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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김남주*

1)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
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
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
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
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
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
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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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 나라의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청년층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핵심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 직업훈련, 병역의무 등을 마치고 구직활동에 나서게 되는 시기에 지속적
으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는 경우, 이는 청년기의 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human capital) 축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의 발현, 혁신적 아이
디어의 실현을 제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
대는 이후 연령기에서도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
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가일수
록 이력현상의 크기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1) 최근
OECD 20개국(우리나라 제외)을 대상으로 한 Kawaguchi and Murao (2014)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기에 사회에 진출한 남성 청년층의 경우 상당한 기간
이후에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력현상이 존재하는데,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정도가 클수록 이러한 이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력효과의 존재 가능성과 크기를 추정해 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2)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수준은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걸려 첫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2012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특성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을
함께 고려하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
한 OECD 선진 21개국의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는
남성 청년층의 병역의무 등으로 25~29세의 사회초년생이 상당규모이므로, 청
년층을 15~24세로 규정하는 OECD 기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선행연구들
의 결과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전체 청년층 내에도 결

1) Wachter and Bender (2006), Genda, Kondo and Ohta (2010), Oreopoulos, Wachter and Heisz (2012)
2) 이외에도 청년니트족 증가 등 청년세대의 非노동력화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 과제이다. 따라
서, 청년고용률을 이용한 이력현상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지만, 본 연구는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Ⅲ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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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여성층, 학업도중에 노동시장
에 진입하는 15~19세층 등 다소 이질적 성격의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패널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모
든 국가에서 청년층을 20~29세의 남성층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단계, 산업고도화 수준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OECD 회
원국중 선진 21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4)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간략히 개관하였고, 3장에서는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OECD 선진 21개
국의 청년실업률 추이와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4장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
의 존재 가능성 및 구체적인 크기를 추정하였다. 먼저,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청
년실업률이 신속히 평균수준으로 회귀하는 못하는 불안정성(non-stationarity)이
있어 이력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간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으로 청년기(20~29세)에 경험한 실업률이 이후 연령기의 실업
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추정하였다. 5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Ⅱ. 선행연구 개관
물리학적 개념으로서 이력현상(hysteresis)5)은 Blanchard and Summers (1987)
의 자연실업률(NAIRU) 연구를 통해 경제학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6) 이들
은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신속히 회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전 수준
에 머무는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요인으로 실업의 이력현상(unemployment
hysteresis)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던 대안정기(Great
Moderation)7)의 영향으로 이력현상에 관한 연구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2008년
4)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
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상 Kawaguchi and Murao
(2014)의 분석대상국), 한국
5) 어떤 물리량이 그 때의 물리조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 물질이 경과해 온 변화과정에
의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례로 고무줄과 같은 탄성체의 경우, 물질에 양(+) 또는 음(-)의 힘을 가할
때 관측되는 탄성체의 길이 변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로 직전의 탄성체 상태(늘어나 있는 길이)
에 의존한다.
6) 이들은 실업의 이력현상이 노조를 통한 내부자(insider)의 임금협상에 기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7) 선진국에서 일어난 제도 및 구조변화 등으로 경기변동의 진폭이 크게 축소되었던 시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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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영구적 생산손실(permanent output loss)이 우려되면서 재부각되고 있다.8)
최근

Gali

(2015)는

유럽지역의

실업률이

가지는

시계열의

불안정성

(non-stationarity)에 주목하면서, 이력현상 가설이 1994년 이후의 유럽의 실업률
및 임금상승률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효함을 보였다. 또한, Bella et al. (2018)은
실업률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의 이력현상이 어
느 정도 확인되어 자연실업률 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실업의 이력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로가 제시되고 있다.9) 첫째로, 내부자-외부자 경로
(insider- outsider channel)이다. 이는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내부자들(insiders)이
노동조합 결성 및 이를 통한 기업과의 임금협상을 통해 경기회복시 고용확대
보다는 임금인상을 요구, 경기침체시에는 고용축소보다는 임금인하를 용인하게
됨으로써, 고용되지 않은 외부자들(outsiders)의 실업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둘
째로, 업무능력 저하 경로(skill loss channel)이다. 즉, 실업기간이 길어지게 되
면 일자리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이 크게 저해되
는데, 이는 기업의 고용유인 감퇴, 낙담(dis-couragement)으로 인한 취업의욕 저
하 등을 가져와 실업의 지속성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총요소생산성
경로(TFP channel)이다. 이것은 만약 경기침체로 연구개발투자(R&D) 또한 위
축될 경우, 이때에 낮아진 R&D의 영향으로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낮아
지게 되고 이후의 경기회복시 과거와 같은 생산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져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실업의 이력현상에 있어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론적으로는 임금협상의 조정력이 높을수록 실질임금
조정이 신속하여 이력현상이 감소할 수 있겠으나, 임금협상이 중장년층 등 특
정계층에 의해 주도되면 소외계층의 임금조정이 제한되면서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또한, 실업급여나 근로소득세의 확대는 실업 지속기간을 연장시
킴으로써 이력현상을 가중시킬 여지도 있다. 실증적으로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과 실업의 이력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10)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Ball (2009), Ball et al. (2014), Coeurȇ (2017) 등을 참조바란다.
9)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Bella et al. (2018)을 참조하였다.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Ljungqvist and Sargent (1995), Mortensen and Pissarides (1999), Blanchard and
Wolfers (2000), Nickell et al. (2005), Bella et al. (2018)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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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실업의 이력현상과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논의
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은 바로
청년층일 수 있다. 이들은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기에 외부자(outsider)라는 열악
한 지위에 놓여 있다.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의 업무경험을 통해 초기 인적
자본 형성에 매진해야 하지만 청년실업자의 누증은 이러한 선택을 제약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각종 제도 및 정책들은 청년층보다는 이미 일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과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간 관계를 동시
에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Oyer (2006)는 청년층의 초기 직업이 부분적으로 경기상황에 의존할 수 있는
데, 이것이 이후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을수록 대학졸업 시기에 맞춰 많은 기업들도 적극적으
로 고용에 나서게 되므로, 이때에 경력개발이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후의 수많은 연구들에서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여건이 이후의 고용과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경기침체
기에 사회에 진출한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더 낮은 고용과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11) Genda, Kondo, and Ohta
(2010)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미국에 비해 일본에서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여건이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지속적임을 밝혀냈는데,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 차이가 이러한 국가간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Kluve (2014)는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는 노동
시장 정책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이 청
년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으나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별로는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12) Kawaguchi and Murao (2014)는 OECD 선진 20개국13)의 연령층
별 남성 실업률 연간자료(1960~2010)와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 변수들을 동
시에 고려하여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기(15~24세)
실업률의 1%p 상승은 25~29세, 30~34세의 실업률을 각각 0.14%p, 0.03%p 증
11) Kondo (2007), Luijkx and Wolbers (2009), Brunner and Kuhn (2010), Genda, Kondo, and Ohta
(2010), Kahn (2010), Liu, Salvanes, and Sorensen (2012), Oreopoulos, von Wachter, and Heisz (2012)
12)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유효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ard et al. (2017), Escudero (2018)을 참
조바란다.
13) 동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되었다.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101

