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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1990년대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이 급격히
증가
- 1990년대 매년 1,500개 미만이었던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는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5,687개에 이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수는 최고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년 2,500여개 이상의 신규법
인이 진출하고 있음.
○ 국내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신규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현지법
인과의 거래규모 또한 증가하여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증가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에 따르면, 2014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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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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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으로의 수출은 2,240억 달러를 상회
- 반면 당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은 1,019억 달러로 약 992
억 달러의 순 수출 효과
○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1990
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법인의 기업 경쟁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
-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조립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현지
법인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해당 국내모기업의 전 세계
경쟁력이 저하되고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
-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국내 모기업이 중간재 수입을 하는 경우, 해
외현지법인의 중간재 생산 경쟁력이 국내 모기업의 최종상품의 경
쟁력에 영향을 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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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은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로 국내 경영활동
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쟁력 확보에 애
로사항
- 해외현지법인은 노동, 자본, 중간재 등의 투입요소시장 혹은 투입요
소의 활용에 관한 정보부족이나 접근의 제한으로 국내보다 높은 비
용 혹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발생
- 예를 들면, 현지 채용인력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에서 발생하는 인
력수급 문제 혹은 생산활동에서 직면하는 문화 및 언어의 차이 등에
서 현지 인력 관리 및 유지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에 대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은 미비하며 또한 정책적 지원이 실질적
으로 한계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원은 진출 시 금융지원 혹은 초기 시장진출
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편중되어 있으나 현지 생산투입요소와 관
련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
- 예를 들어, 기업 지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은 타국에 위치한 해외현지법인에 적용이 어려움.
- 보조금 지원 또한, 해외현지법인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현지 경
제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정책 지원의 당위성 측면에서 논란이 존재
○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현지 인력의 고용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의 현지 인력충원은 기업생산성의 중요한 이슈로 제
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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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투입요소 중 자본과 중간재에 비하여 노동의 경우 국가 간의 이
동제약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4년 한국 해외현지법인의 98% 이상 인력이 현지채용을 통하여
고용됨.1)
- Cho(2013)에 따르면, 단순 생산직뿐만 아니라 관리직의 경우에도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일부 본사의 파견인력 외에 현
지 인력을 활용한 관리직 충원이 다수
- 하지만 현지 인력채용은 해외진출 기업의 기업문화 및 언어장벽으
로 인하여 어려움이 존재
○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의 공급
은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중요한 이슈

2. 연구의 목적
○ 해당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
책적 지원방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
적인 방안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함.
○ 지원방안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주된 어려움 중 하나이며 해당 기업
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인인 현지 인력고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정책 대응방안을 위한 근거를 논의
1) KOTRA(2014),「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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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대응방안으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 인력에 대
한 국내 고용 및 훈련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
지 인력 공급의 필요성과 실질적 공급방안을 모색
- 특히 해당 인력들을 활용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
는 인적자본을 축적한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증적인 수단 도
출이 목적
○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으로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추진 가능성을 논의
- 현지 인력의 모기업 근무를 통한 다국적기업 고유의 근무 경험과 이
로 인하여 축적된 노하우가 해당 인력의 인적자본을 구축하고 향후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될 가능성을 높임.
-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적자본 구축과 경제발
전을 촉진한다는 근거 제시
- 이는 국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혹은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
업이 직업훈련 ODA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
○ 최종적으로 현지의 경제발전을 증진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ODA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연구의 방법
○ 해당 연구의 결과를 위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해외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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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고용구조를 실증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
- 고용구조는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파견 인력과 현지 인력 간의 비
중 고려
○ 이후 해외현지법인의 고용과 생산성의 관계를 논의한 선행 연구와 분
석을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필요한 인
력수요에 대해 논의
-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한국과 현지문화에 모
두 익숙한 인력공급의 중요성 논의
-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를 이용한 현지 인력
의 인적자본 구축의 중요성 논의
○ 또한 이러한 현지 인력이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이 현지 국가의 경제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
의를 추가
- 해당 논의를 통하여 현지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ODA를
추진할 수 있다는 타당성 제시
○ 해외현지법인의 수요에 잠재적으로 적합한 현지 인력의 공급대상 분
석을 위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혹은 파견근무자 등
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현황과 함의를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
- 해당 인력의 경우 국내 거주 경험으로 인하여 한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할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
업 모회사를 통한 교육훈련의 접근성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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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적자본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과 관련된 ODA 관련 선
행연구와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현지 인력 공급에 관한 ODA 수행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 국제사회 및 국내 직업훈련 ODA의 동향과 문제점 비교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현지 인력활용과 인적자본 구축을 통한 해외현지법
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ODA 프로그램 제안

제2장
해외현지법인과 현지고용의 현황 및
시사점

1.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고용 현황
○ 2015년까지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는 누적기준으
로 6만 2,580개로 주로 아시아지역에 위치
- 전체 해외누적 신규법인 수의 68%인 4만 2,283개가 아시아 지역으
로 진출
- 최근 3년간 신규법인 수도 매년 약 3,000개에 육박하며 이 중 2/3에
이르는 신규법인 수가 아시아,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
국에 집중됨(<표 2-1> 참고).
○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4만 6,948
개이며 해당 법인들의 현지 투자 잔액은 약 2,211억 달러를 기록2)

2) 한국수출입은행(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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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 변화
아시아 중동
~2009년 누적 31,044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전세계

