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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년인턴 DB와 고용보험 DB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직횟수는 음수가 아닌 정수 값만 가지는 계수 데이터 (count data)이므

로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계수 데이터에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포아송 회귀모형,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음이항 회귀모형,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 등 4개의 회귀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최적모형으로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이 선택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집단 (비인턴집단)에 비해서 처리집단 (인턴집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이직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이 작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직경험이 낮게 나

타났다. 셋째,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유의하게 이직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가 클

수록이직횟수가유의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용어: 과대산포, 다중대응분석, 영과잉, 음이항회귀모형, 포아송회귀모형.

1. 서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 해마다 그 규모가 확대되

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분석된 바 있

다 (Lee, 2009; Ryu, 2012; Joo 등, 2013; Ryu 등, 2014). 이들 연구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가 정부

의 정책의도와 부합되게 청년들의 고용창출 및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그 취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도 있다는

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청년인턴으로취업한사람이타직장으로이직하게되면, 정

책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

구에서는청년인턴의이직을결정하는요인에대한분석을소홀히한것이사실이다. 이에본연구는청

년인턴의이직을결정하는요인에대하여분석하고자한다.

그런데 이직횟수는 계수 데이터 (count data)로서 음수가 아닌 정수 값만을 가짐으로서 일반적인 선

형회귀분석을 적용하기에는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성 등의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포아송 회귀모형 (Poisson regression mod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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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가 양의 정수 값만 가질 때 적합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지만 평균과 분산이 동일해

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평균보다 분산이 커지는 과대산포 (over-dispersion)의 문제

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합 시킨다면 모형적합의 효율성

이 떨어지게 된다. 한편 음이항 회귀모형은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을 허용하는 분산함수로 정

의되어 평균과 분산이 크게 다른 경우에도 포아송 회귀모형의 단점을 해결해 준다. 즉 음이항 회귀모형

은 각 사례의 관측되지 않은 비동질 (heterogeneity) 요소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포아송 모형의 문제

를보완해준다.

한편 계수 데이터에서 포아송 회귀모형이나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합시키는 과정에서 0이 가정된 분

포에 비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과잉 (zero inflation)이

반영된 포아송 회귀모형이나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합시켜야 한다. 계수 데이터에 대한 회귀모형과 관

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Lee (2013)는 영과잉 현상에 적용하기 위한 포아송-로그정규 (zero in-

flated Poisson-lognormal) 모형을제시하였으며, Kim과 Eum (2010)은정상적인포아송확률분포보다

0의 값이 과잉 관측되는 경우 0에 관한 확률과 포아송분포의 평균에 대한 추정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Chun과 Kim (2008)은음이항모형을이용한 SMS 확산요인에관해연구를했으며, Lee (2011)는경제

적 불확실성이 출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음이항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자녀 수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Cox (1983), Dean과 Lawless (1989), Kim (2005), Choi와 Ko (2011), Jeong과 Choi (2014),

Cho (2014) 등의연구가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도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이

직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직횟수가 계수 데이터이므로, 포아송 회귀모형,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음이항 회귀모형 및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 등 모두 4개의 모형을 적합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한다. 먼저 2장에서는 데이터소개와 간단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이직횟수와의 관련성 있는 독립변수들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직횟수

에대한최적의회귀모형을탐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을제시하였다.

2. 데이터 설명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정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이

직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사 실험설계 (quasi-

experimental design)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인턴사업 참여자와 가능한 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비참여자집단으로통제집단을구성한후, 사업에참여한처리집단과참여하지않은통제집단의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정부 사업의 효과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턴사업 참여자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통제집단을구성하기위하여청년인턴 DB와고용보험 DB에서성향점수매칭법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활용하였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Ryu 등 (2014)의자료를참고하기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성별 (sex), 연령 (age), 직장소재지 (area), 직장규모 (size), 직종 (type),

이직횟수 (y) 등과 청년인턴 참여자 여부 (group)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Table 2.1과같다.