가시켰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고용보호 정도가 커서 노동시장이 경
직적일수록 이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근로조건과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
도 대부분 열악한 초기 노동여건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
온다는 점을 지지하였다.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변수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고용보호법제의 변화와 이후 연령대
에서의 노동시장 성과간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
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연구는 저자가 아는 한 찾을 수 없었다. 그나
마 고용보호법제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화로 이직률이 증가하였다
거나(남재량, 2006) 청년기 이후 노동성과에 긍정적15) 또는 부정적16) 효과를
미쳤다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비정규직 고용보호 강화시 이직률
은 증가하면서 고용효과는 U자형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정도였다.17)
본 연구는 앞서의 미시적 연구와는 달리 국가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노동
시장의 제도 및 정책변수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
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추정하고 이러한 제도변화가 가
져오는 동태적 파급효과를 참고로 고용정책에 대한 함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waguchi and Murao (2014)의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료특성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연구방향을 설계하였다.

Ⅲ.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과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본 연구의 목적인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추정하기에 앞서, 과연 이러한 분
석이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정책에 과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짚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일 것이다. 만약 추정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이 크다
하더라도 현실의 청년실업률이 양호한 상태이고 실직상태인 청년의 취업성공
소요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 연구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14) 이병희(2003), 남기곤(2009), 강순희․안준기(2010), 이시균․양수경(2012), 남재량․김세움(2013), 강순희
(2016)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요셉(2017)을 참조바란다.
15) 남재량(2008),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 김혜원․김성훈․최민식(2008), 김혜원(2015)
16) 유경준(2004), 정동일․권순원(2016)
17) Yoo and Kang(2012), 박윤수․김세익(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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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청년실
업률 수준은 10%를 상회하며,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취업에 성공
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년층 비율은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3년 이
상의 경우도 2015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현되고 있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단절되는 기간이 길어지
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장기
추이(시계열)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전반적 수준을 간략히 살펴본다. 각국
청년 실업률의 시계열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고실업 청
년세대의 이력효과가 존재한다면, 과연 어느 세대에서 동 이력현상이 두드러질
것인지 추측해 보고 보다 시의적인 청년실업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본다는 측면
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비교 필요성, 이력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에 해당하는 21개국으로 한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OECD 선진 21개국으로 자료를 한정하는 것은 분석대상국

<Figure 1>

1)

Elapsed Time for the First Employment of Youth in Korea
(After Graduation or Dropout, Share)

Note : 1) 15 to 29 year-old
Source : Supplement result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or the young
population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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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제발전 단계, 생산기술 수준, 부가가치 창출구조, 생산요소 활용도 등에서
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변수 등을 반영한 이력효과 추정이 의미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청년실업률 추이
먼저 OECD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방식(15~24세)에 따라 계산된 전체 청년실
업률을 1985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간자료로 살펴보았다. <Figure 2>에서 보
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OECD 35개
국18) 평균 수준보다 약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
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판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OECD 평
균자료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위기 및 경제구조 취약
등으로 고질적으로 높은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국별로 실업급여 지급수준, 직업훈련 지원정도 등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청년실업의 자연적 수준
(natural level)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
야 할 부분이다. 물론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재정 및 경제위기
를 겪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청년실업이 크
게 개선된 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경제국의
청년실업률 또한 2010년대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악화는 두드러져 보인다.19)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 대졸 등 고학력 선호, 취업스팩 경
쟁 등으로 청년층의 실제 노동시장 진입이 25~29세에도 활발히 일어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OECD와는 달리 15~29세까지의 청
년실업률을 공식 통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15~24세 청년실업률과 비교하
여 <Figure 3>에 나타냈다. 2010년 이전까지 15~29세 실업률은 OECD의 청년
실업률(15~24세)과 추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며 약 2~3%p 낮은 수준이
18) OECD 가입국 37개국중 2018년에 신규로 가입한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제외하였다.
19) 본 연구의 분석대상국인 OECD 선진 21개국의 청년실업률 연도별 추이(전체, 남녀 구분)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설명은 김남주(2018)의 <부록 A, B>를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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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두 실업률간 격차는 25~29세 청년실업률이 크게 상
승한 영향으로 약 1%p 내외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25~29세 남성 청년의 가파
른 실업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남성의 경우, 15~29세 실업률이 15~24세 실업
률보다 최근 들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Figure 2> Youth(15 to 24 year-old) Unemployment Rates in OECD
Countries(Annual)

