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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동기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BOK경제연구 제2018-39호, 박상준ᆞ김남주ᆞ장근호)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BOK경제연구 제2018-37호, 김남주)

1. 연구의 동기


전체 실업률(15~64세)
: 2015년 이후 역전되어
한국 > 일본
(OECD 평균보다는 낮음)



청년실업률(20~24세, 25~29세)
• 일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하락, 2000년래 최저 수준
• 한국 :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상회, 전체실업률의 2~3배
20대 초반 청년실업률(20~24세)

20대 후반 청년실업률(25~29세)

1. 연구의 동기


이러한 한국과 일본간 청년실업의 차이
: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
•
•

일본은 청년인구가 꾸준히 감소 → 청년고용이 개선
한국은 청년인구가 일시적 증가 → 청년실업이 악화

⇒ 한국의 인구구조가 20년 시차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한국의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 검증필요)



인구구조 외에 한일간 청년실업 차이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 OECD 30개국의 패널자료 회귀분석으로 추정

1. 연구의 동기


우리나라의 청년세대
: 청년실업률의 만성화 및 장기화
청년실업률 추이(연간)



청년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구성비)

높은 청년실업률 지속의 부정적 영향
• 학업, 병역의무 등을 마치고도 취업에 애로 가중
→ 사회 초년기에 취업의 기회가 제한
→ 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이 저해
→ 이후 연령기에서도 고용과 임금에서 불리한 위치
⇒ 우리나라의 경우 이력현상(hysteresis)이 크게 존재할 가능성

1. 연구의 동기


또한, 고용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수준 상이
→ 이력현상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
-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고용보호 정도가 클수록 이력효과↑
Wachter and Bender (2006)
• Genda, Kondo and Ohta (2010)
• Oreopoulos, Wachter and Heisz (2012)
• Kawaguchi and Murao (2014)
•



우리나라 : 높은 청년실업률 + 청년층에 非우호적인 고용보호 제도
⇒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OECD 21개국 패널자료로 추정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한국 청년실업의 특징 : 일본 및 OECD 평균(30개국)과의 비교(1)



청년의 인구비중과 실업자 비중
• 일본 : 청년 인구비중 낮음(초고령사회). 실업자비중 < OECD평균
• 한국 : 청년 인구비중 낮지만, 20대 후반 실업자비중 > OECD평균
- OECD 회원국중 最高 → 20대 후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
- 20대 초반 청년실업도 구조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군복무, 대학진학 등)을 고려한다면 심각함을 의미
20대 초반(20~24세)

20대 후반(25~29세)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한국 청년실업의 특징 : 일본 및 OECD 평균(30개국)과의 비교(2)



20대 후반 청년의 인구 비중과 실업자 비중 추이
• 인구 비중 : OECD 평균, 일본, 한국 모두 감소
• 실업자 비중 : OECD 평균, 일본은 감소
- 한국 : 20% 상회 수준 등락(청년 인구비중의 큰 폭 감소 불구)
20대 후반의 인구비중과 실업자비중 추이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한국 청년실업의 특징 : 일본 및 OECD 평균(30개국)과의 비교(3)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 한국<일본(동일 연령대), 한국>일본(취업연령대)
• 실업률 : 한국>일본(동일 연령대, 취업연령대)
- 일본 :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평균보다 고르게 양호
- 한국 : 여성은 OECD 평균보다 양호하나, 남성은 높음
→ 20대 후반 남성의 실업률이 취약
(남성
군복무, 대학진학 등)을 고려한다면
심각함을 의미
20대 경제활동참가율(2017년)
20대 실업률(2017년)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실업(1)



청년 인구비중이 일본처럼 낮아
지면(2025년) 청년실업 개선?
• 2007년 일본 실업률
(= 한국의 2017년 인구비중)
: 7.5%(20대초), 5.7%(20대후),
4.1%(전체)
• 2017년 한국 실업률
(= 일본의 2007년 인구비중)
: 10.6%(20대초), 9.5%(20대후),
3.8%(전체)
⇒ 전체실업률은 큰 차이 없는
반면, 청년실업률은 2017년
한국의 상황이 훨씬 열악

일본의 20대 인구 및 20세이상 생산가능인구內 비중

한국의 20대 인구 및 20세이상 생산가능인구內 비중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실업(2)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
•

일본(2001~03년, 2009~10년)
: 혹독한 경기불황 시기였음

•

한국(최근들어 역대 최고수준)
: 2011~17년 3% 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및 20대 청년실업률 추이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 및 20대 청년실업률 추이

⇒ 한국은 경기가 크게 부진
하지 않았음에도 청년실업
률이 악화되는 또 다른 측면
이 존재(인구구조로의 해결
기대는 지나친 낙관론)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1) : OECD 30개국 패널자료 회귀분석



