취업 관련 부서간 경력개발 업무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경력
개발업무와 해외취업 성과 간의 연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취업지원부 또는 해외취업센터의 경력개발 업무는 해외취업률 향상 등 해외취업 사업의 핵
심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예컨대, 해외취업 알선과 연수와
같은 사업부서에는 경력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본 사업 프로그램의 일부인 사후관리 정
도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나. 반면, 해외취업지원부와 해외취업센터에서는 경력개발 관련
업무가 핵심 업무에 해당된다. 이들 부서간 경력개발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는 바로 수행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필요성,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116)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간 노동시장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자격상호인정 방식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학위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학위와 함께 직업자격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은 고등교육 학위
를 중심으로 다룰 뿐 해외 취득 직업자격에 대해서는 평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조정윤, 2021: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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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로 현재 국내·외 해외취업 관련 지원조직이 주로 해외취업처 발굴 등 해외취업
준비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외취업 여부만을 고려하면 국내 및 해외정
부와의 협업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취업을 경력개발로 확대
하면 이들 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3) 새로운 접근법
과거에는 정부조직의 성과(government performance)는 블랙박스와 같이 인식되어 자
원의 투입과 산출 사이에는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정부
조직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고, 특히, 관리역량(management capacity)을 향상하려는 노력
이 정책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관리역량
은 리더십, 통합과 기능재조정, 결과중심 관리를 포함한다. 해외취업 경력관리 개념을 도입
하고 다양한 시도를 지난 수년간 지속해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경력관리가 특정 부서만의
업무를 넘어서 해외취업 사업 관련 부서간 공통의 아젠다로 자리잡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높일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취업 부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존
조직의 통합과과 기능을 재조정하며, 결과중심 관리를 통해 해외취업 부서 성과를 높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해외취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해외취업 경력
개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부서와 해외취업 경력개발 담당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
함으로써, 기존 해외취업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해외취업 성과에 효과적
인 프로그램들을 공동 노력으로 키워나가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외 해외취업 관련 외곽 지원조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 사례
로 교육부의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은 교육부,
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같은 운영기관 외에도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 협회와 같
은 국내 지원 기관은 물론 해외 지방정부, 교육청, 해외 협회 등으로부터 재정 및 운영 지원
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한된 정부 보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다음 예시자료처럼, 다양한 주체가 적극 참여하다보니, 글로벌현장학습 고유의 프로그램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고급 인재 양성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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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일학습 경험 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 교환학
생+인턴십 프로그램, 또는 국내 정착 전제형 국내외 하이브리드 취업 모델 개발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림 6-14]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신규프로그램 개발

4) 대안 도출
해외취업 관련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취업 경력개발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부서는 각 부서간 업무의 중요성 및 비중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예산 확
보 및 배정관리, 해외취업 직원 역량 향상, 해외취업 데이터 관리 그리고 해외취업 관련
법제도 및 물적 인프라 관리 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따라 해외
취업부서 전체의 관리 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리더십 영향력 및
강조, 통합과 기능 재조정, 그리고 결과중심 관리가 이러한 4가지 주요 업무의 효과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라 보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해외취업 경력개발

322 해외취업 경력관리 종합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 대해 새로운 경력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117),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직원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및 배치, 부서간 소통을 위한 연락담당관 지정, 부서
내 해외취업 데이터 목록, 접근성, 정보관리 담당자, 데이터 활용 실적과 같은 해외취업 경
력개발 데이터 관리할 것과,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제반 사회 법제도 및 물적 인프
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6-15] 해외취업 경력관리 관련부서간 관리 역량 향상과 성과와의 관계 도식도