Source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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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Youth Unemployment Rates in Korea by Age Definition(Annual)
<All>

<Male>

<Female>

Note : The unemployed were surveyed on job-search for 4 weeks standard(1 week standard prior
to 2000)
Source :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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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실업률은 각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경제상황이나 산업구조, 각종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등이 서로 다른
데 기인한다. 이중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은 사회에서 합의된 수준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제시스템으로, 직접적으로 노동의 수요․공
급 결정에 영향을 미쳐 모든 연령층의 실업률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8가
지를 기준으로 각국별 제도 및 정책환경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보호 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측면이 있다. 따라
서, 각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고용보호(또는
근로자 권익보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0)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
수의 명칭, 평가범위,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①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GDP,
0~100%) : 고용지원 공공서비스, 직업․직무훈련, 채용․고용유지․창업 지원, 보호대상 근로
자층 보조금 등과 관련된 지출액의 명목GDP 대비 비율
② 고용보호법제화 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0~6점) : 정당해고 요건, 해고
통지절차․공지기간, 퇴직급여, 부당해고 보상, 복직, 계약근무․임시고용 요건, 집단 정리
해고 등에 관한 추가적 법률규정의 엄격성
③ 노조조직률(Union Density, 0~100%) : 전체 근로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자 비중
④ 단체협약 적용률(Union Coverage, 0~100%) : 전체 근로자 대비 단체협약 적용대상자
비중
⑤ 임금협상 상급단체 집중도(Bargaining Centralization, 1~5점) :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는
협상단계의 중앙집중화 정도(개별 기업․사업장별 1점, 산업별 3점, 중앙기구 5점)
⑥ 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5-year Benefit Replacement Rate, 0~100%) : 실업前 평균임금
대비 5년간 지급되는 평균 실업급여의 비율
⑦ 최저/중위임금 비율(Minimum/Median Wage Ratio, 0~100%)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의 비율
⑧ 조세격차(Tax Wedge, 0~100%) : 고용주가 고용시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
제 받는 임금간의 차이

20) 다만, 조세격차가 높다는 것은 고용주 부담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간에 차이가 커서 실
질 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환경이 제약된다는 측면도 있으나, 그만큼 높은 세금부과
가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 성격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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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중에서 청년층의 구직 및 취업시 이들의 권
익보호와 관련성이 큰 대표적 제도 및 정책은 바로 적극적 노동정책지출(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이다. 동 항목은 일자리 소개 등 관련 서비스, 직업
훈련, 고용 및 창업 인센티브, 직업재활,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정부가 얼마나 정
책적 배려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 지출이 아닌 특정 목
표계층(실업자 또는 고용지원층)에 대한 특수목적 지출만을 의미한다. 경제규모
가 커질수록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규모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명목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관련 지출을 통해 정부가 고용보호(근로
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1)
한편,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중 한 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으로 자주 논
의되는 것은 고용보호법제화(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이다.
동 지수는 ① 근로자의 정당해고 ② 임시형태의 고용 ③ 집단해고 관련 추가
요건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되며, 21개 기초항목을 각각 평가․합산한 후 점수화
한 것으로 6점에 가까울수록 법령규제를 통해 고용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개인․집단해고지수(EPRC)의 Version 1을 대상으로 한다.22)
<Figure 4>는 198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중 평균값을 중심23)으로 OECD
선진 21개국의 명목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 고용보호법제화지수
(개인․집단해고지수 Version 1), 노조조직률, 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 등 노동시
장 제도 및 정책 변수 8가지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고용보
호 정도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OECD 선진 21개
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력조정, 해고 등에 관한 고용보호법제는 덴마
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고용보호가 강한 북유럽 국가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되
어 있으나, 근로자의 권익보호․경제적 안정 등과 관련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미국, 캐나다 등 고용보호에 소극적인 영미계 국가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남주(2018)의 <표 Ⅲ-2, 3>을 참조바란다.
2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남주(2018)의 <표 Ⅲ-4>를 참조바란다.
23) 이는 OECD가 제공하는 8가지 제도 및 정책 변수자료가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존재하는
시기가 2013년까지이고, 한 나라 안에서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변화가 매우 점진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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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Advanced OECD 21 Countries
(Average Level between 1985 and 2013)

* 8 countries with no data are excluded

Source : Nickell(2006),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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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OECD 선진국들은 각국이 상정하는 고용보호 정도에 맞게 노동
시장 제도 및 정책들을 어느 정도 통일된 체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24)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제도 및 정책운영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
재하고 있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은 엄격하지만 경제적 안정 등과 관련
된 실업시의 임금보전, 취업지원 등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제도 및 정책간 조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방향의 불일
치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청년들 또한 조기 취업을 통
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고용보호가 강한 1차 노동시장25)에 진
입하기 위해 직업탐색기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청년실업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Ⅳ.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관한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hysteresis)가 존재할 수
있는지(시계열분석)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패널분석)를 추정해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실업률의 분기 시계열자료(1999.3/4 ~ 2018.2/4분
기, 계절조정)를 이용한 단위근 검정 분석을 통해 이력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본다. 물론, 본 연구의 핵심은 이후의 패널분석에서 상정하는 청년기 이후
의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이력현상이며 그 크기가 노동시장 제도 등 구조적 요
인들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각국별․시점
별로 다르겠으나 그 성격상 한 국가내 시점별 변화는 간헐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여 청년실업에
이력현상이 크다면, 세대를 달리하는 청년실업률의 시계열 변화에도 상당한 지
속성이 관찰되어 장기적 평균 수준에서 벗어난 이후 신속하게 평균으로 회귀
하지 못하고 전기의 실업률 수준에서 움직이려는 경향(strong persistence)을 보
일 것인데, 적어도 이는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이력현상 논의가 충분히 유의미
하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실업률이 단위근을 가지는 불안정적
(non-stationary) 시계열인지를 검정해 보는 것이다.26)
24) <Figure 4>에 대표적으로 핀란드와 미국을 표시하였다.
25) Doeringer and Piore (1971) 등에 따르면, 1차 노동시장(primary sector)은 임금과 직업의 안정성이 높
고 근무환경이 양호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26) 이는 청년실업률( )이        (   )의 확률과정을 따른다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
을 따르게 하는 여러 가능한 요인들(구직자의 탐색기간 및 구직자수 변화, 기업의 고용수요 변화
등)중 하나로 이력현상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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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년 이후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이력현상 크기 추정은 연령층별
실업률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 국가패널 연간자
료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27)

