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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업훈련이 방식에 따라 청년취업률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시주체에 따라 크게 4가지
(공공/민간/대학/온라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결과에도 이질적인
(heterogeneous)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
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를 이
용하고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GP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훈련기관과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
즉 직업훈련 참여를 통한 평균취업률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고용
개선효과는 직업훈련방식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공공훈련기관, 대학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順
으로 취업률 제고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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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0년대 8%대 수준에서 2014년에 9%
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9.8%를 기록하였다. 대졸자들의 청년
실업률 역시 2000년대 7% 내외수준에서 2016년 9.6%로 상승하여 매우 높은 수준
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어서
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
고 있어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커다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높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고용회복을 위한 거시적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여러
미시적 노동정책들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하는데 필요한 거시적 경제활성화 정책은 정책시차,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그 효과의
유효성 및 시의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반 높
은 실업률을 경험한 이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의 일환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규
모 역시 확대해 왔다(Lechner, 2002). 우리나라 역시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다양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강순희 외, 2016).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획일적이기 보다는 직업훈련의 종류나 형태 측면에
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훈련방식에 따라 훈련효과 역시 상이함

<Figure 1>

Changes in the Unemployment Rate from 2000 to 2016
(Total)

(College Graduates)

Note: As shown in the figure above, the unemployment rate of youth in Korea has remained
at a very high level since 2000.
Source: Statistics Korea, 「Economic Activity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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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Lechner, 2002), 국내에서 진행된 직업훈련과 관련된 효과분석은 훈
련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훈련 참여여부에 국한한 분석에 한정되어 있
다(Lee and Lee, 2003; 2009; Choi and Kim, 2012 등). 따라서, 그간 청년층에 대
해 지원된 직업훈련의 방식별로 취업이라는 정책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노동정책의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
색해 보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
Lee and Lee (2005)는 우리나라의 행정DB에 매칭방법론을 적용하여 직업훈련이
여성들의 재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직업훈련이
오히려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무직 직업군에
서만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다. Lee and Lee (2009)는 Lee and Lee (2005)의
분석결과에 대해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위 결과들이 강건함(robust)을 확
인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직업훈련을 끝까지 마친 이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훈
련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반면 Lee and Lee (2003)은 분석대상에 처치집단
(treatment groups), 통제집단(control group)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 중도탈락자집
단(dropout group)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Lock-in 현상1)에 따
른 효과로 인해 직업훈련이 재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oe et al. (2015)은 우리나라 행정DB를 이용하여 중도탈락자들 또한 직업훈련기
간 동안 축적한 인적자본을 통해 재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이
한 점은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이진처치(binary
treatment)가 아닌 훈련기간을 연속처치(continuous treatment)로 간주하는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GPS)을 적용하였
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약 12~15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중도탈락자들에 있어서
는 취업률이 높아졌으며, 직업훈련 이수자는 중도탈락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보다
높지만 직업훈련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CIA) 하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Choi and Kim
(2012)는 직업훈련 참여의 내생성 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 1)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2)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FE), 3) 도구변수접근법(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IV)을 우리나라 행정DB에