Table 2.1 Variables explanation

variables explanation categories scale

group participant or not 0=‘no (control)’, 1=‘yes (treatment)’ nominal

sex male dummy 0=‘no’, 1=‘yes’ nominal

age The age at the time of the survey point 0=‘≤20’, 1=‘21∼25’, 2=‘26∼30’, 3=‘>30’ ordinal

area metropolitan area of company
0=‘Capital’, 1=‘Chungchung’, 2=‘Junra’,

3=‘Daekyung’, 4=‘Dongnam’, 5=‘Gangwon/Jeju’
nominal

size number of workers 0=‘≤9’, 1=‘10∼49’, 2=‘50∼99’, 3=‘100∼299’, 4=‘>300’ ordinal

type type of jobs 0=‘job1’, 1=‘job2’, 2=‘job3’, 3=‘job4’, 4=‘job5’ nominal

y no. of change of jobs continuous

Note: job1=administrative and office work, job2=professional service-related work, job3=simple service-related work,

job4=science and engineering-related work, job5=simple production-relat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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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이직횟수에대한막대그래프결과는아래 Figure 2.1과같다.

Figure 2.1 Bar chart for number of change of jobs

Figure 2.1의 결과에 따르면 이직횟수가 0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50.1%), 이직횟수가 증가할수

록 빈도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직횟수의 평균은 0.75회이고 분산은 0.94회로 나타나서 평균

에 비해서 분산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이직횟수가 평균에 비해서 분산이 큰 과대

산포의 문제와 0이 가정된 분포에 비해 과다하게 포함되는 영과잉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이직횟수의 분포형태가 Shapiro-Wilk’s 검정결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1.7***).

아래 Table 2.2는 이직경험 유무에 따라 처리집단과 통제집단별로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나타낸것이다.

Table 2.2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variables category n
y = 0 y > 0

control treatment control treatment
p(y = 0) p(y = 0) mean s.d. mean s.d.

total 252,921 49.0 52.0 1.58 0.91 1.46 0.79

sex
female 88,436 48.1 50.2 1.54 .85 1.42 .72
male 164,485 49.5 52.9 1.60 .94 1.49 .82

age

≤20 23,905 63.7 65.6 1.42 .75 1.35 .66
21∼25 92,516 46.8 49.7 1.56 .88 1.46 .77
26∼30 125,705 47.5 51.1 1.60 .94 1.47 .80
>30 10,795 49.7 52.0 1.65 1.01 1.61 1.01

area

Capital 155,267 49.5 52.9 1.54 .87 1.43 .74
Chungchung 19,847 47.0 51.5 1.62 .94 1.52 .88

Junra 18,429 48.6 50.6 1.61 .92 1.53 .85
Daekyung 26,675 48.6 50.6 1.64 1.02 1.53 .85
Dongnam 28,007 48.6 49.6 1.65 .99 1.49 .84

Gangwon/Jeju 4,696 47.6 51.3 1.60 .89 1.46 .76

size

<10 71,738 41.0 39.1 1.58 .90 1.46 .76
10∼49 83,431 50.8 53.5 1.56 .90 1.46 .79
50∼99 40,541 53.2 57.7 1.57 .92 1.46 .80

100∼299 43,274 54.5 59.4 1.59 .93 1.48 .81
≥300 13,937 54.5 62.5 1.59 .94 1.48 .79

type

job1 123,606 48.8 50.9 1.56 .88 1.44 .74
job2 16,586 48.3 51.9 1.48 .77 1.40 .69
job3 6,750 48.0 45.7 1.60 .94 1.49 .81
job4 71,645 49.9 55.0 1.58 .94 1.47 .82
job5 34,333 48.3 50.8 1.68 .99 1.58 .91



390 Sungik Park · Jangsoo Ryu · Jonghan Kim · Jangsik Cho

Table 2.2의 결과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 (y = 0)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년인턴 미참여자 (control)에 비해서 참여자 (treatment)가 이직경험 없음의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청년인턴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직경험 없음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에 비

해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20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권, 강원/제주권,

전라권, 대경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규모별로는 직장규모가 커질수록 이직경험 없음의 비율이 증가

함을수있다. 또한직종별로는직종4가이직경험없음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직

종2, 직종1, 직종5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 (y > 0), 평균 이직횟수는 청년인턴 미참여자 (1.58)에 비해서 참여자