1. 시계열적 특성 분석
가. 청년실업률의 분기별 추이
먼저 OECD 청년실업률(15~24세)의 분기 추이를 살펴보았다. 앞장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분기 자료를 이용한 것은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취업이
몇년 내에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이력현상이 작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데
는 분기자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청년정
의에 따른 실업률이 분기 계절조정 자료로는 남녀로 구분되지 않아 전체 청년
실업률을 사용하였다.
<Figure 5>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기준(15~24세) 청년실업률의 경우 우리
나라는 장기평균으로 비교적 빠르게 회귀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실업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장기평균 이상으로 높
아진 청년실업률이 다시 회귀하는데 20분기 이상이 걸리는 현상이 관측된다.
또한, 최근 들어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는 청년실업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동 현상을 추세변화의 영향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의 청년실업률 추이가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케 하
는 결과이다.28)
그러나, 군복무 등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25~29세 연령층을 포
함하도록 청년층을 확대해 보면, 앞서의 결론은 다소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Figure 6>에서 통계청 자료로 본 우리나라의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 추
이를 15~24세 청년실업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 3
분기 이후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장기평균으로의 회귀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크게 우려되
지 않았던 이력현상의 문제가 최근의 청년실업 악화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
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29) 따라서, 이하에서는 시계열의 안정성 분석을 통해
27) 분기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은 Bella et al. (2018), 국가패널 연간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은
Kawaguchi and Murao (2014)를 참조하였다.
28) OECD 선진 21개국의 청년실업률 분기별 추이(전체)는 <부록 A>를 참조바란다.
29) 이외에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탐색적 실업증가, 2008년 정점(83.3%)을 보였던 대학진학자들의 노
동시장 진입 등과도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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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Youth(15 to 24 year-old) Unemployment Rates in OECD Countries
(All Gender, Quarterly)

Source : OECD(Germany from 2005.1q due to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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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Youth Unemployment Rates in Korea by Age Definition
(All Gender, Quarterly, Seasonally Adjusted)

Source : OECD(15 to 24 year-old), Statistics Korea(15 to 29, 20 to 29, 15 to 19 year-old)

청년실업률이 이력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계열인지 여부를
단위근 검정을 통해 점검해 본다.

나. 청년실업률에 대한 단위근 검정
청년실업률이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인지를 계량적 분석기법을 통해 확인
하기 위해, 먼저 각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 분기자료에 대해 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청년실업률의 수준변수
와 1차 차분변수에 대해 각각 단위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상수항만 포함시킨 경우와 상수항 및 추세를 함께 포함시킨 경우로 나누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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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F Unit Root Tests for OECD Youth Unemployment Rates
(15 to 24 year-old, Quarterly, Seasonally Adjusted)
H0 : Unit root exists in the variable2)
Country

No. of
Obs1)

Australia

74

Level
-1.893

Changes
-5.160***

Level
-1.966

Changes
-5.116***

Austria
Belgium
Canada

73
73
74

-2.381
-2.608*
-1.868

-7.423***
-7.473***
-4.311***

-2.360
-2.467
-1.820

-7.470***
-7.546***
-4.332***

Denmark
Finland
France

73
73
59

-1.422
-2.671*
-2.094

-5.988***
-6.148***
-4.406***

-1.738
-2.652
-2.092

-5.966***
-6.110***
-4.497***

Germany
Ireland
Italy

51
73
73

-2.889**
-1.202
-0.822

-4.528***
-3.402***
-4.506***

-2.275
-0.521
-1.619

-5.096***
-3.574**
-4.471***

Japan
Korea
Netherlands

74
74
71

0.528
-4.546***
-1.339

-6.891***
-7.600***
-4.746***

-1.415
-4.494***
-0.552

-7.200***
-7.649***
-4.802***

New Zealand
Norway
Portugal

74
71
73

-1.245
-1.896
-1.439

-6.822***
-7.210***
-3.993***

-1.265
-2.013
0.344

-6.773***
-7.164***
-4.262***

Spain
Sweden
Switzerland

73
67
31

-1.222
-2.006
-3.446***

-2.105
-5.007***
-4.807***

-1.202
-0.923
-3.691**

-2.120
-5.541***
-4.714***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73
74

-1.024
-1.128

-4.369***
-3.071**

-0.345
-0.719

-4.565***
-3.353*

With constant

With constant & trend

Notes: 1) From 1999.3q to 2018.2q, depending on OECD data availability
2) */**/*** means that the null hypothesis can be rejected at 10/5/1% level
Source : OECD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의 수준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H0)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청년실업률이 평균수준으로 회귀하는
속성보다는