둘째, 각 부서에 산재된 해외취업 경력개발 업무에 대한 보다 유기적인 통합과 기능 재조
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취업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지만, 현
시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안 되며, 이마저도 과연 적합한 대상을 타깃
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118). 이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개별 프로그
117) 이에 대해 이 연구에는 이 장에서 12개 실행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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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대한 예산 확보 및 배정 관리 문제 외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의 역량 향상과
추가 인원 배치, 해외취업자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경력개발 수요 도출,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해외취업 경력개발 업무와 연관성이 큰 해외취업지원부와 해외취업센터의 해외취업 각 부
서 사업의 경력개발 업무와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은 현재 투입 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문제는 해외취업(구직)자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는가가 아니라,
이러한 경력개발 서비스가 해외취업 등에 어느정도 실질적 기여를 했는가에 있다. 결과중
심 관리를 위해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해외취업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해외취업 직원의 역량 향상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용역기
관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이러한 성과 기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내부 규정 마련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 해외취업 관련 지원조직의 역할을 재탐색하고, 해외취업 결과의 실질
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력개발 기능을 고도화할 다음 방안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 기관 중 해외취업 경력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 정부는 지역 내 청년의 고용 기회 제공을 위해 다수의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는 이미 해외취업 또는 연관 사업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일정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간헐적이고 특정
대학 등 기관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
정부는 시드머니(Seed money) 형태로 기본 예산과 프로그램 틀을 제시하고, 나머지 예산
은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
에서 지방 정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만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즉,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3
장에서 해외정착형(out-bound)과 같은 전통적인 해외취업사업 이외에도 국내회귀형(In –
bound), 하이브리드형(hybrid)과 같은 직종의 경우에는 지방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해외취

업 경험을 토대로 지방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방의 청년취업과 현지 기업의
전문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이 제시된다면, 지방 정부로서도 관심을
118) 이 연구에서는 제2장 국내사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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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부 대학인 K-Move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늘고 있지만, 아직
도 많은 대학에서 적절한 해외취업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 등 대
학역량 강화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
로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 중심으로 참여
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행정 인력 확
보 및 자체 예산 투자 등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수 대학이 참여를 꺼리
고 있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학기 중 방학을 이용해 단기 해외취업 또는 인턴을 할
수 있는 미니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겠다. 앞서 EU Erasmus+ 사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외취업에 특화된 특수어학과 또는 해외 대학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석박사 등 대상을 한정하여 사업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 사업 개발이 가능하며(싱가포르의 GRT 프로그램 참
고), 유럽 각국의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사업 역시 해외 일터에서 OJT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외취업사업과의 연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해외 기관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에 따
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나,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인 호주, 캐나다 등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부족 직종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숙련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은 한국의 외국숙련 인재 확보를 위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더욱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도 ICT 등 국내 부족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삼성, 네이버같이 유수의 글로벌 기업도 베트남 현지에서 인력을 양성
해 한국으로 데려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단순 정착 및 일자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연계를 위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을 위한 협력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
다.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같이 해외 현지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국내 선행학습의 현지국 인정, 직업교육 훈련 이수 후 더 원활한 현지 자격
취득, 현지 협회와 기업 대상 한국 인재 채용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119).
119) 한편, 해외취업 연수기관이 해외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경우 사업 선정 또는 평가 시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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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지 정부 및 협회와 협력하여 양질의 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앞서 이
연구에서 해외 기업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에서 한국 인재 채용에 관해 관
심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협업을 먼저 제안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해외취업 경력개발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
전문적인 소임을 수행할만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해외취업 구직자를 모집하
여 보내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개도국 형 해외취업 지원 방식에 가까우므로
이른 시일 안에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직접 해외취업을 제공하는 개도국 형 지원에서
경력개발 관련 지원 제도 구축 중심의 선진국형 국가 간 경력개발 협업 체계 마련하는 방향
으로 전환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기관과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실질적
인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 정부 관계자를 상대할 수 있으며, 정부 및 협회와
공동으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한국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기업 관계자 대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반 출국 전 경력개발 지원은 연수기관 등에
역할을 부여하는 형태로 해외취업센터의 역할을 축소하고, 해외취업 시행 및 국내 재정착
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주재원 파견으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지 주재
원에게 현지 경력개발 및 정착지원, 더 나은 취업 기회 제공 등 경력개발 지원 측면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협력 업무 외에도 현지 및 귀국자 대상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구심점 마련
필요하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수혜자 대상 해외취업 경력인정서 활용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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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과 해외자격의 국내인정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한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중 한국과 일본이 체결
한 IT 분야 자격 상호인정이 해외취업에 가장 효과적이었다(조정윤 외, 2021). 한-일 IT 자
격 상호인정이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해외취업 성과를 내고 최근 5년
간 연간 취업자가 1,000명을 상회하였다(조정윤 외, 2021). 이러한 성과는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으로 인해 한국 인재의 IT 전문성을 더욱 쉽게 인정받도록 하고, 취업비자 등 현지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기인한 바가 크다.
다만, 이러한 자격 상호인정은 지난 20여 년간 2000년대 초 체결된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자격 상호인정 이후에 IT 분야 외에 타 분야로의 자격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베트남과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로도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6-16] 정부 지원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통한 일본 IT 분야 취업자 연도별 현황