358

10,142

1,008

1,859

293

1,162

45,866

2010

1,930

59

552

98

155

24

72

2,890

2011

1,833

67

475

119

158

27

76

2,755

2012

1,710

32

483

105

126

29

54

2,539

2013

1,904

34

510

106

161

26

76

2,817

2014

1,897

30

508

122

162

33

59

2,811

2015

1,965

36

532

140

160

33

36

2,902

~2015년 누적 42,283

616

13,202

1,698

2,781

465

1,535

62,580

○ 해외현지법인의 증가와 이들 현지법인과 국내 경제의 거래 증가로 인
하여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관련 국내 기업 혹은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
- 한국수출입은행(2015)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국내수출은
2010년 1,449억 달러에서 2,241억 달러로 약 44% 증가
- 반면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국내수입은 807억 달러에서 1,137억 달
러로 약 34% 증가
- 2014년 해외현지법인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1,104억 달러로 2010년
의 642억 달러로 54% 증가
○ 국내 모기업 혹은 국내협력사와의 무역거래를 통한 수출입 네트워크
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의 고용은 대부분 현지노동시장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KOTRA의 2014년「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의 9,795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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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해외현지법인의 전체 인력 중
98.4%(259만 8,125명)의 고용이 현지채용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남.3)
- 평균적으로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4.4명의 본사파견
을 그리고 271.1명을 현지채용으로 고용
- 이러한 현황은 또 다른 생산투입요소인 자본 혹은 중간재와는 달리
노동의 경우 요소상품의 국가 간의 거래가 국적, 법률, 언어 등의 문
제로 어렵다는 점에서 일치
- 이는 다국적기업이 현지 노동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다국적기업 내
고유한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존재
○ Debaere, Lee and Lee(2013)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진출 후 한국의 고
유한 언어와 문화가 기업의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해당 논문은 기업이 생산을 다국적기업 하에 직접 생산할 것인가 혹
은 제3의 기업에 아웃소싱(Outsourcing)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범위
(Firm boundary)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 한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기업범위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기
업 내 무역(Intra-firm trade)과 한국인 근로자의 비율 간의 정의 관계
를 통하여 주장
3) KOTRA의「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의 경우 1만 730개의 기업 정보가 있으나 본사파
견과 현지채용 모두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0인 경우 제외하여 계산함. 이러한
수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단위데이터를 이용한 Cho(201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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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성에 기업고유의 기술(Firm-specific technology)
이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인력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는 이러한 기술을 고용된 현지 인력에 이전하는 데 장벽으로 작
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
외에도 현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직 매니저를 현지 노동시장
에서 수급
- Cho(2013)의 경우 한국 다국적기업이 기업고유의 기술 이전을 위
하여 제한된 수의 매니저를 본사에서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된 한
국인 매니저의 경우 현지 노동시장을 통하여 고용된 현지인 매니저
와 구별된다고 주장
- 또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들이 모회사에서 파견된 일부
의 한국인 매니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매니저급 관리직의 경우에
도 현지 노동시장을 통해 현지인 매니저를 고용하는 현상을 보임.4)
- 앞에서 지적한 해외현지법인의 현지인 고용 현황이 단순 생산직에
만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반증
○ 그러므로 한국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지식을 갖추고, 언어와 문화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며 동시에 현지생산직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현
지 상황에 대한 경험을 겸비한 인력의 공급은 해외현지법인의 수요
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
4) Cho(2013)에 따르면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90%가 10명 이내의 제한된 한국
인 매니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매니저에 대한 수요
는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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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현지 인력은 해외진출
법인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며 해당 현지 인력의 해외현지법인
근무에 대한 지속성과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할 확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 현실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의 기업고유의 기술 이전은 주로 모기업
의 근로자를 파견함으로써 이루어지나 이러한 파견인력은 현지 상
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5)
-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파견인력은 주거비, 이주비, 교육비 등으
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본국근무에 비하여 높은 비용을 기업에 부과
하게 됨.
- 그러므로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은 다국적기업
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지
식은 물론 현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모두 보유하여야 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진출 시 현지 인력 고용을 위한 중
간관리자의 수급은 다국적기업의 기업고유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
한 이해 부족과, 언어 및 문화 등에서 오는 장벽으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현지 인력의 고용 지속
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남.

5) Mercer에서 2008년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다국적기업의 파견인력의 경우 주
거비, 이주비, 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본국에 비하여 2.6배 높은 비용을 기업에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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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국적 기업의 현지인 고용의 현지파급효과
○ 앞 절에서 한국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다국적기업 고유의 기술을 익힌 노동공급이 해외진출 해외현지법인
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논의
○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국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현지 인력이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인력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
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
- 긍정적 파급효과의 근거로 현지 인력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구축과 해당 인력의 기업 간 이동을 통하여 현지 기업과 경제에 대
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논의
○ 이러한 논의는 본 보고서 제4장에서 논의될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국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노동공급의 프로그램을 위하
여 ODA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 제시에 그 목적이 있음.
○ 다국적기업을 통한 현지 인력의 인적자본 구축과 그에 따른 현지 경
제발전에 관한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Jenkins(1998)가 소개
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일본 전자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음.
- 약 3,000~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한 일본의 전자기업으로부터 기술훈련을 받음.
- 그들 중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후 주변 지역의 한국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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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하였으며, 이러한 이전을 통하여 한국 기업은 선진기술을
습득
○ 사례 연구 외에도 다국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의 이동을 통한 기술과
지식의 파급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국내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의 근거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왔음.
- 대표적인 논문으로 기술과 지식의 파급채널로 노동을 언급한 이론
적 논문에는 Fosfuri, Motta & Ronde(2001), Glass & Saggi(2002) 등
이 있음.
- Fosfuri, Motta & Ronde(2001)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현지에 새로운
기술을 이전하였을 경우에 지역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훈련
된 근로자를 고용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
- 이러한 선행연구는 다국적기업이 해당국가의 노동공급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
○ 실증적 연구로 Balsvik(2011)은 노르웨이의 제조업 데이터를 이용하
여 다국적기업의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국내기업으로의 이동이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보임.
- 1990년대 노르웨이 제조업에서 노르웨이에 투자한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하는 1만 4,400명의 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 이동
- 28%의 노르웨이 순수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국적기업에
서의 근무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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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그룹에 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2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해당 근로자는 비교대상의 그룹에 비하여 단지 3% 정도 높은
임금을 지불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주장6)
○ 앞에서 제시한 해당 연구 결과들은 한국의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
는 현지 인력들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지식과 기술을 이전시
킬 수 있다는 근거
- 다국적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현지 인력의 인적자본 구축에 도움을
주는 교육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국가의 경제개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추론

3. 소결론
○ 한국 다국적기업들은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통하여 해외진출을 확대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현지 인력과의 네트워크와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 고용 측면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대다수의 고용이 현지노동시장을 이
용한 현지 인력으로 구성됨.
- 이는 관리직과 같은 매니저급 직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6) 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계비용은 3% 증가한 반면 한계생산은 20% 증가한 것으
로 한계생산의 증가분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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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해외현지법인의 노동수요를 반영한 인력 공급
A. 현지국의 언어 및
문화 이해

B.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이해

외국인 인력

해외현지법인

C. 다국적기업 고유의
기술 및 문화

○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 A) 현지의 언어와 문
화에 대한 이해, B) 한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C) 다국
적기업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공급이 중요(<그림 2-1>
참조)
- 예를 들어 한국의 다국적기업의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A)의
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해당 요건인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춘 경우 기업이 높은 노동비용을 지불해야 함.
- 현지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노동인력의 경우 B)와 C)에 관한 요건
을 갖추기 어려우며, 해당 조건을 갖춘 노동인력 수급을 위해서 기
업의 비용 증가
○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이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 노하
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인력의 인적자본 구축
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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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인력의 현지기업으로의 이동을 통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전
파함으로써 현지의 경제발전에 기여함.
- 현지기업의 이동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
니라 긍정적인 외부효과
-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이윤극대화 전략이 중장기적으
로 현지 인적자본 구축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제3장
국내 외국인 인력 및 교육훈련 현황

○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다국적기업 해외현지법인의 경쟁
력을 위하여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 등에 숙련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별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에 숙련된 현지 인력 필요
○ 본 장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잠재적 노동공급그룹인 국내 외국
인 인력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해당인력의 활용에 관한 가능성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 인력은 일반적으로 현지 노동시장에서 수급 가능한 인력을
고려하지만, 교육, 취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현재는 국내에 체류하
는 외국인 인력의 경우도 추후에 귀국하여 노동시장에 유입되어 잠
재적 현지 인력에 포함됨.
-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 및 직업에 관한 훈련 등은 현지에서도 일부
가능하지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경우 한국의 언어
와 문화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잠재적인 장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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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개별 기업의 문화 및 기업고유의 기술 등의 기업 특성과 관련
된 교육 및 직업훈련은 해당 다국적기업의 국내 모기업에서 가능하
다는 점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은 중요한 잠재적 자원
- 또한, 국내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도 현지에 필요한 관리자
급 인력을 국내에서 채용한 후 해외 진출과정에 동반한다면 정착과
정에서 많은 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국내 외국인 인력 현황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인력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자유
형별로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1>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인력은 2011년 66만 8,069명에서
2015년 70만 6,650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비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문인력은 2011년 4만 8,275명에서
2012년 5만 1,045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5년 4만 9,139명으로 꾸준
하게 감소하는 추세임.
- 전문인력 내에서 특정활동(E-7)인력은 2011년 1만 4,397명에서
2015년 2만 299명으로 꾸준하게 증가, 교수(E-1), 연구(E-3), 예술흥
행(E-6)인력은 동 기간에 2014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15년
에 소폭 하락하며, 회화지도(E-2) 인력은 2011년에 2만 2,541명에서
2015년 1만 6,144명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
- 비전문취업(E-9)은 2011년 23만 4,295명에서 2015년 27만 6,0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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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력 및 유학생 현황 및 추이