(1.46)가더낮게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청년인턴참여자를중심으로평균이직횟수를살펴보면, 여자

에 비해서 남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이직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광역권별로 보면 전라권, 대경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규모

별로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이직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직종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직종3, 직종4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Table 2.1의 수준별 독립변수들이 이직횟수와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대응분석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대응분석은 개체 (케이스)와 범주에 계량적 수

치를 부여함으로써 범주형 데이터를 수량화하는 분석기법으로 내적 일관성의 원리로부터 범주의 수량화

를 실시하는 분석기법이다. 여기서 편의상 이직횟수는 없음 (none), 한번 (1), 두 번 이상 (>1) 등 3개

의그룹으로범주화하였다. 아래 Figure 2.2는다중대응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Figure 2.2 The result of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위의 Figure 2.2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먼저 이직횟수는 Y축을 기준으로 없

음은 음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번과 두 번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현상은기업규모와연령에서도나타나는데, 기업규모가큰기업이고연령

이 작을수록 Y축의 음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작고 연령이 많을수록 Y축의 양의 방향

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남자는 X축의 음의 방향에, 여자는 X축의 양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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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은 X축의 양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직종 4, 5는 X축의 음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청년인턴 미참여자에 비해서 참

여자, 여자에 비해서 남자, 연령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간의 상호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청년인턴 참여자에 비해서 미참여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의사결정나무 분석

이절에서는독립변수들이이직횟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비모수적인방법인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독립변수

들에 대한 고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니지수 (Gini index)를 분리기준으로 사용하

였으며, 이지분리를 수행하는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Breiman 등, 1984)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Cho (2010, 2012), Cho와 Park (2012),

Jung과 Min (2013) 등이 있다. 정지규칙으로는 최대나무깊이 (maximum tree depth)는 3으로 설정하

였으며, 최소 케이스 수 (minimum number of cases)에서 부모마디 (parent node)는 5,000, 자식마디

(child node)는 1,000으로 설정하였으며, 적절한 가지치기 (pruning)를 병행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는아래 Figure 3.1과같다.

Figure 3.1 Decision tree analysis for number of change of jobs

Figure 3.1의 결과에 따르면, 이직횟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기업규모이며, 그 다음

으로 연령, 성별, 직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업규모가 9인 이하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연령이 20세이하인집단 (0.596)에비해서 20세초과인집단 (0.936)의이직횟수가더높게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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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연령이 20세 이하인 집단 중에서는 여자 (0.768)가 남자 (0.490)에 비해서 이직횟수가 더 높았

으며, 20세 초과인 집단 중에서는 직종1과 직종2인 집단 (0.892)에 비해서 직종3, 직종4, 직종5인 집단

(1.0230)의이직횟수가더높게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는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0.462)에 비해서 20세 초과인 경우

(0.717)의 이직횟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중에서는 남자 (0.396)인 경우

에 비해서 여자 (0.611)의 이직횟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20세 초과인 집단 중에서는 직종1,

직종2, 직종4인 경우 (0.692)에 비해서 직종3과 직종5인 경우 (0.858), 이직횟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4. 이직횟수 결정요인 분석

이장에서는이직횟수에대한결정요인분석을하고자한다. 앞의 Figure 1에서언급했듯이, 이직횟수

가 0회의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이직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이직횟수의 평균은 0.75회이고 분산은 0.94회로 나타나서, 계수 데이터에서 영과잉과

과대산포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형 적합에서 영과잉과 과대산포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로적합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시사한다.

한편 포아송 회귀모형 (Poisson regression model)은 종속변수가 음이 아닌 정수 값만 가질 때 적합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독립변수 X1, X2, · · · , Xk가 주어질 때 종속변수 Yi의 확률은 다음

과같은포아송분포에의해구해진다.