출처: 조정윤·김민규(2021:27).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추진전력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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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해외취업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실제 해외취업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 보도자
료에 기반을 둔 일부 연계 사례가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예외적으로 비교적 최근인 조
정윤 외 (2021) 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 자격 상호인정으로 인한 IT분야 취업자
성과가 발표되었다.
해외취업 자격 상호인정 추진 부서와 업무담당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실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맡고 있으나, 조직 구성
측면에서 자격 취득과 평가, 활용 부문에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조정윤 외, 2016:106). 인적 측면에서도 전문화
되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조직적 개
편과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8년~22년)」에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는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할 조직
적, 인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
악된다(조정윤 외, 2016:106).

3) 새로운 접근법
해외취업 자격 상호인정의 해외취업 등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과 결부된 취업비자 제도개선 및 연수 과정 개설 협의를 통
해 해외취업 성과를 확대할 수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현재 일본 IT 해외취업 연수 과정
과 같이 한국 IT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일본 IT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다(조정윤 외, 2021). 2019년 기준 3개 과정에서 62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25명이
취업했다(조정윤 외, 2021).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해양수산부가 청년 해기사의 해외취업 지
원을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젝트' 는 해수부의 해기사 대상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정책과 연계된 사례가 있으며, 해수부는 2019년 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젝트를
통해 13명을 선발, 국내외 연수를 진행한 후 해외 승선 실습 등을 거쳐 해외취업했다(연합
뉴스, 2019.10.27.; 조정윤 외, 20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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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도출
□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첫째,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고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까지 추진된 자격 중 해외취업과 관련성이 높은 자격은 2개국 2 직종, 즉, 일본(ICT),
호주(용접)에 불과하므로, 점차 해당국 또는 타국과의 자격 상호인정 확대 체결을 통해 해
외취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정윤 외(2021) 연구에서는 총 4개의 모드
를 제시했다. 이중 해외취업과 관련성이 높은 모드는 Mode1과 Mode3이다. Mode 1은 독
일 등 EU 국가와 영국, 호주로 이들 국가는 NQF 기반 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
다. Mode 3은 NQF를 갖추지 않은 국가로 자격 종목별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에 기반
을 둔 체결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7] 국가별 자격상호인정 추진 방안

출처: 조정윤·김민규(2021:27).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추진전력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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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정윤 외(2021)에서는 해외 노동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외에도 글로벌 학습 기회 확대 측면에서 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일-학습 연계기반 자격 상호인정 추진이 필요하다. 자격은 학위와 달리 국제
적 인정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을 통해 자격 및 자격 과정
에서 취득한 역량, 혹은 훈련시간에 대해 인정받을 방안 마련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더
욱 유연한 자격 상호인정의 프로세스로 공통직업표준의 마련(예, 한-호주 용접 분야 공통직
업표준) 또는 ASEAN의 AQRF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후 협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EU와
ASEAN은 자격 상호인정을 촉진할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의 IT분야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격연계형 공공 해외 인턴십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가 간 자격 상호인
정을 통한 연수 과정을 마치면 양국의 자격이 동시 발급되며, 자격 취득하는 과정 동안 현
지 국가에서 취업경험을 할 수 있는 자격 상호인정 기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참고로 독일의 듀얼학습시스템을 통한 일-학습 경험에 관한
인정사례가 있다.
[그림 6-18]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활용 방안