1) 직업훈련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워 실업상태가 길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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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분석․비교하였는데, 직업훈련이 재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방법에 따
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상의 주요 연구들은 주로 재취업 성과(재취업률)
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유경준·강창희(2010)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직업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효과모형(FE)으로 추정한 결과보다 성향점수매칭법(PSM)으로
추정한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방식별로
취업률 제고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
석과 관련된 대표적 해외연구인 Lechner (2002)는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
을 통해 스위스에서 진행된 직업훈련이 재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직업훈련 프로그
램별로 나타날 수 있는 이질적인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각 개인이 참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질적인
직업훈련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처치를 다중처치(multiple treatment)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취업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
적으로 순위(ranking) 매길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중처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진처치의 경우보다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횡단면자료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2009~2013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방식에 따른 청년취업률 제고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실시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직
업훈련들이 노동시장성과(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질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 진행된 직업훈련 효과분석은 처치를 직업훈련 참여여부라는 이진처치
(binary treatment)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졸
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는 청년층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을 실시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이를 다중처치(multiple treatment)로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따라
2) 기존 이진처치의 경우 잠재적 훈련참가자들에게 훈련참가 또는 미참가의 선택만 주어졌다. 그러나 최근 직
업훈련이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진처치는 잠재적 훈련참가자
들의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Lechner, 2001; 2002).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Choi and Kim, 2012; 유경준‧강창희, 2010 등)에서 이진처치에 의한 직업훈련의 효과를 추정
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처치를 이진처치가 아닌 다중처치로 설정하여 잠재적 훈련참가자들의 선택가능성을 분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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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업훈련방식별 이질적인(heterogeneous) 직업훈련 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처치와 성과를
정의한다. Ⅲ장은 분석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Ⅴ장은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분석모형 설정
직업훈련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무작위로 결정되지 않고 대졸자 각 관측치들의 선택
에

의하기

때문에

교란요인들(confounding

factors)을

만들어내는

자기선택

(self-selec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회
귀분석방법론과는 차이가 있는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1.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직업훈련 참여와 같은 처치(treatment)는 무작위(random)로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성향점수매칭법
(PSM)은 일반적인 회귀분석방법론보다 처치가 무작위인 경우에 생성된 결과와 유사
한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ehejia and Wahba, 1999). 성향점수매칭법
(PSM)을 이용하여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취업률(고용가능성) 증가와 같은 처치효과
(treatment effect)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사실적인 성과(counterfactual outcome)를 추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만족될 수
있도록 성과변수와 처치변수에 영향을 주는 풍부한 설명변수(X)가 필요하다.

  ⊥         

(1)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란 관측치의 개인특성변수(   )를 적절히 통제(control)한다
면 처치와 성과가 서로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치별 개인특성변
수(   )3)를 충분히 통제하는 경우 처치(   ; 직업훈련 참여)와 성과(   ; 취업)가 서로
3) 성별, 직업훈련시 연령, 결혼 유무, 대학수학능력 백분위 점수, 고등학교 및 대학전공,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말한다. 이러한 변수들에 추가하여 개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이유 또는 특정 직업훈련에 참여를 결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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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임을 가정한다. 위 식 (1)에서     은 처치를 받은 경우(     )의 성과이
고,    은 처치를 받지 않은 경우(     )의 성과를 의미한다. 분석대상에 포함
된 모든 관측치(직업훈련 미참여자 포함)가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때 추정되는 평균
적인 훈련효과를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ATE)라고 하는데, 평균처
치효과(ATE)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효과가 배제된 순수한 표본 전체의 평균고
용효과를 의미한다.

             

(2)

   : 관측치가     일 때의 성과
   : 관측치가     일 때의 성과
이러한 평균처치효과(ATE)는 반사실적인 가상적 결과로서 실제 직업훈련 참여자
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상적 경우의 성과 및 실제 직업훈련 미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을 가상적 경우의 성과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한다. 한편 처치
를 받은 집단으로 한정된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reated,
ATT)는 아래 식 (3)과 같이 직업훈련 참여자들에 대한 평균처치효과, 즉 훈련효과
를 추정한다.

                                     (3)
여기서        은 실제 직업훈련 참여자(     )가 가상적으로 직업훈련
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평균적인 성과(취업여부)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관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통해 실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관
측치(     ) 중에서 가장 유사한 통제변수(   ) 정보를 보유한 자료와 가상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추정이 가능하다.