전문
인력

2011~2015
(%)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수(E-1)

2,474

2,631

2,637

2,664

2,612

5.5

회화지도(E-2)

22,541

21,603

20,030

17,949

16,144

-28.4

연구(E-3)

2,606

2,820

2,997

3,195

3,145

20.7

예술흥행(E-6)

4,246

4,528

4,940

5,162

4,924

16.0

특정활동(E-7)

14,397

17,451

18,213

19,109

20,299

41.0

48,275

51,045

50,830

50,093

49,139

1.8

비전문취업(E-9)

계

234,295

230,237

246,695

270,569

276,042

17.8

방문취업(H-2)

303,368

238,765

240,178

282,670

285,342

-5.9

유학생(D-2, D-4)

84,142

84,680

81,842

86,386

98,142

16.6

계

668,069

602,715

617,532

687,704

706,650

5.8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5).
주 :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입국되는 근로자를 의미.

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방문취업(H-2)은 2011년 30만
3,368명에서 2013년 24만 17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5년 28만 5,342
명으로 소폭 반등
- 유학생(D-2, D-4)은 2011년 8만 4,142명에서 2015년 9만 8,142명으
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 인력 가운데 2011년에 비해서 인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
룹은 특정활동(E-7) 41.0%이며, 다음으로 연구(E-3)가 20.7%, 비전
문취업(E-9)이 17.8%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2015년 기준으로 외국인 인력의 비중은 방문취업(H-2)
이 28만 5,342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이 27만
6,042명, 유학생(D-2, D-4)이 9만 8,142명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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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잘
활용하여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D-2, D-4)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
펴봄.
- 외국인 인력 가운데 전문직 인력은 개인이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채용된 인력으로 본국으로 언제 되돌아가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또한 해외 진출기업이 원하는 숙련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 전체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방문취업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
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허용업
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지만, 재외동포를 외국인
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
○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을 의
미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인력의 도입을 결정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

(1) 고용허가제
○ 외국인 인력의 국내취업은 해당 직종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인력채용이 어려운 특정 직종의 전문인력이 체류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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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
의 비자를 취득한 자임.
- 전문인력도 국내에서 취업이 만료된 이후에 현지국가로 돌아갈 가
능성이 있지만,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서 요구되는 교육 및 숙련 수
준이 초과한 근로자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
○ 단순노무인력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1992년 개발도상
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운영
-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산업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연수 후 취업자로
전환하는 체제이며, 최초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는「연수 2년+취업
1년」에서, 200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연
수 1년+취업 2년」으로 조정
○ 2002년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
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고,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평등에
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한 이후, 2004년 8월부터 합법적인 단순기능인
력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도입
- 고용허가제도의 도입은 산업연수제 및 취업관리제 등에서 합법적으
로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
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
○ 한국의 외국인 인력제도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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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의 주요 외국인 인력제도 변천사
도입시기
1992

제도명

주요 내용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연수 2년+취업 1년 → 2002년 연수 1년+취업 2년

2002

취업관리제

서비스분야에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허용

2004~현재

고용허가제

·2005년 산업연수제도 폐지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도 외국인취업 허용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인력의 도입은, 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
장하에 외국인 인력 활용, ②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
절차 투명화, ③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등의 기준하에서
도입
- 특히, 내국인 고용기회의 보장을 위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 3D
업종,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14일 이상 노력한 기업에 한해서 외
국인 인력 활용을 허용
○ 외국인 인력의 도입·취업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음.
○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장)는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 인력의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 외국인인력정책위원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
노동부 등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 20
명 이내로 구성
-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인력실
무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 차관, 노사정공으로 구성)를 고용노
동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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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외국인 인력 도입·취업 절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전산연계

법무부

노동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08.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직업안정기관
고용지원센터

01.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결정

02. 인력송출
양해각서 제출

03. 송출대상인력
명단송부

04. 구인등록 및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사증발급
인정서
결과통보

06. 고용허가서 발급

05.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주
산업인력공단 등

송출국가 정부

근로계약체결 및 입국대행

공공기관

07. 근로계약 체결

취업교육기관
산업인력공단 등

13. 취업교육

09. 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구직등록

10. 사증발급 신청

주재한국공관

외국인 구직자
11. 사증발급

12. 입국 및 등록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
1&sec=4, 검색일 : 2016.6.28)

○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구직자 선발조건·방
법·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
-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어성적·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송부
○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4일 이상 또는 3~7일)
의무 등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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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관리전산망(EPS)을 통해 외국인 구직자를 추천하고, 사
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외
국인취업교육 이수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하거나 자
율구직
○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는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 보호
- 단기취업임을 감안하여 가족동반 입국은 금지되어 있으며, 사업자
변경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
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일반 외국인 인력의 경우 2004년 제조업, 건
설업, 농축산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현재 어업, 일부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아래의 <표 3-3> 참조
<표 3-3>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2016년 기준)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가능)
-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에는 적용 제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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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허가제

서
비
스
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연근해어업(03112)
어업 - 양식어업(0321)
- 소금채취업(07220)
- 작물재배업(011)
농축
- 축산업(012)
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특례고용허가제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 여관업(55112)
- 일반음식점업(5611)
- 기타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좌동

좌동

좌동

자료 : 고용허가제(https://www.eps.go.kr/kr/sub/sub03_01_01.jsp, 검색일 : 2016.6.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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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도별 외국인 인력 도입쿼터 현황 및 추이

일반(E-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제조업

건설업

48,000

40,000

1,600

서비스업 농축산업
150

4,500

어업
1,750

재입국 취업자

-

-

-

-

-

-

총계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일반(E-9)

46,000

39,100

1,300

130

3,850

1,620

재입국 취업자

11,000

9,900

300

20

650

130

총계

57,000

49,000

1,600

150

4,500

1,750

일반(E-9)

52,000

42,600

1,560

90

5,600

2,150

재입국 취업자

10,000

94,100

40

10

400

150

총계

62,000

136,700

1,600

100

6,000

2,300

일반(E-9)

47,400

36,950

2,320

90

5,850

2,190

재입국취업자

5,600

5,300

30

10

150

110

총계

53,000

42,250

2,350

100

6,000

2,300

일반(E-9)

45,000

32,890

2,280

90

5,650

2,190

재입국 취업자

10,000

9,510

20

10

350

110

총계

55,000

42,400

2,300

100

6,000

2,300

일반(E-9)

46,000

33,200

2,450

90

5,900

2,360

재입국 취업자

12,000

11,000

50

10

700

240

총계

58,000

44,200

2,500

100

6,600

2,600

자료 : 고용허가제(https://www.eps.go.kr/kr/sub/sub03_01_01.jsp, 검색일 : 2016.6.28) 참고.
주 : 재입국 취업자는「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에 적용되는 근로자를 의미.