출처: 조정윤·김민규(2021:27).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추진전력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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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방식 외에 해외취업자의 국내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교육 및 자격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QF와
같은 유럽 고등교육의 표준화 과정은 유럽의 학생들을 더 유동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학업의 질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최소 지식과 기술 성과를 제시하는데 있
다(EC, 2021:11-20). 또한, Tuning Project120)121)방식으로, 유럽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수
업에 참석할 수 있고 비슷한 학습 성과를 냈다(EC, 2021:11-20).
넷째, 국가 및 직종분야가 아직 자격상호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기존 해외취업연
수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국내 또는 현지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조정윤 김민
규, 2021).122) 2018년에는 16개 해외취업 연수 과정 중 수료 인원 206명이 자격을 취득하
여, 17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나타냈다(조정윤 김민규, 2021).

<표 6-5> 18~‘20년도 자격취득형, 과정평가형 연수 과정 현황
구분
2.1-자격 취득
호주
2018
2019
2020
4.2-과정 평가형
일본
2019
총합계

연수 과정
34
34
16
17
1
3
3
3
37

확정 인원
511
511
229
257
25
74
74
74
585

수료 인원
456
456
206
225
25
62
62
62
518

취업 인원
248
248
178
70
NA
N/A
25
25
273

자료: 조정윤 김민규(2021:49).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추진전력 및 활성화 방안
120) 이하 내용은 (2021). Erasmus Skills Guide_for_Practitioners_번역(p.11-20)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121) 국제화 과정에서 대학 활동 서류의 표준화는 대학 간의 품질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
다(Green & Shoenberg, 2006). 구체적으로, Tuning Project(Gonzales & Wagenaar, 2003)는 고등 교육 시스

템의 융합 과정을 시작한 볼로냐 선언에 따라 교육 구조를 표준화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하였
다.Tuning project의 목표는 (i) 일반적인 역량, (ii) 각 과목의 특정 역량, (iii) 누적 시스템으로서의 ECTS, (iv)
학습, 교수 및 평가 접근법, (v) 교육 과정의 품질 향상 등 다섯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다. 반면,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 – see European Union,2018) 는 기타 유럽 국가와
의 자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공통 참조 프레임워크이다. EQF는 예상 학습 성과에 기반하여 자격을 설명하
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EQF는 자격을 더 투명하고 이해하고 비교하기 쉽게 만든다. EQF
는 사람들의 자격의 투명성, 비교 가능성 및 시민 모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QF는 서로 다른
자격 시스템과 교육 수준 사이의 번역 장치 역할을 한다. 이는 학습자, 근로자, 구직자, 고용주, 노동조합, 교
육 및 훈련 제공자, 자격 인정 기관, 정부 당국 및 국제 기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122) 이러한 방식의 자격 취득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글로벌현장학습 호주 자격연계형 과정의 자격 취득 과정과 유
사하며, 이는 다음 항에서 더 자세히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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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격의 국내인정 방안
해외자격의 국내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이 국
내자격과 연계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국내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낭비적 요
소이며, 이러한 이중의 자격 취득을 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해외취업 등 국가 간 인력 이동
에 대해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정윤 외(2021) 연구에서는 자격 관련
총괄기능을 맡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자격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
의 국가정보센터 설치해야 하며, 이에 (가칭) 국가(기술) 자격 국제통용성 센터를 설치할 것
을 제안했다. 이 센터가 수행하게 될 역할은 ①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업무
총괄하도록 할 것과123). ② 국내적으로 외교부 등 MRA 체결 관련 부처 및 MRA 대상 자격
관련 협단체 등과 주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124), ③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은 물론 아세안 등 개도국의 자격 상호인정 부처와 MRA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노력125), ④한국 또는 해외 자격취득자의 해외취업 및 경력
개발 등 국내 활용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126), 그리고 ⑤외국인 근로자 등 한국
에 체류(예정)한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이들이 귀국할 경우 해당 국
에서 국내 자격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자격의 글로벌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조정윤 외, 2021:106-107)127).
123) 자격상호인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자격은 물론 산업노동시장 분석 등을 통한 지식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한 대상 분야 및 종목 선정을 해야 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124)