20대 초반 및 후반 청년실업률의 결정요인을 규명
• 2000~2017년 OECD 30개국 연간자료를 사용
• 국가패널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
• 다음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을 고려(선행연구 참조)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2) : 회귀분석 추정결과



20대 초반 실업률



20대 후반 실업률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3) : 추정된 결과의 해석



전체 실업률
• 추정계수 : 유의한 양(+)의 값, 연령대가 오를수록 값의 크기↓
- 전체실업률 1%p↑ → 20대 초반/후반 실업률 1.84%p↑, 1.23%p↑
•

전체실업률이 2015년 이후 한국>일본으로 역전
- 그간 청년실업률을 낮추어 왔던 요인이 최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한국과 일본의 전체 실업률(15~64세) 추이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3) : 추정된 결과의 해석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 추정계수 : 유의한 음(-)의 값, 청년 인구비중이 높을수록 실업률↓
- 각 연령대 인구비중 1%p↑ → 20대 초반/후반 실업률 0.71%p↓, 0.43%p ↓
- 높은 청년 인구비중
→ 구직경쟁 심화(청년실업↑) + 경제활력/내수시장 팽창(청년실업↓)
→ 일자리 증가 > 청년인구 증가 → 청년실업 감소
•

20대 인구비중 : 한국>일본

한국과 일본의 20대 후반 인구비중 추이

- 더 우호적 여건임에도 일본보다
청년실업이 높았음
- 향후 일본 수준으로 청년 인구
비중 감소시 청년실업 더 악화될
수 있음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3) : 추정된 결과의 해석



임금근로자 비중
• 추정계수 : 20대 초반에서 유의한 음(-)의 값
- 임금근로자 비중 1%p↑ → 20대 초반 실업률 0.1%p↓
•

임금근로자 비중이 한국 < 일본 & OECD 평균
- 2000년 이후 한국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음
한국과 일본의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3) : 추정된 결과의 해석



GDP 성장률
• 추정계수 : 유의한 음(-)의 값, 연령대가 오를수록 값의 크기↓
- GDP성장률 1%p↑ → 20대 초반/후반 실업률 0.1%p↓, 0.05%p↓
•

한국의 GDP성장률 : 일본과의 성장률 격차가 축소되는 양상
-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던 요인이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
한국과 일본의 GDP 성장률(실질) 추이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3) : 추정된 결과의 해석



고령화율
• 추정계수 : 20대 초반에서 유의한 양(+)의 값
- 고령화율 1%p↑ → 20대 초반 실업률 0.05%p↑
- 높은 고령화율 → 경제활력/내수시장 위축(청년실업↑)
•

한국의 고령화율 : 한국 < 일본 & OECD 평균
- 향후 일본 수준으로 인구고령화 진행시 청년실업 심화 가능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 추이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3) : 추정된 결과의 해석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 추정계수 : 20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양(+)으로 추정
- 높은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 일자리 자체는 증가(청년실업↓)
+ 정규직을 원하는 근로자의 구직기간 증가(청년실업↑)
•

한국의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 한국 < 일본 & OECD 평균
- 청년실업을 낮추는 요인이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한국과 일본의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추이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4) : 회귀분석 제외 기타 요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 한국 > 일본, 수년간 격차 확대
- 일본 :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 대졸 초임은 90%
- 한국 :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55% 수준, 대졸 초임은 62%
•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 : 한국 < 일본
- 일본 24.3%(2014년, 관공서 제외), 한국 14.3%(2016년, 관공서 포함)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비중(일본)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비중(한국)

2.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분석(4)
: 회귀분석 제외 기타 요인



전반적으로 낮은 근로자 임금수준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한국 < 일본

•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
: 한국 < 일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

⇒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소득
이 일본보다 열악하여, 한국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회피하
고 실업에 노출되는 경향이
더 클 수 밖에 없음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청년실업률의 정의



청년실업률(15~24세, OECD 정의)
• OECD 평균 및 주요 선진국 : 2012년 이후 크게 하락
• 우리나라
-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 청년실업률(15~29세, 통계청 정의)이 2010년 이후 더 빠르게↑
→ 25~29세 남성 청년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
청년실업률(15~24세) 추이(연간)

남성 청년의 연령정의별 실업률 추이(연간)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1985~2013년중 평균값)



다음의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OECD 제공)를 비교
: 각국의 고용보호,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과 연관
•

(1) 고용보호법제화 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정규직에 대한 정당해고 요건, 해고절차․퇴직급여, 부당해고 보상 등

•
•
•
•
•
•
•

(2) 노조조직률(Union Density)
(3) 단체협약 적용률(Union Coverage)
(4) 임금협상 상급단체 집중도(Bargaining Centralization)
(5) 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5-year Benefit Replacement Rate)
(6) 최저/중위임금 비율(Minimum/Median Wage Ratio)
(7)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GDP)
(8) 조세격차(Tax Wedge)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1985~2013년중 평균값)