○ <표 3-4>는 연도 및 업종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인력의 도입쿼
터를 보여주고 있음.
- 외국인 인력(E-9)의 도입쿼터는 2011년 4만 8,000명에서 2016년 4만
6,000명으로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은 소폭 하락
- 그러나 재입국 취업자는 2012년 1만 1,000명에서 등락을 반복하면
서 2016년 1만 2,000명으로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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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E-9)과 재입국 취업자를 합한 외국
인 인력은 2011년 4만 8,000명에서 2016년 5만 8,000명으로 증가하
는 추세
- 2016년 기준 외국인 인력의 대부분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 농·축산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남.

(2) 유학생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2004년「Study Korea Project」를 시작으
로, 2013년 후속 사업인「Study Korea 2020 Project」를 수행 중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한국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 주된 목적
이며, 부가적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
- 유학생은 유학(D-2)과 일반연수(D-4) 비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유
학(D-2)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
육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구체적으로는 전문학사(D-2-1), 학사유학
(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연구유학(D-2-5), 교환
학생(D-2-6)임.
- 일반연수(D-4)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
는 자를 의미
○ <그림 3-2>는 국내에 체류 중인 비자유형별 유학생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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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자유형별 유학생 추이
80,000
70,000

(명)

(명)

69,600
63,999

63,713

60,000
50,000

87,480 48,681

84,680
37,376

20,429

20,681

21,381

29,690
25,153

32,719
31,810

85,000
80,000
75,000

10,000
0

95,000
90,000

81,842 31,785
17,880

66,332

61,233

86,386

30,000
20,000

60,461

44,334
84,142

40,000

100,000

98,142

2010

2011
유학(D-2)

2012
일반연수(D-4)

2013
학사 이하

2014

2015

70,000

유학생 수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각 연도.

- 전체 유학생 수는 2010년 8만 7,480명에서 2015년 9만 8,142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 구체적으로는 유학생(D-2)은 동 기간에 6만 9,600명에서 6만 6,332
명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반연
수(D-4) 유학생은 1만 7,880명에서 3만 1,81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 유학생(D-2) 가운데 학사 이하(전문학사+학사) 유학생은 2010년 4만
8,681명에서 2014년 2만 9,690명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다가 2015년
3만 2,719명으로 소폭 상승
○ <표 3-5>는 유학생(D-2) 가운데 학사 이하 유학생의 비율을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음.
-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D-2)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몽골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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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국가별 학사 이하 학력 비율
단위 : 명, (%)

계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캄보디아

기타

2010

69,699
(69.9)

51,013
(79.0)

2,633
(44.6)

2,735
(38.8)

314
(31.8)

199
(48.2)

12,706
(46.8)

2011

68,039
(65.2)

48,570
(74.5)

2,607
(39.6)

3,024
(37.0)

300
(34.3)

228
(36.4)

13,310
(43.7)

2012

64,030
(54.9)

43,873
(63.1)

2,572
(36.2)

3,033
(37.2)

312
(30.7)

277
(34.2)

13,963
(33.7)

2013

60,466
(49.6)

39,386
(58.0)

2,666
(36.8)

2,717
(36.2)

316
(25.6)

282
(33.9)

15,099
(29.4)

2014

61,257
(46.4)

38,157
(52.1)

2,968
(40.3)

2,518
(35.2)

321
(26.3)

296
(34.3)

16,997
(32.7)

2015

66,334
(54.1)

40,502
(62.7)

3,493
(49.0)

2,537
(38.4)

628
(26.6)

333
(31.6)

18,841
(36.4)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각 연도.
주 : ( ) 안의 수치는 유학생(D-2) 대비 학사 이하의 비율을 의미.

- 전체 유학생(D-2)의 추이는 2010년 6만 9,600명에서 2015년 6만
6,334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지만, 학사 이하의 비율은 2010년
69.9%에서 2014년 46.4%로 꾸준하게 감소한 이후 2015년 54.1%로
소폭 반등
○ 국가별로 유학생 및 학사 이하의 비율을 살펴보면,
- 중국 유학생(D-2)은 2010년 5만 1,013명에서 2015년 4만 502명으
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유학생 가운데 학사 이하 유학생 비율도
79.0%에서 2014년 52.1%로 꾸준하게 감소하다가, 2015년 62.7%로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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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유학생(D-2)은 2010년 2,633명에서 2015년 3,493명으로 꾸
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사 이하 유학생 비율은 동 기
간에 44.6%에서 2013년 36.8%로 감소한 이후 2015년 49.0%로 반등
- 몽골 유학생(D-2)은 2010년 2,735명에서 2012년 3,033명으로 증가
한 이후 2015년 2,537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학사 이하의 비율은
2010년 38.8%에서 2015년 38.4%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지역 유학생(D-2)은 2010년 1만 2,706명에서 2015년 1만 8,841
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사 이하 비율은 46.8%에서
2013년 29.4%로 감소한 이후 2015년 36.4%로 반등

2. 외국인 인력 교육훈련 및 성과
○ 해당 절에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성과를 분석하여 제2장에서 논의한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을 위
한 노동공급과 관련된 유용성에 대한 논의 및 함의를 도출

(1) 외국인 근로자 취업알선 프로그램
○ 산업인력공단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환
및 본국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진출한 한국기업을 연
결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시행
- 귀국근로자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기업은 현지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을 공급받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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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취업알선 프로그램 목적
구인업체

귀국근로자

·한국어 소통 가능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정보를
잘 아는 중간관리자 확보

·한국어 능력 활용
·한국에서 배운 숙련과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로 근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삶의 질 높은 제2의 인생 시작
(성공적인 본국 정착)

자료 : EPS 외국인고용지원(http://eps.hrdkorea.or.kr/e9/user/intro/intro.do?method=job
Matching, 검색일 : 2016.6.28).

귀국근로자는 본국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주된 목적(<그림 3-3> 참조)
- 취업알선 서비스는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국가7)에 한해서 지
원이 가능
○ 다음은 귀국근로자 취업알선 프로그램 가운데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
업능력개발훈련과 해외진출 한국기업 맞춤훈련에 대해서 살펴봄.
1) 재직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직업훈
련을 지원하여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국내에서 귀
국 후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여 귀국 후 신속한 재취업 유도
7) 2016년도 현재 고용허가제 체결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
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
티모르 등임(외국인고용지원 : http://eps.hrdkorea.or.kr/e9/user/intro/intro.do?method=
jobMatching, 검색일 :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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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재직 외국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 수

직종명

2010

10

기초직무(건설업, 제조업), 용접, 자동차운전, 자동차정비, 지게차운전, 컴
퓨터수리, 컴퓨터활용, 미용, 요리

2011

13

기초직무(제조업), 전기용접, 지게차운전, 컴퓨터활용, 자동차정비, 굴삭기
운전, 머시닝센터, 선박제조, 수배전반조립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
리, CNC선반, CO2용접

2012

17

기초직무(제조업), 굴삭기운전, 내선공사, 네트워크관리, 머시닝센터, 선박
제조, 승강기,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CO2용접, TIG용접, 특수용접, 지게차
운전,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활용, PC수리, CAD

2013

22

굴삭기운전, 기초직무, 꽃방(원예), 내선공사, 네트워크관리, 머시닝센터,
선박제조, 수치제어, 승강기실무,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정보통
신, 지게차운전, 컴퓨터수리,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활용, 특수용접, AUTOCAD, CNC선반, CO2용접, TIG용접

2014

4

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 이륜차정비), 중장비운전(굴삭기운전, 지게차운
전), 용접(전기용접, CO2용접), 한국어중급

2015

6

중장비운전(기초·심화), 자동차정비(기초·심화), 용접(기초·심화), 전기·
전자(기초·심화), 범용기계절삭가공(기초·심화), 금속표면처리(기초)

자료 : EPS 외국인고용지원(http://eps.hrdkorea.or.kr/e9/user/intro/intro.do?method=jobMatching, 검
색일 : 2016.6.28).