125)

126)

127)

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및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기반
마련 필요가 있다.
국가 자격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 그리고 협단체가 연관되어 있으며, MRA 추진 시에는 이들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MRA를 추진할 수밖에 없겠으나, 자격
선진국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KQF 연계한 포괄적 자격 상호인정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국가별․지역별 자격체계(QF,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현황 및 우수사례, 연구결과 공유 등 ‘(가칭)국제
자격 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자격 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역내/
국가 간 인력 이동을 위한 경제 다자기구(ASEAN, APEC 등)의 역내 자격체계(reg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논의 적극 참여(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를 통해 자격 관련 국제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자격 상호인정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위한 해외자격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 등 학습결과물을 한국의
국가(기술)자격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취업 및 추가 학업연계를 지
원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외취업 혹은 상급 자격 취득이 원활해지는
글로벌 패스(global pass) 기능 강화를 위한 상대국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민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한 외국인과 같은 인적자원도 공통의 기준을 통해 숙련도를 파악
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촉진하는 한 방안으로서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수출
(개도국 직업훈련 기관 연계 과정 개설 및 자격 연계) 등 시범 사업 도입 추진을 통해 개도국과의 자격 상호인
정 및 한국 산업에 필요한 인력 도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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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국제적 통용센터 설치 관련 조직도 (안)
(1안) 이사장 직속
이사장

자격센터

비서실

자격의 국제화,
인력진출 등

기획운영이사

능력개발이사

능력평가이사

국제인력본부

(2안) 능력평가이사 직속 부제 조직
능력평가이사
사업 총괄

능력평가국

과정평가국

국가자격 운영 총괄,
제도개선 등

과정평가형
자격 총괄 등

기술자격출제실

전문자격국

자격센터

출제관리 총괄 등

국가전문자
격 총괄 등

자격의 국제화,
인력진출 등

(3안) 국제인력본부 직속 부제 조직
국제인력본부장
사업 총괄

외국인력국

해외취업국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총괄, 제도개선 등

해외취업지원사업 총괄,
제도개선 등

자료 : 조정윤 외(2021) 토대로 일부 수정함

자격센터
자격의 국제화, 인력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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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문제점


해외취업 비자발급
등 해외취업에 성과
를 나타낸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및 해
외자격 국내 인정관
련 지난 20년 이후
추진 실적 미흡

원인




해외취업 자격상
호인정 추진 부서와
업무담당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음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 부족

해결책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자격상
호인정 방안을 고안하여 추진
자격상호인정 연계 연수, 국
내 또는 현지 자격 취득형 연
수과정 운영
(가칭) 국가(기술)자격 국제적
통용성 센터를 설치

라. 국내 경력개발지원 인프라 활용 및 연계
1) 현황 및 문제점
해외취업을 선택하면 한국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정책은 물론 해외정부의 청년고용 지원
정책을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해외취업자 중 일부는 해외취업 당시 해외취업
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자가취업, 민간알선
등을 통한 해외취업자는 국내 경력개발지원은 물론 국내 재정착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편, 국내 중소 벤처기업 역시 해외진출의 어려움과 인력부족 현상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IT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 및 Global Linker 부족으로 글로
벌 시장진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 IT 인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면성, 2019). 벤처기업협회의 “ICT 기업 실태조사
(2017)”에 따르면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실패 사유는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문인력 부족
(55.4%)’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윤, 2021).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IT 인력의