전기의

청년실업률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불안정적

(non-stationary) 시계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악화 등으로 청
년실업이 평균수준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이후 경기호전에도 청년실업이 신속
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이력현상
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실업률의 1차 차분변수는 스페인을 제
외한 모든 국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안정적 시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5~24세 청년실업률 수준변수가 상수항, 상수항 및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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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모두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 시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5>의 그래프 추이에서 설명된
특징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평균수준으로의 회귀
성이 강하여 이력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25~29세가 포함되도록 청년층을 확장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Table 2>의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15~29세 및 20~29세 청년실업률의
수준변수는 상수항만을 포함한 단위근 검정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
설(H0)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상수항 및 추세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도 귀무가설
기각의 유의수준이 15~24세의 1%에서 5%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
라의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은 단위근을 가져 전기의 수준에 크게 영향
을 받는 불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에 있어서는 25~29세 연령층이 시계열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포함여부에 따라 청년실업률에 대한
분석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이력현상을 분석할 때, 25~29세의 청년층은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15~19세의 연령층은 높은 진학률이 두드러진 계층이므로 통상적으
로 노동정책의 주 대상은 아니다. 시계열적 특성도 <Figure 6>, <Table 2>에서
나타나듯 상당히 이질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 등 고학력 선호경향이
강해 OECD 선진국에서와 같이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한 청년계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이력현
상은 20~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ADF Unit Root Tests for Korea Youth Unemployment Rates
(By Age Definition, Quarterly)

Age Definition

No. of
Obs

H0 : Unit root exists in the variable
With constant

With constant & trend

Level

Changes
***

Level

Changes

**

-6.812***

15 to 29

74

-2.178

-6.781

20 to 29

74

-1.715

-6.661***

-3.890**

-6.692***

***

-9.519

-4.569

***

-9.489***

-7.600***

-4.494***

-7.649***

***

15 to 19

74

-3.537

15 to 24(OECD)

74

-4.546***

-3.856

Note : */**/*** means that the null hypothesis can be rejected at 10/5/1% level
Source : Statistics Korea(seasonally adjusted) from 1999.3q to 2018.2q for 15 to 29, 20 to 29,
and 15 to 19 ye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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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 회귀분석
이제 청년실업이 가져오는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 회귀분석으로 추정한다.
이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중․장년 연령층에 도달한 경우에
도 다른 세대에 비해 얼마나 더 높은 실업률을 겪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력현상 추정의 왜
곡을 방지하기 위해 남성 청년층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한다.30) 따라서, OECD
선진 21개국의 연령층별(5년 단위) 남성 실업률과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
책 변수로 국가패널 연간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은 OECD가 제
공하는 1985~2017년까지 연간 연령층별(20~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실업률,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는 Nickell (2006) 및
OECD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1985년~2013년까지의 분석기간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다른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을 20~29세로 정의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25~29세가 청년 고용시장의 핵심계층이라는 점과 다른 OECD 국가의 핵심 청
년층(20~24세)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국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변동이 매년 발생하기 보다는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국가별 기간중 평균을 통해 전반적인 제
도 및 정책환경 차이에 의한 이력현상의 크기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
로 보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즉, 본 논문은 국가별로 상이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전반적 수준이 이력현상의 크기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
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
량모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31)
추정에 필요한 패널 회귀분석 모형은 Kawaguchi and Murao (2014)를 참고하
여 결과해석의 편리성과 각국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차이 비교가 용
이한 평균제거(demean) 형태로 구성하였다. 식(1)에 나타난      는 각 연령층
더미변수(    )가 존재함에 따라 벡터 형태를 띄게 된다. 이 경우, 각 연령층
더미변수에 상응하는  의 원소값은 각국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
30)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인적자본 축적기회 상실이라는 점에서는 이력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
나, 구직활동 중단 등을 통해 非경제활동 계층으로 이탈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도 분석기간중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변화해 온 관계로 청년층의 연령정
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하였다.
31) Kawaguchi and Murao(2014)에서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는 기간중 평균값을 사용하고 청년층
을 15~24세로 정의하였다. 평균값 대신 원래의 각 시점별 제도 및 정책 변수값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결과에 큰 질적 차이는 없었다. 모형 설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B>를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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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까지 추가로 반영하여 추정된 것으로, 각 연령층의 실업률(   )에 청년기
경험 실업률(     )이 미치는 이력효과를 나타내게 된다.32) 즉,   은 노동시
장 제도 및 정책 변수가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수준인 경우(    
  )
추정되는 이력효과를 의미하며,   는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가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수준과 다른 경우(   ≠ 
  )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이력효과를 나타낸다.
역시 벡터 형태인    는 특정 연령층(  )이 시간경과에 따라 소속 연령층
(    )이 변하면서 각 연령층의 실업률(   )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
주는 계수이다. 다만,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의 수준에 따라 정책효
과가 나타나는 주 연령층이 달라질 수 있어, 이점까지 고려하여 소속 연령층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33)  은 특정 연령층(  )의 소속
연령층 변화가 가져오는 실업률(   ) 변동효과로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가 OECD 선진 21개국 평균수준인 경우이며,  는 평균에서 벗어
난 경우를 구별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      ×    
  ×    
(1)

           ×    ×  
       
    ×    ×    
  ×         
   : 연령층(  ), 국가(  ), 연도(  )별 실업률
   : 각 코호트가 어떤 연령층(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에 도달했는지
를 나타내는 연령더미 벡터

  : 국가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분석기간중 평균값
     : 각 국가의 특정 연령층(  )이 청년기(20-29세)에 경험한 실업률

  : 국가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분석기간중 평균값(   )의 OECD
분석대상국 전체 평균