- 총훈련시간은 총 48시간(1일 훈련시간 : 6~8시간/ 토·일요일 훈련)
이며, 교육훈련 참가자에 한해 훈련비, 통역비, 식비(훈련생), 교통
비(훈련생)를 지급하고,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훈련 수료
○ <표 3-6>은 재직 외국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요 훈련 직종
을 보여주고 있음.
○ 재직 외국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반현황은 <표 3-7>과
같음.
- 2010년 9억 200만원 예산으로 45개 기관에서 훈련인원 4,653명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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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재직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업무실적 및 예산
기관 수
(개)

직종 수
(개)

계획인원
(명)

훈련인원
(명)

수료인원
(명, (%))

예산
(백만원)

2010

45

10

5,000

4,653

4,653(93.6)

902

2011

39

13

5,000

4,787

4,005(80.1)

1,143

2012

42

17

5,000

4,935

4,935(98.7)

1,443

2013

59

22

5,000

5,826

5,826(116.5)

1,443

2014

26

4

1,500

1,711

1,341(78.4)

472

2015

22

6

1,500

1,487

1,295(87.1)

475

자료 : 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데서 4,563명이 수료, 이후 사업 예산의 꾸준한 증가로 훈련기관 및
직종, 훈련인원 및 수료인원도 꾸준하게 증가하였음.
- 2013년 이후 사업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 2014년 이후에는 훈련기관 및 직종 훈련인원 및 수료인원도 감소
- 훈련수료율이 2010~2015년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어, 외국인 근
로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2) 해외진출 한국기업 맞춤훈련
○ 본 사업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자진출국을 유도
하여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현지 한국기업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 재
정착을 위해 귀국 후 현지에서 직업훈련을 지원
- 훈련대상은 고용허가제(E-9)로 합법적으로 취업 후 자진 귀국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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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근로자이며, 훈련기관은 국내훈련기관(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
관, 대학 등)과 현지 훈련기관(송출국 정부에서 인가받은 훈련기관
등)의 컨소시엄
- 훈련 참가자의 훈련비(사업주 훈련 기준단가 적용), 식비 및 기숙사
비(또는 교통비)는 현지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지급
○ 2015년 해외진출 맞춤훈련의 훈련성과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음.
- <표 3-8>에서 보는 것처럼 해외진출 맞춤훈련의 총훈련인원 945
명 가운데 수료인원은 869명으로 약 90% 이상이 수료하였으며, 수
료인원 가운데 취업인원은 417명으로 48.0%가 취업에 성공하였으
며, 사업의 성과(취업률)가 높은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그
리고 몽골 순임.
- 국가별로 베트남은 서울경희직업전문학교에서 해외진출 맞춤훈련
에 참가한 훈련인원이 381명이며, 이 가운데 361명이 수료를 한 후
189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약 52.4%임.
<표 3-8> 해외진출 맞춤훈련 실적
단위 : 명, %
훈련기관

훈련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인원

취업률

945

869

92.0

417

48.0

태국

Starmoon Way

60

46

76.7

21

45.7

베트남

서울경희직업전문학교

381

361

94.8

189

52.4

몽골

후레대학교

150

131

87.3

34

26.0

캄보디아

한국교육센터,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354

331

93.5

173

52.3

계

자료 : 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주 : 취업률은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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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는 한국교육센터 및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훈
련에 참가한 총인원이 354명이며 이 가운데 331명이 수료하였으며,
173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약 52.3%임.
-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수료인원 및 취업인원이 높은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3. 소결론
○ 본 장에서는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지 인력
의 정의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 현황 및 제도와 더불어 유학
생 현황을 살펴봄.
- 본 연구에서는 현지 인력은 현지의 노동시장에서 현재는 교육, 취
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상존하지만 추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는 잠재적 인력을 고려
- 국내 외국인 인력의 경우 체류상 국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및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의 매칭에 상대적인 장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은 2011년 66만 8,069명에서 2015년 70
만 6,650명으로 꾸준하게 증가
- 전문인력과 방문취업의 인력은 2011년에 비해서 2015년에 소폭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 기간에 비전문취업과 유학생은 꾸
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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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이후로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의 쿼터는 큰 변화가 없
지만, 2012년 이후로 재입국 취업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유입되는 대부분의 인력은 제조업에 종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축산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유학생의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유학생(D-2)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1년에 비해서 2015년에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연수(D-4)는 동 기간에 꾸준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중국인 유학생은 꾸준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베트남, 몽골,
태국, 캄보디아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전체 유학생에
서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절대적임.
○ 국내 외국인 인력이 산업별로 제조업, 그리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도 일치
- 현재 국내 외국인 인력 현황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잠재적인 노동
공급으로서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
○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 프
로그램의 사업성과는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재직자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의 수료율이 평균 90%를 상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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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
○ 해당 인력의 귀국 이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작다고 판
단됨.
- 해외진출 한국기업 맞춤훈련의 수료율은 85% 이상으로 높은 편이
나 본국에서 취업률이 50% 이하임.
○ 현재의 프로그램 등은 제2장에서 논의된 해외현지법인 혹은 해외진
출을 준비하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공급의 요건 중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 가운데 체
류기간이 만료되는 재취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본국의 해외현지
법인 혹은 신규해외기업 진출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기
업 및 국내기업의 인터십 기회 제공 필요
- 고용허가제 이후 인터십을 마친 외국인 인력은 한국의 언어, 문화,
환경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고유한 기술, 노하우, 문화 등을 습득
함으로써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 마찬가지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도 해외진출 준비과정과
진출 이후 경쟁력 확보에 적절한 인력활용 가능
- 이상의 프로그램이 잘 정착된다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유입되는
근로자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 내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므로, 국내에 체류하
는 동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게 되면서 국내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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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됨.
- 또한, 국내의 모기업 및 해외현지법인에 인터십을 얻기 위해서는 국
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낮아져 불법체류자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상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체류를 위한 비자
문제와 해당기업에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을 위한 인건
비가 중요한 이슈
- 비자 문제는 앞서 재취업 근로자의 경우 새로운 기업에 인턴십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숙련 및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
인력 비자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인건비와 관련한 문제는 제4장의 직업훈련 ODA에 대한 논의를 통
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제4장
외국인 노동자 교육훈련을 위한
직업훈련 ODA 추진 방안