미국, 일본 등 해외취업자 수는 1위 사무/서비스분야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며 일본만 하더라도 2019년 9,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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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이러한 문제는 국가 간 인력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구직자와 국내 구인기업간 서로간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의 장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제4장 실태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ICT분야의
해외취업자 중 절반 정도가 3년 이내 국내 취업을 선택하며, 이들 중 일부가 국내 재정착
후 첫 번째 일자리로 ICT 관련 분야로 재취업했으나, 상당 수가 해당 직종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곳에 취업했다. 해외취업을 마친 구직자에게 임금, 고용안정성 등에서 더나은 취업기
회가 제공될 수 있었으며, 숙련인재 또는 해외진출의 목적으로 해외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브릿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해외취업자의 국내 안착을 돕는 국가차원의 경력개발지원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MZ세대 해외취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해외취업 경험의 국내 인정 가능성과 함께
해외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국내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상의 혜택에 관
한 것이었다. 일정기간 해외에 나가있다는 이유로 청년 대상 혹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경력
개발 기회 제공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인
재 유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 및 채용 연계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인재의
해외취업 이후 국내 재정착시에도 맞춤형 지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새로운 접근법
전문 분야별로 국내 협회에서는 국내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해외인력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KOTRA와
공통으로 소프트웨어산업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수요 조사(2021.5.~21.06.)를 실시하여
산업부문 업체 총 56개사가 참여(중복응답)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① 국내전문인력부족, 해
외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전문인력 필요하며 ② SW 개발 인력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
며, ③ 학사 및 석사 인력의 3~5년 경력 보유자, 그리고 ④임금수준은 3,500~4,500만원
수준의 구인 인력에 대한 수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조정윤,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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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협회 차원에서는 외국 국적자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언어소통
및 친숙한 문화 등 한국 국적의 해외 인재 확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SW 산업부문 전문인력의 선진국 기업진출을 통해 선진 기술과 경험을 체득하
여 다시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인재환류(brain circulation)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가 있다(조정윤, 2021). 한편, 국내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의 해외취업자 지원을 막는 제도
상의 병목구간(bottle neck) 파악과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8) 첫째, 국내 IT기업은 국내에서 적정한 이 분야 국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거나 해외진출 및 제품의 현지
화 등의 이유로 해외전문인력 채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둘째,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원
하는 직종으로 SW개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그 다음으로 수요가 많아
SW 개발인력쪽에 초점을 맞춘 해외 전문인력의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해외 전
문인력 채용시 원하는 인력은 초급(학사 졸업)과 중급수준(석사 졸업) 인력이고, 요구되는 현장경력은 3-6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10년이였음. 이 맥락에서 국내 IT 기업이 가장 원하는 인력은 3~6년 정도 현장경력
이 있는 인력의 채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넷째, 해외 전문인력 채용시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수준
이 3500~4500만원으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음으로써 초급수준의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4500~60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응답도 33%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급수준의 인력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조정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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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ICT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수요 조사 결과

해외전문인력 채용 사유

국내인력 소싱이 어려운 이유

채용직종

요구인력 수준(학력/경력)

선호 출신지역

연봉수준

자료 : 조정윤 (2021). 국내 SW 산업부문 인력부족에 따른 해외인력 도입 및 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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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도출
□ 직능협회와의 협업
협회(건설기능인, IT), KOICA 등 해외 경력 인정을 위한 공단과의 협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경력개발지원 제도 연계
첫째, 해외취업자의 국내재정착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경력개발지원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내일배움카드 등 온라인 또는 해외 현지 교육훈련기관 이용
가능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월드잡플러스와의 연계 고도화 및 해외취업
자에 특화된 워크넷 고용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중소기업 해외법
인도 지원대상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공공기관 대상
채용시 해외취업 경력인정서 활용 안내(NCS 기반 교육훈련 인정 등)하고, 실적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취업자에게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기술자에게 해당되는 특례는 한국 국적의 해외 기술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
혹은 해외 한국인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특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
인기술자에 대한 특례가 결국 해외인력의 유치에 방점이 있다면 반드시 외국 국적자에 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
득세의 감면”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조세를 감면한다.

<표 6-8>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삭제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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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문제점


해외취업을 선택
하면 한국 정부
의 청년고용 지원
정책은 물론 해
외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정책
을 모두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원인




구직자와 국내 구인기업
간 서로간의 수요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유의 장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음
해외취업자의 국내 안착
을 돕는 국가차원의 경력
개발지원 인프라가 잘 갖
춰지지 않았음