    : 각 국가의 연령층이 경험한 청년기(20-29세) 실업률(      )의 분석기간
중 OECD 분석대상국 전체 평균

  : 같은 국가내 모든 연령층(  )에서 동일한 국가-연도 복합고정효과(composite
fixed-effect)
(가정) : 연령-연도 복합고정효과는 없음. 즉, 특정년도에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만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충격은 없음
32) 5년 단위로 묶여 제공되는 연령층 실업률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장 최근년도 출생자를 기준으로
청년기 실업률을 매칭하였으며 이는 Kawaguchi and Murao (201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
다. 예를 들어, 2000년에 40~44세 연령층이 청년기(20~29세)에 경헙한 실업률은 가장 최근 출생자
인 40세를 기준으로 20년前인 1980년에 기록된 20~29세 실업률을 사용한다.
33) Kawaguchi and Murao (2014)는 이러한 형태로 들을 추정하는 부분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
우, 변수누락편의(omitted variables bias)가 발생하여 의 추정치가 영향받게 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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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식(1)의 모형에 대해 연도-국가 복합고정효과(composite fixedeffect)를 도입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34) 모형분석 과정에서는 8가지 노동
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를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이력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
(ALMP%), 고용보호법제화 지수(EPL)에 대해 유의미한 이력효과가 추정되었
다.35) 따라서, 이 둘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과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먼저,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GDP 대비
비율(ALMP%)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로 사용한 분석결과를
<Table 3> 추정결과(1)에 제시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기준 연령층(reference
cohort)을 30~34세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
다.

한

국가의

ALMP%

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

(     
    )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30~34세 연령층이 청년기에
경험한 실업률이 1%p 더 높다면 이들의 30~34세 실업률은 이력효과로 인해
0.083%p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36) 마찬가지로 35~39세, 40~44세, 45~49세 연
령대에서의

이력효과를

계산하면

각각

0.018%p(=0.083 - 0.065),

0.014%p(=0.083 - 0.069), -0.001%p(=0.083 - 0.084)로 추정된다. 40대 중반까지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나타나고 추정계수 또한 상당히 유의하여 청년기
(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일수록 이후의 30~34세, 35~39세,
40~44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이력현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한 국가의 ALMP% 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과 다른 경우
(     
  ≠  ), 해당 국가에서 30~34세 연령층이 청년기에 경험한
실업률이 1% 더 높다면 30~34세 실업률은 이력효과로 인해 0.083%p +

  ) 높아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평균
(-0.132%p)×(     
ALMP%는 0.23, OECE 선진 21개국 평균 ALMP%는 0.71이므로, 우리나라에
서 30~34세 연령층이 경험한 청년기 실업률의 1%p 상승은 이들의 30~34세 실

34) 복합고정효과(composite fixed-effect) 패널분석에 대해서는 Laszio et al. (2015)를 참조바란다.
35) 여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경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의한 수치더라도
거의 0에 해당하는 등 이력효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러 제도 및 정책
변수를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도 분석결과에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36) 즉, ∆
 이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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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을 0.146%p[=0.083 + (–0.132)×(0.23-0.71)] 높이게 된다. 또한, 35~39세 연
령대에서는 0.035%p[=0.083 + (–0.132) ×(0.23-0.71) + (-0.065) + (0.097)×(0.23-0.71)]
의 이력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40~44세, 45~49세 연령
대에서의 이력효과는 각각 0.019%p, 0.005%p로 나타나는데, 40대 중반 및 후
반에까지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실업
자가 1,000명 증가하는 경우에 이들이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에
도달하면 각각 146명, 35명, 19명, 5명이 이력효과로 인해 여전히 추가적인 실
업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결과 상․하위 5개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
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결과였다. 우리
나라는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GDP 대비 규모가 스웨덴, 독일,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아 청년기 이후 10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이력현상을 보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규모를 점진적
으로 이들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EPL)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다음으로, 고용보호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EPL)를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로 사용하였다. 식(1)을 추정하여 도출된 결
과는 <Table 3>의 추정결과(2)에 제시되어 있다. 한 국가의 고용보호법제화 지
수의 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수준(    
   )인 경우, 해당 국
가에서 30~34세 연령층이 청년기에 경험한 실업률이 1%p 더 높다면 이들의
30~34세 실업률을 이력효과로 인해 0.049%p 더 높아진다. 35~39세, 40~44세,
45~49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실업률 1%p 상승의 이력효과는 각각
0.004%p(=0.049 - 0.045), 0.004%p(=0.049 - 0.045), -0.006%p(=0.049 - 0.055)로 추
정되며, 결과적으로 40대 중반까지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력효과의 추정계수 또한 유의하여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
험한 세대일수록 이후의 30~34세, 35~39세, 40~44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업률
이 높은 이력현상이 존재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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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nel Regression on the Hysteresis Effect of Youth Unemployment
Dependent: Annual unemployment rates
of cohort matched with age dummy(%)
Explanatory
(Base age cohort : 30 to 34 year-old)
   
    



×    

   
Coef Estimate(1)

0.083***

   
Coef Estimate(2)

0.049**



-0.065***



-0.045***

   ×    
    
   ×    
    

 
       ×    

 
       ×     ×    

 
       ×     ×    

 
       ×     ×    



-0.069***



-0.045**



-0.084***



-0.055***



**



0.066***

   
   

  

  

-0.132



0.097**



-0.051***



0.121*



-0.067***



0.120*



-0.083***



-0.905***



-0.912***



-1.222

***



-1.235***

-1.201

***



-1.216***

   



    ×    
 
    ×    
 



0.017



-0.174***



0.205



-0.230***

    ×    
 



0.134



-0.232***

Year-Country fixed effect(   )

-

포함
6.253***
0.61
1,549

-

포함
6.275***
0.62
1,549



constant
R2
No. of Obs(N)

Note : */**/*** means that the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10/5/1% level(Clustered S.E.)