○ 제3장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을 국내 다국적기업 모
회사 혹은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매칭하는 방식의 국내
기업을 통한 직업훈련 방안을 논의
- 해당 기업을 통한 외국인 인력의 훈련은 기업고유의 기술과 노하우
를 전수하여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공급을 가능
하게 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단기채용을 통한 기업고유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직업훈련은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다국적기업에 인센티브
존재
○국
 내기업을 통한 직업훈련은 중·단기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인적자
본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외국인 인력의 본국에 인적자원개발
과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ODA 자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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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국내 채용을 통한 직업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기업의 고
유 기술과 노하우 축적
- 중기적으로, 본국 귀국 후 해당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채용
가능성을 높이므로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에서의 근무경험을 통
한 훈련 가능
- 그리고 제2장에서 논의한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인력들의 본국의
기업 혹은 현지 경제로의 이동과 편입을 통한 경제 개발 촉진
○ 선진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개도국 근
로자들의 직업기술을 교육 및 훈련하거나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지
원 사업을 추진해 옴.
- 직업기술 훈련이나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
어져 왔으며, 대규모 시설 구축과 같은 경우 양허성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기도 함.
○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외국인 인력의 국내 다국적기업 모회사 혹은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채용을 통한 직업기술 교육 및 훈련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최근 ODA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
고 그 함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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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훈련 ODA 현황
(1) 전 세계 직업훈련 ODA 현황 및 국별 특성
○ ODA 실적 집계를 위한 통계시스템(OECD DAC8) CRS9))에서 직업훈
련 ODA는 중등교육 하부에 ‘Vocational training’으로 분류됨.
- 최근에는 교육과 훈련의 개념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면서 교육과 훈
련을 통합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특히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는 기술직업교육훈
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TVET)이
라는 용어를 사용함.10)
- 직업훈련 ODA 사업 형태는 주로 자격검정 등의 제도 설계를 포함
하는 정책자문과 훈련원 건립 등의 인프라 구축, 전문가 파견과 연
수생 초청 등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구분됨.11)
○ OECD DAC CRS에 보고되는 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EU를
제외한 28개 DAC 회원국의 직업훈련 연평균 ODA 지출규모는 약
1,640만 달러이며, 국별 편차가 매우 큼.
- 여타의 DAC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독일이 연평균 1억 1,714만 달러
라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직업훈련 ODA를 실시해 왔으며, 룩셈

8)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9) Creditor Reporting System.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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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크는 전체 ODA 중 약 6.7%를 직업훈련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할애해 옴.
-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 등 자국 내의 오래된 직업훈련 역사와 경험을
개도국 지원 사업에 연계함으로써 직업훈련 분야 ODA 절대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제1의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비중(0.04%)의 직업훈련 ODA를 실시
하고 있음.
- 직업훈련 ODA 상위 5대 공여국들 중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온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지원규모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림 4-1> 직업훈련 분야 상위 5대 OECD DAC 회원국들의
직업훈련 ODA 실적 추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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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OECD DAC 회원국의 직업훈련 ODA 실적 및 전체 ODA 내 비중
(2005~2014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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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업훈련 ODA 현황 및 특성
○ 한국의 직업훈련 관련 국제협력은 1984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직업훈
련원 설립 지원을 시초로 약 30년 동안 진행 중임.12)
- 최근 개도국의 직업훈련13) 분야 지원 요청과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타 분야들 중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속함.
- 한국은 산업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산업화 및 경제성
장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에 강점을 보유함.14)
12) 김덕기(2014).
13) 직
 업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이해 및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비)형식 교육을 일컫는 ‘직업교육’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 분야를 반복하여 숙
달하는 것으로 이해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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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한국의 직업훈련 분야 지원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특별히
높은 상황임.
○ 한국의 직업훈련 분야 ODA 규모는 지난 10년간(2005~2014년) 연평
균 3,840만 달러에 달하며15), 상대적인 비중 측면에서는 전체 ODA 예
산 중 평균적으로 약 3.9%를 차지함으로써 DAC 회원국 평균인 0.44%
를 크게 상회함.
○ 한국은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비중에서 직업훈련 분야 ODA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직업훈련원 건립 및 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에 집중하여 제도개선, 인력개발, 운영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
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또한, 단발적 사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련 사업의
연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 한국 직업훈련 ODA 사업은 대부분 건축, 기자재 제공, 국내 초청연
수, 전문가 파견 형태의 사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형 사업이며, 사업
의 개수 기준으로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어짐.16)
- 사업기간은 평균 3년 내외, 단위 사업규모는 평균 350만 달러이며17),
프로젝트형 사업 이외에 전문가 파견18) 사업이 주요 지원 형태임.
15) 이는 독일, 프랑스, 일본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16) 한
 국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설립연도인 1991년부터 2015년까
지 직업교육훈련기관 설립(48개국 103개 기관, 4.2억 달러), 초청연수를 통한 수원국 역량
개발(85개국 공무원, 직업훈련교사 2,179명), 우리 기업 및 NGO와의 공동 민관협력사업
(31개국 121건), 직업훈련 분야 봉사단 파견(45개국 5,226명) 등의 사업을 전개해 옴(http://
webzine.koica.go.kr/201510/content.php?code=201510_010209, 검색일 : 2016.7.18).
17) 김철희 외(2013).
18) 전
 문가 파견은 개도국 정부나 기관에 대한 지도와 자문 또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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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단계 국가(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는 기계, 전기 등 제조
분야를,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는 현지 시장 수요가 높은 부분에 부
응하는 분야(자동차 정비 분야 등)를 지원함.19)
- 해외진출한 우리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적합한 우수 현
지 인력 양성 및 확보에 도움이 되는 우리 기업의 CSR 사업 사례들
도 이루어짐.20)
○ 한국의 직업훈련 ODA는 양적인 우위를 보이지만, 일회성 단일 프로
젝트 중심의 사업 수행, 개발협력 국제동향 및 국내 정책기조와의 연
계 부족, 사업 형성 과정의 기초조사 미흡, 개별 콘텐츠 부족 등이 해
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21)
○ 직업훈련을 포함한 3개 분야22)에 대해 원조모델을 개발할 것을 결정
한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직업훈련 분야에 대해서 개
발경험 정리, 국내기관 간 협조체계, 원조사업의 프로그램화, 사후관
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원조모델 개발을 추진함.23)
- 직업훈련 분야 ODA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기본 틀을 마련하고
프로그램형 지원방안을 수립한다는 전략하에 시범사업 추진에 관
한 방안을 제시함.

전문가를 파견, 기술 이전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 방식임(김철희 외, 2013).
19) http://webzine.koica.go.kr/201510/content.php?code=201510_010209(검색일 : 2016.7.18).
20) 현대자동차 드림센터, 기아자동차 그린라이트, 삼성전자 여성직훈원, 웹캐시 IT 교육 등
(http://webzine.koica.go.kr/201510/content.php?code=201510_010209, 검색일 : 2016.7.
18).
21) 김철희 외(2013).
22) 새마을운동, 직업훈련, 모자보건 분야.
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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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직업훈련 분야 ODA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기본 전략 및 틀
추진 전략

세부 계획

1. 직업훈련 분야 - 직업훈련 분야 중점지원국가 선별
ODA의 종합전략과 - 직업훈련 분야 연구기능 강화 체계 마련
- 현지 수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기본 틀 마련
- “제도기반-인프라-역량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프로그램을
2. 프로그램형 지원 마련하고,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고려한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제도마련, 인프라구축, 역량개발의 사업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방안 수립
-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산업기능인력 양성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동 전략은 한국 직업훈련 분야 ODA의 기본적인 전략의 하나로서 현
지 수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
적인 프로그램형 지원방안으로서 민간과 협력하는 민관협력사업
(PPP)을 통한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제시함(<표 4-1> 참조).
○ 그간의 한국 직업훈련 ODA 사업 수행 경험에서 얻은 도전과제와 정
부의 동 분야 추진 전략 및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국-파트너국의 윈-윈형 사업방식 모색이 필요함.