P (Yi = yi|X1, · · · , Xk) =
e−µiµyi

i

yi!
, yi = 0, 1, · · · (4.1)

식 (4.1)에서 평균 모수 µi (i번째 조사대상자의 조건부 평균 이직횟수)는 i번째 조사대상자의 설명

변수 벡터의 함수이며 E(yi|xi) = µi = exp(xi
′
β)를 의미한다. 여기서 xi = (x1, · · · , xk)

′
이고 β =

(β1, · · · , βk)이다. 한편 포아송 회귀모형은 모형의 정의에 의해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이 동일하다

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실제 얻어지는 계수 데이터는 종종 평균에 비해서 분산이 큰 경향을 보이는 과

대산포 (over-dispersion)가존재하면모형적합의효율성이떨어지게된다.

음이항 회귀모형 (NB :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은 포아송 회귀모형의 일반화된 모형으로 이

분산성 (hetero-skedasticity)을 반영하는 분산함수로 정의되어 평균과 분산이 크게 다른 경우에도 포아

송 회귀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즉 음이항 회귀모형은 i번째 조사대상자의 관측되지 않은 비동질

(heterogeneity) 요소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포아송 모형을 일반화시킨 형태이며 과대산포를 보완해

준다. 독립변수 X1, X2, · · · , Xk가 주어질 경우 종속변수 Yi가 음이항 분포를 따를 때 식 (4.2)와 같이

주어진다.

P (Yi = yi|X1, · · · , Xk) =
Γ(yi + α−1)

Γ(α−1)Γ(yi + 1)

(
1

1 + αµi

)α−1 (
αµi

1 + αµi

)yi

, yi = 0, 1, · · · . (4.2)

여기서 α는과대산포를나타내는모수이며 E(yi|xi) = µi = exp(xi
′
β)이다.

한편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합하는 과정에서 0이 가정된 분포에 비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종속변수가 0인 부분과 0이 아닌 부분으로 나누어 베르누이 분포와 포아송

분포를 혼합하여 만든 모형을 적용한다. 즉 확률 pi로 이직횟수가 0의 값을 가지고, 확률 1 − pi로 이직

횟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pi (0 ≤ pi < 1)는 0에서 과잉확률을 의미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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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혼합모형은 아래 식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ZIP : zero inflated

Poisson)이라한다.

P (Yi = yi|X1, · · · , Xk) =


pi + (1− pi)e

−µi , yi = 0

(1− pi)
e−µiµyi

i

yi!
, yi = 1, 2, · · ·

(4.3)

식 (4.3)에서이직횟수가없는경우는확률 pi를가지는베르누이분포를따르므로로지스틱연결함수

(logit link function)를 사용하여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이직횟수가 있는 경우는 포아송 분포를 따라 로

그-선형모형의형태로설명변수를투입하여식 (4.4)와같이나타낼수있다.

log

(
pi

1− pi

)
= γ0 + γ1z1i + · · ·+ γpzπ,

log (µi) = β0 + β1x1i + · · ·+ βpxπ. (4.4)

식 (4.4)에서 윗부분은 이직경험 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부분이고 아래 부분은 이직 경험이 있는 대상

자에 대해서 이직횟수에 대한 포아송 부분이다. 각 부분에 투입된 z1i, · · · , zπ와 x1i, · · · , xπ는 이직경

험 유무 및 이직횟수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변수들이다. 여기서 γi는 이직을 경험한 일자리 유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계수이고, βi는이직횟수에대한회귀계수를나타낸다.

또한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합 시키는 과정에서 0이 과다하게 포함되고, 분산이 크게 되는 과대산포

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0을 포함하는 분포와 음이항 분포를 혼합해서 만든 영과잉 음이항 회

귀모형을 사용한다. 독립변수 X1, X2, · · · , Xk가 주어질 경우 종속변수 Yi는 확률 pi로 0의 값을 가지

고, 확률 1− pi로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pi (0 ≤ pi < 1)는 0에서 과잉확률을 의미

하며, 이와 같은 혼합모형은 아래 식 (4.5)와 같이 나타내며 영과잉 음이항 분포 (ZINB :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라고한다.

P (Yi=yi|X1, · · · , Xk)=


pi+(1−pi)(1+αµi)

−α−1

, yi=0

(1−pi)
Γ(yi+α−1)

Γ(α−1)Γ(yi+1)
(1+αµi)

(
αµi

1 + αµi

)−α−1

, yi=1, 2, · · ·
(4.5)

식 (4.5)에서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와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 설명변수는 식 (4.4)와 같은 방법으로 투

입하게된다.