한 국가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의 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수준과

 ≠  )에 대해서도 앞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상․하위
다른 경우(    
5개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고용보호법제가 엄
격한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이 더욱 뚜렷해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고용보호법
제의 수혜층이 旣취업한 근로자이므로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층에게는 非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은 상당한 수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호법제화(EPL) 수준에 따라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정도가 다
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고용보호법제內에 청년층의 고용을 특
별히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청년친화적(Youth-friendly) 방향으
로 관련 법제도를 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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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the Hysteresis Effect of 1%
Increase on Youth(20 to 29 year-old) Unemployment Rates on
Post-age Outcomes(insti=ALMP%)
(%, %p)
Ave. ALMP △Unem.
△Unem.
%
Rate
Rate
(0~100%) (30 to 34) (35 to 39)

Top 5
Countries

Bottom 5
Countries

△Unem.
Rate
(40 to 44)

△Unem.
Rate
(45 to 49)

Sweden

1.622

-0.038

-0.014

0.004

-0.012

Denmark

1.529

-0.026

-0.011

0.005

-0.011

Netherlands

1.188

0.019

0.001

0.009

-0.007

Finland

1.011

0.043

0.007

0.011

-0.005

Germany

1.004

0.044

0.008

0.011

-0.005

Australia

0.369

0.127

0.030

0.018

0.003

United Kingdom

0.356

0.129

0.030

0.018

0.003

Japan

0.269

0.141

0.033

0.019

0.004

1)

1)

Korea

0.231

0.146

0.035

United States

0.173

0.153

0.037

0.019

1)

0.020

0.005
0.005

Note : 1) With active labor market policy, 1,000 persons increase on the young unemployed
can be led to remain 146, 35, and 19 persons still unemployed additionally at the
age of 30~34, 35~39, and 40~44 by the hysteresis effect

<Table 5>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the Hysteresis Effect of
1% Increase on Youth(20 to 29 year-old) Unemployment Rates
on Post-age Outcomes(insti=EPL)
(Point, %p)

Portugal
Top 5
Countries

△Unem.
Ave. EPL
Rate
(0~6 point)
(30 to 34)
4.523
0.208

△Unem.
Rate
(35 to 39)
0.040

△Unem.
Rate
(40 to 44)
0.002

△Unem.
Rate
(45 to 49)
-0.047

Netherlands
Italy
Spain

2.918
2.759
2.747

0.102
0.092
0.091

0.016
0.014
0.013

0.003
0.003
0.003

-0.020
-0.017
-0.017

Sweden
Ireland
Australia

2.698
1.399
1.322

0.087
0.002
-0.003

0.013
-0.007
-0.008

0.003
0.005
0.005

-0.016
0.006
0.007

1.170
0.921
0.257

-0.013
-0.030
-0.074

-0.010
-0.014
-0.024

0.005
0.005
0.006

0.010
0.014
0.026

2.668

0.0861)

0.0121)

0.0031)

-0.015

Bottom 5
United Kingdom
Countries
Canada
United States
Korea

Note: 1) With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1,000 persons increase on the young
unemployed can be led to remain 86, 12, and 3 persons still unemployed additionally
at the age of 30~34, 35~39, and 40~44 by the hysteresis effect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121

Ⅴ.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는 2000년대 이후 10% 내외의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 병역의무 등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기에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면서 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이후 연령기에서도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
는 이력현상(hysteresis)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의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정도에 따라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다르
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해 청년실업의 이
력효과를 추정해 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성이 큰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선진 21개국의 연령층
별 실업률 및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
상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크기를 추정하는 시계열 및 국가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로 인
한 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청년층을
20~29세로 조정하고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5~24세) 추이는 2012년 이후 OECD 평균 청년실업
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두
드러진다. 특히, 최근에는 2010년 이후 25~29세 남성 청년실업률이 크게 상승
한 영향으로 15~29세 전체 청년실업률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 OECD 선진 21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각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에서 상정하는 고용보호 또는 근로자 권익보호의
수준이 주요 OECD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및 정책 변수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기업들의
신규고용 기피, 청년층의 1차 노동시장 선호와 직업탐색기간의 장기화를 가져
와 청년실업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청년실업률에 이력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계열의 단위근 검정
으로 간략히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는 단위근
이 존재하였다. 이는 청년실업률이 평균수준으로 회귀하는 속성보다는 전기의
청년실업률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불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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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하면, 청년실업이 평균수준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이후 경기회복
에도 청년실업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중 하나로 이력현상이 제시될 수 있
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5~24세 청년실업률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
정적 시계열이었다. 그러나, 25~29세를 포함하는 15~29세 및 20~29세 청년실
업률은 단위근이 존재하여 전기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불안정적 시계열
이 되며 이력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여 청년실업률(20~29세)이 가져오는 이력현상의 크
기를 패널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취업교육, 직무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보다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
행연구들의 결과가 여전히 적용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對GDP비율(ALMP%)이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고 고
용보호법제화 지수(EPL)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측면이 있어 청년실업의 이력현
상이 상당 규모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보다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내실
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
에 대한 지출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고용보호법제內
에 청년층의 고용을 특별히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청
년층에게 보다 친화적인(Youth-friendly)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남성
층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청년층을 군복무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을 고려하여 20~29세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층 연령조정을 다른
OECD 국가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정하지 못한 것은 분명
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제전체에서 발생하는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를 국가패널 거시자료로 측정하였는데, 통상 개인에
게 일어나는 이력현상의 추정을 위해서는 미시패널자료와 개인의 인적자본 특
성을 통제하는 설명변수들을 추가로 도입하는 미시자료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경제전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력현상의 갭(gap)을 살
펴보는 것도 흥미로워 보인다. 이는 거시자료상 연령층 실업률이 5세대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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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공표되기 때문에, 1세대에서 일어나는 이력효과가 희석되어 추정되는 한
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각국별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자료까지 추가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
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성실업의 이력효과와
경력단절 효과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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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Youth(15 to 24 year-old) Unemployment Rates in Advanced
OECD 21 Countries(All Gender, Quarterly)