2. 해외 선진 공여국의 직업훈련 ODA 지원 사례
○ 선진 공여기관의 직업훈련 ODA 지원 방향과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직업훈련 분야 ODA의 선도국인 독일과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
의 직업훈련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일
본의 사례를 선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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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 독일은 자국 내에 중세부터 실시해 온 도제 시스템 등 오래된 기술훈
련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직업훈련 분야 ODA에서 오래된
역사와 경험을 보유함.
- 특히 현장과 학교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중교육 시스템(dual system)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 분야의 절
대 강국이며, 이는 ODA 수행에도 영향을 미침.24)
○ 직업훈련은 독일 원조기관인 GIZ25)의 전통적인 주요 활동 영역이며,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업훈련 ODA를 실시하고 있음.
- 초기에는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센터의 물리적 구축 및 커리큘럼 개
발, 센터 관리, 교사훈련 등 센터의 운영에 집중함.26)
○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계 수요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에서 잠재적인 고용주들과 협력하는 실질적
인 방안을 추구함.27)
- 정보통신기술(ICT), 비공식경제에서의 스킬(skill) 개발, 취약국가
농촌지역의 직업훈련, 성 평등에 초점을 맞춤.28)
○ 독일의 직업훈련 ODA는 특히 민간섹터와의 긴밀한 협력과 고용시장

24) UNESCO(2012).
25)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IZ).
26) Working Group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kills Development(2001).
27) ibid.
28) https://giz.de/en/worldwide/39101.html(검색일 : 201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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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음.
- 직업훈련 ODA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하여 교육훈련 내용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증진하는 현장 맞춤형 교
육훈련을 지향함.
- 비공식경제 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개
도국 실정을 인정하여 영세 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등, 개도국 고용시장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직업훈련 지
원을 중시함.
- 개도국 직업훈련 시스템의 궁극적인 개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사업
도 활발히 진행 중임.

(2) 일본
○ 2015년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
하 JICA)은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방침서(position paper)를 발
표, 4대 중점 분야29)를 선정하고 각 중점 분야의 접근법을 규정함.
- 교육협력에 관한 JICA의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공평하고 지속가
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교육’에 대해 JICA는 직업훈련과 스킬(skill)
개발을 주요 접근법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함.
○ 일본의 직업훈련 ODA는 무상과 유상기관이 각각 JICA와 일본 국
29) (i) 학습 개선을 위한 교육 질 제고, (ii)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교육, (iii) 사
회의 지식 공동창조를 위한 교육, (iv)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교육(JIC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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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은행(JBIC)으로 분리되던 시절부터 JICA의 무상 중심으로
실시됨.
- 1970년대 말까지 주로 기관의 건립에 집중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부터 기존 기관의 역량 및 제도 강화를 중시하기 시작함.30)
- 2000~2015년 기간에 JICA는 인력개발 관련 교육과정 및 자료의 개
발, 교사 연수를 위해 27개국에 50개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제공하
였으며, 6개국의 11개 학교들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함.31)
- 동 기간에 총 134개 국가에서 3,695명을 일본에 초청하여 인력개발
연수를 제공하고, 69개 국가에 1,004명의 전문가를 파견함.32)

<글상자 4-1> JICA의 산업인력개발 프로젝트 : 베트남, 인도네시아

□ 배경
○ 일본 JICA는 2011년에 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현
지기업 또는 현지-일본 합작법인에 대해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
금을 지원하는 민간부문투자금융(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이
하 PSIF)을 재개함.
○ PSIF는 수원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직접 지원 요청을 할 수
(계속)
30) Working Group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Vocational and Technical Skills Development(1998).
31) JICA(2015).
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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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도국 개발뿐만 아니
라 일본 자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지님.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면서 JICA는 기업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 경쟁력을 제고시키
려는 지원 수요를 PSIF를 통해 충족하고자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함.

□ 산업인력 개발 관련 PSIF 프로젝트의 운영 체계
①베
 트남 산업인력자원 개발 프로젝트(Industri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in Viet Nam)
- 목적 : 일본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직접투자 확대, 베트남 경제발전 기
여, 일본-베트남 경제협력 촉진
- 내용 : 일본의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일하게 될 인력의 일본어 교육과 직
업연수, 귀국 인력의 교육 및 정착 지원
- 지원방식 : 전대차관(현지은행 경유)
JICA
PSIF 차관
Asia Commercial Joint Stock Bank(ACB)
현지 은행을 경유하는 전대차관
산업인재육성학교 운영회사(Esuhai)
·일본으로 파견 전 일본어 및 기초 직업훈련
·귀국 후 현지 진출 일본 기업 등에 취업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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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계약 : Asia Commercial Joint Stock Bank(ACB) (베트남 최대 민간 상
업은행 중 하나) (2011년 11월 계약)
- 시행자 : Esuhai Co., Ltd. (일본기업 파견인력 교육을 위한 베트남 인재
육성학교)

②인
 도네시아 산업인력자원 개발 프로젝트(Industri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in Indonesia)
- 목적 : 일본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도모
- 내용 : 고급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 현지 직원들의 일본어 교
육, 직업훈련 등
- 지원방식 : 전대차관(현지은행 경유)
- 차관계약 : PT Bank International Indonesia(BII) (인도네시아의 주요 민
간 상업은행) (2014년 3월 계약)
- 시행자 : PT Japan Indonesian Economic Center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자료 : 임소영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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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노동자 교육훈련을 위한 ODA 사업모델 제안
(1) 직업훈련 ODA의 평가
○ 개도국들의 직업훈련 교육 시스템의 경우 고용시장의 수요에 부응하
지 못하고 실제 작업장과 분리되는 문제점을 보임.
○ 직업훈련 ODA 수행에서 도출된 과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세안 지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반적으로 공통된 이슈들이 발견됨.
- 일반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작
업환경을 간과하면서 산업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
이 있음.33)
- 실제 노동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직업훈련을 받은 젊
은이들이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한편, 기업들이 원하
는 숙련 노동자들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34)

(2) 한국의 기업연계형 직업훈련 ODA 현황
○ 국내 직업교육훈련은 정부의 오너십과 강력한 정책 시행을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며, 직업훈련 교사 양성 및 국가 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
으로 활용함.
33) BMZ(2015).
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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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장치와 산업인력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은 한
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앞에서 언급된 직업훈련 ODA의 도전과제를 인지하는 한편 주요 개
발협력 주체로 떠오른 민간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은
기업협력 프로그램으로서 다수의 직업훈련 관련 사업을 수행 중임.
- 1995년 시민사회(CSO)의 지원으로 시작된 KOICA의 민관협력 사업
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이해관계자의 폭을 넓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옴.35)
<표 4-2> 2014년 기준 한국 기업협력 ODA 프로그램 중 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사업 예시
사업명
칠릉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훈련 사업
실업계고교 내 제빵 훈련원 설립

기관명
삼익악기/코피온
씨제이푸드빌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자카르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플랜한국위원회
프놈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
웹케시
캄보디아
현대자동차/
프놈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플랜한국위원회
아디스아바바 예카지역 직업훈련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한국전력거래소/
소득증대지원 및 아동보호사업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
(주)엘지/
깔리티 서브시티 지역 직업학교 건립/운영사업
월드투게더
농가소득 증대 및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및
우즈베키스탄
유진크레베스
양잠기술 교육 사업
자료 : 한국 ODA 공식 홈페이지(www.odakorea.go.kr/ODAPage_2012/T04/L01_S01_02.jsp) 참고
하여 저자 재구성.