                   

(4)

위 식 (4)와 같은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분석자료에 주어진
여러 개인특성변수(   )를 풍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를
많이 포함할수록 어떤 관측치에서는 실현된 성과에 대응하는 가상적 관측치가 발견

등도 포함된다면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는 이
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특성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특성이 동질한 집단
인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므로 직업훈련 참여 이유 및 목적 등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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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curse of dimensionality)이 발생한다. 즉,
통제변수들이 많아질수록 처치집단의 관측치와 가장 비슷한 통제집단의 관측치를
찾을 때의 매칭조건이 너무 어려워 매칭법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osenbaum and Rubin (1983)의 성향점수 정리
(propensity score theorem)를 이용하면, 다차원으로 주어진 개인특성변수(   )를 모
두 통제하는 대신 1차원의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로 추정하여 변환한 뒤 이를
통제하면 된다. 즉, Rosenbaum and Rubin (1983)의 성향점수 정리를 활용한 식
(4) 및 (5)를 이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개개인을 비교할 때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관측치끼리 매칭함으로써 처치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5)

2.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GPS)
이러한 성향점수매칭법(PSM)은 처치가 이루러진 경우(     )와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 2가지로 구분하는 이진처치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기
존 선행연구들은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를 1,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직업훈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직업훈련별 이질적인
훈련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므로, 처치(직업훈련방식)가 여러 개인 다중처치로 설정된
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이진처치에 대한 성향점수매칭법(PSM)으로는
이러한 이질적인 훈련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처치로 인해 발생
하는 이질적인 처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s, GPS)을 이용한다.
처치를 다중처치로 설정할 경우 실제 특정한 처치(     )를 받은 관측치에 대
해 가상적으로 다른 처치(     )를 받았을 경우와 비교한 평균처치효과(ATT,    )
는 다음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 특정한 처치(  )를 받은 관측치에 대한 평균처치효과

   : 관측치가     일 때의 성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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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치가     일 때의 성과
여기서  은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을,  은 통제집단(control group)을 나타낸
다. 이진처치의 경우 처치집단은 직업훈련에 참여한 관측치로, 통제집단은 직업훈련
에 참여하지 않은 관측치로 구성된다. 반면 다중처치의 경우 처치집단은 특정한 직
업훈련(  )에 참여한 관측치로 구성된다. 그리고 통제집단(  )은 1) 직업훈련에 참여
하지 않은 관측치로 구성되거나, 2) 특정한 직업훈련(  )과는 다른 직업훈련에 참여
한 관측치로 구성할 수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직업훈련의 방식들(0=미참여 포함)
은 모두 (0, 1, 2, … , M)개 존재하며, 개별 관측치가 각각의 직업훈련에 참가하게
될 확률은 다음 식 (7)과 같이 개인특성변수(  )에 대한 다중선택모형(multinomial
choice model) 추정을 통해 얻은 계수값(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P r      
   
        ⋯       

(7)

    

   
P r      
        ⋯       
⋮
    

   
P r       
        ⋯       

    : 관측치가     인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사는 실제 처치(     )를 받은 관측치가 가상
적으로 다른 처치(     )를 받았을 때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식 (7)에서 구한 각 직업훈련 참여확률을 사용하여 각 관측치별로 두 개

(      )의 특정 직업훈련 간 상대적 참여확률에 해당하는 성향점수(      )

를 식 (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관측치가     인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

    : 관측치가     인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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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은 처치집단에 포함된 특정 관측치를 유사한 성향
점수를 가진 통제집단의 관측치와 매칭시키는 방법이므로, 위 식 (8)에 따라 각 관
측치별로 계산된 성향점수를 바탕으로 처치집단(  ) 관측치별 성향점수와 가장 유
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통제집단(  ) 관측치를 매칭시킨다. 통제집단에서 유사한 성향
점수를 가진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처치집단의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매칭이 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관측치에 대해 성과변수(     : 취업,

    : 미취업)의 평균을 비교하여 처치를 받은 관측치에 대한 평균처치효과
(ATT)를 추정한다.