Source : OECD(France from 2003.1q, Germany from 2005.1q due to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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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Youth(15 to 24 year-old) Unemployment Rates in Advanced
OECD 21 Countries(All Gender, Quarterly) (Continued)

Source : OECD(Netherlands and Norway from 2000.1q due to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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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Youth(15 to 24 year-old) Unemployment Rates in Advanced
OECD 21 Countries(All Gender, Quarterly) (Continued)

Source : OECD(Sweden from 2001.1q, Switzerland from 2010.1q due to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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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패널 회귀분석 모형의 분석방법론 개관 및 세부 설정
사회진출기의 청년층이 경험한 실업률이 이후의 실업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력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특정 연령층의 실업률을 다음과 같이
3원 고정효과(three-way fixed effect)와 고유충격으로 분해한다.
(A)

               

여기서, 연령층(  ), 국가(  ), 연도(  )별 실업률(   )은 ① 모든 국가에서 동일
한 연령-연도 충격(   ) ② 모든 연도에서 동일한 연령-국가 충격(   ) ③ 같은
국가내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한 국가-연도 충격(   ) ④ 연령-국가-연도의 고유
충격(    )으로 구성된다. 매년 관측되는 각 연령층의 실업률 변동패턴이 노동
시장의 고용보호(경직성) 정도를 반영하는 제도 및 정책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음을 가정하면 패널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으며, 본
문 식(1)은 이를 평균제거(demean)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   ×           ×    ×   ×      
 




(B)

 


(가정)     : 특정년도에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만 모든 국가에서 동일
하게 발생하는 충격은 없음(상정하기 어려움)
* Kawaguchi and Murao(2014)의 분석방법론을 준용
본문 식(1)에 나타난 청년기 경험 실업률의 demean항(     
    ), 각
국별 평균 제도수준(    ) 사용, 국가 고정효과 미도입 등은 다음 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Table 4>와 <Table 5>에서와 같이 국가별
노동시장 제도수준 차이가 이력현상 크기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
다는 점이므로, 이를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모형의 변
수를 변환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계수(     )를 해석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방
식으로 정책적 함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각국별 평균 제도수준(    )에서 전
체 제도평균( 
   )의 demean항(     
   )을 사용하였다. 즉, 한 나라의 전
반적인 제도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 평균수준과 다르면 이력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오랜 세대의 자료를 걸쳐 본 것이다. 물론, 각국의 시점별 제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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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을 그대로 반영한 demean항(      
   )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
나, 이 경우 추정된 계수를 이용한 해석은 한 나라의 특정연도 또는 특정기간
의 제도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 평균수준과 다르면 이력효과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보는 것이 되는데, 이를 <Table 4>와 <Table 5>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보여주는 데에는 시점 선택 등 다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노
동시장 제도변수의 경우 각국간의 차이는 큰 반면, 각국내 시계열 변화는 상당
히 경직적이고 간헐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패널자료의 총변이(= 개체간 차
이 + 개체내 시간변화)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개체간 차이만에 집중하는 본
연구의 설정이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 상실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식(1)에서 제도변수에 관한 demean항(     
   )을 사용하게 됨으로
    )가 아니
써, 각국의 세대별 청년기 경험실업률의 demean항을 (     
    )로 하게 되는 경우, ( 
    )항과 (    )항 간의 공선성
라 (     

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즉, 자료상 청년실업률이 원래 높은 국가들과
낮은 국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원인중 상당 부분이 노동시장 제도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의 평균적 제도수준(    )이 변하면
해당 국가의 평균적 청년실업률(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
론, 
    대신 OECD 선진 21개국의 전체평균 청년실업률( 
    )을 사용한
다고 하여 이러한 공선성이 해소되지는 못하지만,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도 복합고정효과(   )는 도입하였으나, 국가 고정
효과(  )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 고정효과를 도입하고 각국별․시점별 제
도변화(      
   )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Angrist and Pischke(2008)이
지적한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서의 희석편의(Attenuation bias)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즉, 일례로     의 하나인 고용보호법제지수의 경
우, 이는 OECD의 담당자가 각국의 법령 변화를 나름 평가하여 점수화하는 것
인데, 실체적 변화와는 달리 평가자의 시각변화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측정오
차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오차로 인한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는
    와 고정효과를 가정하여 추정계수의 희석편의에 자유롭지 못한 것보다

는,    를 사용하고 고정효과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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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Hysteresis in Youth
Unemployment
Namju Kim*
Initially entering into the job market during hard times with unfavorable market
institutions has a persistent, negative effect on young workers’ subsequent
employment. This paper analyzes hysteresis in youth unemployment by using a
composite fixed-effect panel data model. Data sets for the age-cohort unemployment
rate and for labor market institutions are constructed from OECD statistics from
21 advanced economies, including Korea, from 1985 to 2017, and are then
readjusted to match with th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market. In Korea, with a
less-aggressive stance 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a male worker who
experiences a one percentage point higher youth unemployment rate when he was
20- to 29-years-old has a 0.146 percentage point higher unemployment rate at the
ages of 30-to 34-years-old and a 0.035 percentage point higher unemployment rate
at the age of 35- to 39-years-old. These figures are larger than those in most
countries that have more aggressive spending schemes. These findings point out that
hysteresis in the Korean labor market can be mitigated by expan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more aggressively and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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