한편이직횟수에대한최적모형은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서결정한다. 먼저 ZINB 모형에서과대산

포의 존재여부에 대한 가설검정 H1 : α = 0 대 Ha : α > 0을 한다. 이 경우 귀무가설이 참이면 과대산

포가존재하지않는 ZIP모형이선택된다.

만약에 ZINB 모형하에서과대산포에대한귀무가설이기각되면, ZINB 모형에서영과잉의존재여부

에 대한 가설검정 H2 : pi = 0 대 Ha : pi > 0을 한다. 이 경우 귀무가설이 참이면 영과잉이 존재하지

않는 NB 모형이선택된다.

다음으로 ZIP 모형에서 영과잉의 존재여부에 대한 가설검정 H3 : pi = 0 대 Ha : pi > 0을 한다. 이

경우 귀무가설이 참이면 영과잉이 존재하지 않는 포아송 모형이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NB 모형에서 과

대산포의 존재여부에 대한 가설검정 H4 : α = 0 대 Ha : α > 0을 한다. 이 경우 귀무가설이 참이면 과

대산포가 존재하지 않는 포아송 회귀모형이 선택된다. 여기서 사용한 검정통계량은 과대산포 존재여부

에 대해서는 LRT (likelihood ratio test), 영과잉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Vuoug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였

다. 여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 Dean과 Lawless (1989), Ridout 등 (2001)을참고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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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4.1은 이직횟수에 대한 최적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모형 (P),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ZIP), 음이항회귀모형 (NB),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 (ZINB) 등 4개의회귀모형에대한분

석결과를제시한것이다. 여기서이직경험유무에대한독립변수 z1i, · · · , zπ는다중공선성의문제와모
형의간결성원칙을고려하여참여여부, 연령및기업규모변수만을사용하였다.

Table 4.1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count data

P ZIP NB ZINB

B s.e. B s.e. B s.e. B s.e.

no. of change jobs (β̂)

treatment -.12*** .01 -.19*** .01 -.13*** .01 -.14*** .01

male -.01* .01 .01* .01 -.01** .01 -.01* .01

age

21-25 .48*** .01 .46*** .01 .48*** .01 .35*** .02

26-30 .49*** .01 .47*** .01 .48*** .01 .35*** .02

>30 .52*** .01 .50*** .02 .51*** .02 .37*** .02

area

Chungchung .10*** .01 .10*** .01 .10*** .01 .10*** .01

Junra .07*** .01 .07*** .01 .07*** .01 .07*** .01

Daekyung .09*** .01 .10*** .01 .09*** .01 .10*** .01

Dongnam .10*** .01 .11*** .01 .10*** .01 .11*** .01

Gangwon/Jeju .03 .02 .03 .02 .02 .02 .03 .02

size

10-49 -.22*** .01 -.20*** .01 -.22*** .01 -.22*** .01

50-99 -.29*** .01 -.26*** .01 -.29*** .01 -.29*** .01

100-299 -.32*** .01 -.28*** .01 -.32*** .01 -.32*** .01

>300 -.34*** .01 -.26*** .01 -.34*** .01 -.34*** .01

job type

job2 -.06*** .01 -.06*** .01 -.06*** .01 -.06*** .01

job3 .12*** .01 .12*** .02 .12*** .02 .12*** .02

job4 .02*** .01 .02*** .01 .02*** .01 .02*** .01

job5 .16*** .01 .16*** .01 .16*** .01 .16*** .01

constant -.54*** .01 -.37*** .01 -.54*** .01 -.40*** .02

inflate (γ̂)