해결책




협회(건설기능인, IT), KOICA
등 해외 경력 인정을 위한
공단과의 협약 방안을 마
련할 필요 있음
해외취업자의 국내재정착
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
의 경력개발지원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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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취업 경력관리 발전 로드맵
[그림 6-19] 해외취업 경력관리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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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해외취업사업은 글로벌 시대 국민의 일자리 확보와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경력개발은
취업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요자 불편과 요구를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또한, 일자리 정책 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경력개발의 변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며, 참여와 협업환경을 구
성하고,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한편, 우리는 해외취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평생능력개발 과정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외취업 경력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
력공단의 해외취업 사업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과 기회가 가득한 풍요로운 영역의 확장
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미 EU와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MZ 세대의 경력개발이 비단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고 경력개발과 일경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
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취업과 경력개발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지난 5년간 활발하게 해
왔으나, 성과는 그리 녹록지 않았다. 해외취업 경력개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과거를 돌아
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모색하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 연구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연구를 위해 경력개발 관리체
계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는 제한적 목표를 넘어서 해외취업 각 단계별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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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해 있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서 분석하며, 이러한 해외취업 성과를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발 수요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조직진단 기법을 활용하여 해외취업 경력관
리 체계화 수준을 높이고, 각 방안이 실제 경력개발 업무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실천적인 종합방안을 도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 해외취업 경력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해외취
업 경력 및 경력개발 개념을 파악했으며, 해외취업 경력개발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했다.
제3장에서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국내외 운영사례를 조사했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사업 중 경력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해
외 사례는 EU의 Erasmus+를 중심으로 해외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경험을 어떻게 지원하
는가에 대한 사례와 현지조사원에 의한 관계자 인터뷰를 정리하여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해외취업 경력개발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EU, 영국, 싱가포르의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취업자의 경력개발 현황을 해외취업 준비-실행-국내 재정착 단계로 구
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토대로 2018년 기준
해외취업자의 해외취업 이전과 이후 각 단계의 주요 성취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러한 분석을 위해 사용된 주요 DB는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그리고 고용보험
DB이다. 이러한 양적분석과 함께 해외취업자, 해외취업 기업, 공공 및 민간 지원기관 관계