35) K
 OICA 민관협력사업 브로슈어(www.koica.go.kr/download/2014/project_brochure_kr_
2015.pdf, 검색일 : 201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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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한국의 기업협력 ODA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 : 현대-KOICA
드림센터 사업

○ 목적 : 개도국 현지 인재 육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경과 : 2013년부터 가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사업 실시
○ 내용 : 개도국에 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기술
학교 설립,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현지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창업 지원, 성공적인 취업 및 창업 환경
제공 등

- KOICA 민관협력 사업 중 기업협력 프로그램은 수요국의 개발수요
와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이 연계된 사업으로서, 민간부문이
형성한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매칭펀드 방
식으로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36)
○ 한국 기업협력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업 연계 직업훈
련을 지원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훈련원 건축과 일반적인 기술 교육
에 치중하던 기존의 직업훈련 ODA 사업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
으로 기대됨.
- 단, 민관협력 사업의 일부로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수행되어 대규모
화하거나 프로그램화하기에 제한적이며, 원조기관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36) 대·중견기업에는 5:5 매칭으로 최대 5억원까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는 7:3 매칭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함(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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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다양한 직업훈련 ODA 방식의 모색이
필요함.

(3) 외국인 인력 교육 및 훈련 ODA 사업 제안
○ 앞 절에서 논의한 최근 직업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ODA의 동향 및 논
의를 바탕으로 국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혹은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채용을 통한 외국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ODA 사업 방
식을 <그림 4-3>과 같이 제안함.
- 동 사업 방식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ODA 프로
그램 내의 새로운 사업 구성요소로서 제안됨.
- 제안된 ODA 사업의 경우 한국의 기존 직업훈련 ODA 사업의 해결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지원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 사업 방식은 파트너 국가의 인적자본 구축 및 경제발전 촉진과 함
께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최종 목적으로 두는 윈-윈
형 방식으로서, 투입, 산출물, 성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입장을 지속
적으로 견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내 다국적기업 모회사 및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
에 적절한 외국인 인력들을 서로 매칭해 주는 한편, 귀국 예정 근로
자들의 모기업 특화 재교육 및 훈련을 지원함.
- 그 결과, 귀국 근로자들의 재교육 이후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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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ODA 사업방식 제안
목적(goal)
- 파트너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
-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성과(outcomes)
- 파트너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숙련노동력 증진
-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개도국 진출 확대
- 장기적인 파트너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

산출물(outputs)
- 귀국 근로자들의 본국 다국적기업 해외현지법인 재취업률 증가
- 한국해외현지법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만족도 증가

투입(Inputs)
- 국내 다국적기업 및 해외진출 계획 기업과 외국인 인력의 매칭
- 해당 외국인 인력의 단기채용에 대한 행정 및 인건비 지원
- 귀국 근로자들의 모기업 특화 재교육 및 훈련 지원

※ 특이사항
- 민간기업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지원 제도 활용
- 민간협력에 관한 원조기관의 업무부담 및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전대차관 방식 활용
- 한국 파견 근로자의 사전교육(언어, 기술, 기업문화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
램 제시
-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기업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근로자들의 현지법인 활용 촉진 방
안 포함(i.e. 현지 훈련원 교사 활용, 현지법인의 중간 관리자 역할 등)
- 전략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주류화할 수 있는 이슈를 반영하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한국의 위상 정립 효과(i.e.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직업훈련 사업에 성평등 이
슈를 고려하여 주류화하는 중)

자료 : 저자 작성.

63

64

국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방안 및 시사점

취업률이 증가하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현지법인 경쟁력 확
보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고용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 및 숙련노동력을 증진하고 인
적자본을 형성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개도국 진출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됨.
- 이와 같은 사업 방식에 의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는 해당 고
용시장의 수요를 점차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음.
○ 국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활용한 소프
트웨어 지원에 집중, 개도국의 실질적인 인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외국인 인력과 국내기업 간의 매칭과 채용에 대한 일부 인건비는
ODA 사업이 부담하나 기업의 고유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의 교육은
민간 기업이 담당함.
○ 또한 기업이 직업훈련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해외현지법인 측면에서 고용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 이는 앞 절에서 소개한 직업훈련 ODA에 강점을 가진 독일의 경우
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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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지 인력의 중요성
을 논의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수요에 적합한 현지 인력의 공급지원
방안을 모색함.

1. 주요 연구결과
○ 한국 해외현지법인의 고용구조의 실증 분석 결과 다수의 노동수요를
현지 인력 고용을 통하여 충족
- 이러한 결과는 개발도상국 내 제조업 분야의 단순 생산직뿐만 아니
라 관리직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 인력의 고용은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장벽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 감소 혹은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발생
- 해당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인력을 한국 모회사에서 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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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기업에 비용으로 작용
○ 한국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인력은 해당 다국적기업
의 고유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
할 수 있으며,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에 대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
○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현지 인력으로 고려될 수 있
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은 해당국가의 문화와 환경에 익숙하
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한 현행 취업알
선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수
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함.
-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교육 부분 부재
- 그 결과 높은 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본국의 취업
률을 보임.
○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직업훈련을 위하여 국내
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을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혹은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 채용하고 향후 해당 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
우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수요에 맞는 노동공급
가능
○ 또한 이러한 직업훈련의 경우 외국인 인력의 본국 귀국 시 해외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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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근무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국의 인적자본 형성
과 이들 인력의 현지 인력으로의 이동을 통하여 중장기 경제발전에
기여
○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 직업훈련 ODA 프로그램에 새로운 구성요소
를 추가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

2. 정책적 시사점
○ 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현지 인력과의 네트
워크 확산 속에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해당 보고서에 논의된 바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을 어
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인력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우리 해외현
지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
○ 또한 보고서에서 논의한 프로그램이 잘 정착될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
하여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유인이 높아진다는 점에
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추가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 또
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해당 인력의 본국의 인적자본과 경제발
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기존의 다양한 ODA 지원 수단과 양식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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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본 연구가 제안한 ODA 프로그램은 기존 제도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지원절차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방식을 시
도할 수 있음.
- 사업 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기업의 수요에 즉각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ODA 진행절차 이외에
민간지원에 특화된 제도37)를 활용할 수 있음.
- 아직 한국 ODA에서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협력에 관한 원
조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대차관 방식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귀국 근로자들의 한국해외현지법인 취업을 촉진하는 방안과 역으
로 한국 파견 대상 근로자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기업과 근로자 양
측 모두의 성과를 증진하는 방안 중시
-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주류화 이슈를 발굴
하여 직업훈련 ODA에 반영함으로써 차별적인 접근법 모색
○ 이는 귀국 근로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트너 국가의 공식경제
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 개도국의 과다한 비공식 경제 부문 비중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 옴.
- 다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국 노동시장 역량 업그레이드

37) 민관협력(PPP)의 기업협력 프로그램, 민간협력차관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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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수 있음.
○ 해당 보고서에 제안된 논의와 제안된 ODA 사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지원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의 초청을
통한 모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을 통한 교육사업 프로그램을 고려
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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