treatment -.47*** .05 -.79*** .17

age -.01 .01 -.65*** .05

size .00*** .00 .00 .00

constant -1.48*** .21 -.40*** .86

α̂ 0.258*** 0.243***

H1 : α = 0 under ZINB 1,932.66***

H2 : pi = 0 under ZINB 5.80***

H3 : pi = 0 under ZIP 21.97***

H4 : α = 0 under NB 4,253.21***

log-likelihood -296,525.490 -295,290.40 -294,398.890 -294,324.100

Wald (LR) χ2 7,794.62*** 5,096.76*** 6,453.6*** 4,697.55***

*, ** and *** mean significant with 0.1, 0.05 and 0.01 level, respectively.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포아송 회귀모형에서는 영과잉 문제 (H3 : pi = 0 하 ZIP)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97***). 또한 과대산포를 나타내는 모수 추정치는 α̂=0.258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과대산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4,253.21***). 음이항 회귀모형에서는 과

대산포 (H4 : α = 0 하 NB)는 α̂=0.243으로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4,253.21***), 영과잉

(H2 : pi = 0 하 ZINB)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80***). 그리고 영과잉 음이항 회

귀모형에서 과대산포의 존재 (H1 : α = 0 하 ZINB)에 대한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과대산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932.6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직횟수를 적합 시킬 수 있는 최적의 회귀

모형으로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이선택되었다.

위의 Table 4.1에서 분석결과는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와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귀계

수 γ̂와 β̂를추정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을중심으로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job changes 395

음과같다.

먼저 영과잉 존재여부에 대한 설명변수의 추정결과 (γ̂)를 살펴보면, 기업규모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에 비해서 처리집단이,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영과잉이 아

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2.2의 다중대응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수있다.

한편,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 회귀계수 추정치 (β̂)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이직횟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통제집단에 비해서 처리집단이, 그리

고 여자에 비해서 남자의 이직횟수가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20세 이하 집단에 비해서 연령이 증가할수

록 이직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충청권, 전라권, 대경권 및 동남권이 이직횟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직종은 직종1에

비해서 직종3, 직종4, 직종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직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처리집단의 이직횟수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연령이많은사람의이직횟수가많은이유는, 20세미만은고졸일가능성이많아기대

수준이 낮으므로 이직의 확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20세 이상은 연령대별로 기

대수준에 별 차이가 없어서 이직의 확률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업의 규모

가 클수록 이직을 적게 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직장의 환경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데 직

장의 규모가 커지면 환경이 좋아지므로 이직의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

는 Figure 2의의사결정나무분석의결과와도유사함을알수있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이직횟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청년인턴 DB와고용보험 DB를활

용하여 다중대응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계수 데이터인 이직횟수에 대

한 회귀모형으로 포아송 회귀모형,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음이항 회귀모형,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

등 4개의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최적모형으로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이 선택되었으며 주요 분석결

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인턴 미참여자에 비해서 참여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직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둘째,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20세 이하의 집단에 비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이직횟수가 높

게나타났다.

셋째, 수도권에 비해서 충청권, 전라권, 대경권 및 동남권이 유의하게 이직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기업규모가클수록이직횟수가유의하게감소하였으며, 직종별로도이직횟수에유의한차

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직횟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수집이 가능한 제한된 독립변수만

을사용했다는점에서, 본연구의결과를지나치게일반화하는것은무리가있음을지적하고자한다. 따

라서더많은독립변수를활용한이직횟수에대한결정요인분석은향후과제로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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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job changes in the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youth-intern project is analysed, utilizing SMEs youth-intern

DB and employment insurance DB. Since the number of job changes are count data

which take integer values other than negative values, general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comes inappropriate. Therefore, four models such as Poisson regression model, zero

inflated Poisson regression mod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and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are tried to fit count data. A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s selected to be the best model. Major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number of job changes is shown to be significantly smaller in the

treatment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number of job changes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smaller in the young-age group than in the old-age group. Third,

it is also shown that the number of job changes of man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woman. Lastly, the number of job changes in the bigger firm is shown to be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the smaller firm.

Keywords: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over-

dispersion, Poisson regression model, zero inflation.

1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Kyungsung University, Busan 608-736,
Korea.

2 Professor, Division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3 Professor, Division of Economics, Finace and Logistics, Kyungsung University, Busan 608-736, Korea.
4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al Statistics, Kyungsung University, Bu-
san 608-736, Korea. E-mail : jscho@k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