자의 인터뷰를 현지 조사원을 통해 실시했다. 이렇게 분석된 실태조사는 해외취업 경력개
발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및 직업 유형별 분석을 통해 해외취업자의 경력개
발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정착형(out-bound), 국내회귀형(In – bound), 그리고
하이브리드형(hybrid)의 3가지 유형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사업을 맡고 있는 여러 조직의 통합적 진단
을 통해 환경, 기능 그리고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경력관리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로 도출되어 제6장에서 각 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원인,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대안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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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제언
첫째, 해외취업 경력관리를 성과 기반의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무 사업담당자가 사용하는 행
정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 방법과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향후 실무 사업담당자가 데이터의 수집 방법을 개선한다면 보다 질 높은 분석이 가능할 것
이며, 이러한 분석결과가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의 결과로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은 성과 중심 리더십의 발휘와 함께 적절한 예산의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기존 비대해지고 경직화된 일부 해외취업 사업 비중을 줄이고 신성장 분야 및
새로운 경력개발 시범사업의 운영을 촉진하고, 이와 함께 성과 관리 관련 연구 목적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취업자의 생애 단계별 수요에 기반을 둔 해외취업사업으로 개선되어져야 하
며, 지원범위는 해외취업 준비단계는 물론 실행 및 국내 재정착 단계까지 포함해야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해외취업 실시 및 국내 재정착을 위한 필요성과 방안을 적극적
으로 제시해왔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수요는 해외취업자와 기업관계자 그리고 지원기관
관계자의 면담조사와 조직진단을 통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해외취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
된 사업이 해외취업 준비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경력관리 담당 직원의 인식과 전
문가 그룹의 인식 간의 세부적인 경력관리 업무 중요성과 향후 필요성을 바라보는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최근 경력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외취업국으로 편입되어 이러한 사업과
경력관리 간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해외취업 실시단계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해외취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지원, 현지
정착 지원 및 기업 모니터링, 보다 질 높은 구인처 개척과 관리 역할, 현지 경력 인정 지원,
그리고 현지 기반 신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취업센터의 임무와
역할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여력을 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국 등으로도 현지
파견을 실시하고 파견 직원 수를 늘리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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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외취업지원부서는 해외취업사업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성
에 부합하도록 신규 모델 개발을 통해 리드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해외취업 개별 사업의
부족한 경력개발 요소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해외취업 경력관리 관련 변화를 주도하
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개혁적 변화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
으로 전제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단기 및 장기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성과지
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고 분석되며, 부서 간 분석결과가 공유되고 학습되어
야 한다. 부서장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내리며,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
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구성원 역시 데이터 확보와 분석 역량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취업과 관련된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변화
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합한 연간 성과보고서 및 중기 영향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취업 경력관리는 장기적으로 해외취업에서 글로벌인재양성 관점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 해외취업 사업의 법적 기반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해외취업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정부의 책무로 두고 있다. 해외취업의 의미
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한국에서 해외로 인력을 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외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등으로 산업 인력 부족 현상을 우려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도
적합하지 않다. 한국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글로벌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회 제공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국내 산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실용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취업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인턴, 현장학습과
같은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해외에서 확보한 교육 및 자격 등 학습 경험을 인정하
고 국내·외 모두에서 연계되고 활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취업”, “정착지원금”과 같은 사업 명칭이 보다 글로벌 인재양성
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외취업 경력개발 관련 직원의 역량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직무 수행 범위
확대를 위한 조직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해외취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선발
은 물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축적해나가고 있다. 공공 해외취업이라
고 해서 민간 해외취업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직업상담 혹은
직종별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인사상의 우대 등을 통해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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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의 우수한 해외취업 리쿠르터 특강, 협의회, 새도우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벤치마킹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외취업지원부에서 주도하여 내부 부서원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업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해외취업 경력개발 업무는 해외취업을 성사하는 것에서 주된 업무가 끝나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지원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는 해외취업 모니터
링, 이전직 지원, 커뮤니티 구축은 물론 국내 부서와 협업하여 현지 일경험 기업 및 지원기
관을 발굴을 포함해야 하는데,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본에 파견된 해외현지 주재원의 역할 확대와 함께 타 국으로 확대 파견이 필요하다.
국내 민간 및 해외 정부 및 민간의 글로벌 인재 관련 부서에서는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현지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견경험을 토대로 해외취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해외취업 경력개발은 국내 외 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
다. 해외취업 사업은 외부로부터 격리된 섬(Galápagos syndrome)129)과 같이 국내에서 발
생한 이해관계로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EU의 Erasmus+, ASEAN 국가
간 인턴십 운영의 사례와 같이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충족할 때 보다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해외로 일방향적으로 한국 인재를 보내기만 하려거나, 다양한
일경험을 포함한 신모델을 개발하는데 소흘했거나, 공공 주도의 사업운영 방식을 고수했던
해외취업 사업 방식을 운영해왔다. 해외취업 경력개발 중심의 시각은 기존의 고정관념 혹
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ancy)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곱째, MZ 세대의 특성에 맞는 해외취업 경력개발 사업으로 변화해가야 한다. 미래세
대가 관심을 갖지 않은 사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이는 공공재원으로 마련된 정부사업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수요가 취업 자체 보다는
경력을 형성해나가는 과정(process)로 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29) 국제 표준이나 세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식이나 기술만 고수하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
되는 현상.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일본의 아이티(IT) 업계는 내수 시장에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만 발전시키다가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줄고 내수 시장 확보마저 위태로워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외부종의 유입으로 고유종
이 멸망한 갈라파고스 제도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겨난 말이다(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
y/koko/fb5999a89af143958940766799f60e6d, 2021.3.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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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해외취업을 선택한 결정이 국내취업을 선택한 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력개발을 위한 국내·외 환경이 마련될 것과, 해외취업 이후 국내 경
력개발을 위한 경력형성경로가 제시될 것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교육
훈련 및 알선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것이 요구된다. 한편, MZ 세대가 중요시하는 지원대
상 선정에 대한 강화된 형평성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제3장 해외취업 정착지원
금 수혜자의 대부분이 대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고교, 전문대
학, 대학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제도
가 사전에 지원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맞추기 위한 복잡한 규제를 두었으나, 이는 효율적이
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전체를 지원하되,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장애우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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