우리나라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특징
고용보호법제화지수(EPL)는 높으나, 적극적 노동정책지출(ALMP)은 낮은 편
• 여타 노조조직률, 실업급여 대체율 등은 매우 낮은 수준
•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1985~2013년중 평균값)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운영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주요 OECD 선진국 : 각 제도변수에서 상정하는 고용보호 또는
근로자 권익보호의 수준을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운영

이러한 차이의 지속

→ (기업) 정규직 신규고용 기피
+
(청년층) 정규직 노동시장 선호 + 직업탐색 기간의 장기화
⇒ 청년실업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추정 : 국가패널자료 회귀분석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선진 21개국을 대상





청년기를 20~29세로 일괄 조정
• 우리나라를 포함 : 25~29세 연령층이 핵심(병역의무)
• 고학력 선호, 연령층의 이질성 : 15~19세 연령층을 제외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한 Bias 제거 : 非경제활동인구화



이력효과의 heterogeneity 고려 :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차이
• 개별 제도변수 도입을 통해 유의미한 이력효과 발생여부 확인
-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GDP비율(ALMP%), 고용보호법제화 지수(EPL) 유의미



5년단위 연령층별 실업률 : 1985~2017년 연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 1985~2013년의 각국별 평균값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국가패널 회귀분석 - 모형설정



Kawaguchi and Murao (2014)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



식(2) :
•
•
•
•



𝑢𝑢𝑐𝑐𝑐𝑐𝑐𝑐 : 연령층(c), 국가(i), 연도(t)별 실업률
𝑎𝑎𝑎𝑎𝑎𝑎𝑐𝑐𝑐𝑐 : 각 코호트가 어떤 연령층(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에 도달했는지를
나타내는 연령더미 벡터
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 국가별 노동시장 제도변수의 분석기간중 평균값
𝑢𝑢20−29𝑐𝑐𝑖𝑖 : 각 국가의 특정 연령층(c)이 청년기(20-29세)에 경험한 실업률

청년실업 이력효과의 추정 : β(벡터)
• 각 연령층 더미변수에 상응하는 β의 원소값
: 각 연령층의 실업률(𝑢𝑢𝑐𝑐𝑐𝑐𝑐𝑐 )에 청년기경험 실업률(𝑢𝑢20−29𝑐𝑐𝑐𝑐 )이
미치는 이력효과
•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 차이를 추가 반영하여 추정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국가패널 회귀분석 - 모형설정



평균제거(demean) 형태로 구체화 : 결과해석 편리, 제도비교 용이



식(3) :

•
•

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 국가별 노동시장 제도변수의 분석기간중 평균값(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의 OECD 분석대상국 전체 평균
𝑢𝑢20−29 : 각 국 연령층이 경험한 청년기실업률(𝑢𝑢20−29𝑐𝑐𝑐𝑐 )의 분석기간중 OECD 분석대상국 전체 평균



청년실업 이력효과의 추정 : β𝒎𝒎 (벡터), β𝒅𝒅 (벡터)
• β𝒎𝒎 : 제도변수가 평균인 경우 (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 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 추정되는 이력효과
• β𝒅𝒅 : 제도변수가 평균과 다른 경우(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 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이력효과



연도-국가 고정효과(fixed-effect)를 도입 : 𝒅𝒅𝒊𝒊𝒊𝒊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국가패널 회귀분석 – 추정결과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국가패널 회귀분석 – 국가별 제도차이에 의한 이력효과 비교



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지출(ALMP)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이 감소



우리나라의 이력현상은 일본보다 다소 높은 수준
⇒ ALMP 규모를 OECD 선진 21개국 평균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3.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국가패널 회귀분석 – 국가별 제도차이에 의한 이력효과 비교



고용보호법제(EPL)가 엄격할수록 이력현상이 더욱 커짐



우리나라의 이력현상은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고용보호법제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

정책적 시사점

4.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청년고용 대책을 참고하되, 내실화된 운영이 보다 중요
• 청년고용촉진법
• Hello Work
• 청년고용촉진 종합사이트
• 일본판 듀얼시스템(이론과 학습 병행과정)
• 트라이얼 고용제도
• 잡카페 및 잡카드
⇒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대책을 도입하여 시행중이나,
체계적이고 정교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
: 일-학습 병행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
공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4. 정책적 시사점


미시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과감히 추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ALMP) 규모를 확대

직무 및 직업교육↑

재취업 지원↑

4. 정책적 시사점


고용보호법제가 청년친화적(Youth-friendly)으로 운영되도록 정비

고용보호법제(EPL)內의 청년고용 제약요소↓

정규직 고용보호


청년층 고용에 장애요인
이 되지 않도록 주의

실질적 안정장치 강화



부당해고시 우선재취업 보장↑
부당해고 보상금액↑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