3.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이라는 처치를 단순하게 참여 유무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
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방식별로 상이한 훈련효과가 존재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처치는 관측치들이 참여한 다양한 직업훈련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방식을 직업훈련 실시기관에 따라 ①공공훈련기
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 ②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rivate),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 ④통신강좌를 통한 훈련(online)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은 한국폴리텍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장애인고용공단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업 시행한 직업
훈련을 의미한다. ②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rivate)은 정부 및 공공훈련기
관에서 직접 시행한 직업훈련이 아닌 직업훈련법인이나 고용노동부지정시설, 사설
학원 등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이다.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은 정부가 직업
훈련을 모두 실시할 수는 없으므로 대학에 이를 위탁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④통
신강좌를 통한 훈련(online)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강좌를 통해 직업훈련을 실
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각각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수강대상, 국가의 지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훈련 실시주체에 따른 관리・감독의 효율성
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강사들의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4)

4) ②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은 전산세무, 컴퓨터활용능력 등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은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취업캠프나 면접준비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④통신강좌를 통한 훈련은 비대면 강좌의 장점을 충분히 활
용할 수 있는 어학강좌나 컴퓨터 관련 강좌 등이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
은 다른 직업훈련에서 실시되는 훈련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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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직업훈련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처치집단(treatment group)
은 각각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관측치로 구성하고 통제집단(control group)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관측치로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각각의 직업훈련간 처치효과
(취업성과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 특정 직업훈련에 참여한 관측치를 통제집
단, 그 외 직업훈련에 참여한 관측치를 각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5)

4. 성과에 대한 정의 및 처치효과의 추정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성과는 대학졸업이나 훈련시
작시점, 또는 훈련종료시점 이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는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6) 그러나, 훈련시작시점 또는 훈련종료시점 이후 12개월 이
내에 취업을 했는지 여부를 성과로 정의하게 되면, 훈련을 받지 않은 관측치를 통
제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할 경우 이들의 훈련시작시점 및 종료시점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처치집단과의 비교가 어려우며 각 직업훈련별 처치효과의 차이만이
분석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졸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는지 여부를 성과
로 정의하고, 4개의 직업훈련(public, private, college, online)을 다중처치로 구성하
여 통제집단인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관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직업훈련 방식별
청년취업률에 미치는 처치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4개의 직업훈련 중 ③대학에
서 실시한 훈련(college)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3개의 직업훈련과의 상대적
처치효과를 직접 비교한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5) 본 연구는 연구자에 의한 임의적인 자료처리를 지양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대학재학 중 실시된 관측치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지 않았다. 직업훈련이 졸업 이후에도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처치집단
의 성과변수를 훈련종료일(통제집단의 경우 대학졸업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설정하
였다.
6) 이는 훈련시간을 구직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연관이 있는데,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통상 성과변수를 다양하게 상정한 뒤 처치효과를 추정․비교하는 강건성 분석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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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이 조사하
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직업훈련이 청년층의 취
업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
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매년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패널조사
로 실시되지 않고 조사시점마다 조사대상자가 변경되는 횡단면조사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각 연도의 자료를 통합(pooling)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는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관심사
에 있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는
대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대졸자 중에서도 2∼3년제 대학 졸업자와 4년
제 대학 졸업자에 있어서 직업훈련 참여율 등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교육대학 졸
업자들은 교직 등 졸업 후 진로가 일반전공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 및 2∼3년제 대학 졸업자를 제외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들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자료에 포함된 관측치들이 학력이나 연령 등에 있어서 높은 동질성을 가
지므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이 참여한 직업훈련의 효과분석에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직업훈련 실시주체에 따라서 직업훈련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직업훈련별로 이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
한 분석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SM)의
일종인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을 사용한다. 이때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처
치효과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만족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에 참여 여부 또는 특정훈련의 참여결정은 내
생적으로 결정되고 이는 직업훈련의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게 한다. 처치효과를 추
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자료에 풍
부한 설명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자료는 분석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시기, 종류, 실시방식 등 직업훈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관측치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 및 경제상태와 관련
된 변수, 부모의 학력, 소득, 직업 등 가족환경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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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히 이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할 경우 직업훈련 참여 결정의 내생성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점수매칭법(PSM)이나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을 이용
한다고 하더라도 관측치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기로 하는 결정은 여전히 직업훈련 참
여자가 스스로 결정하므로 내생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졸자직업
이동경조로사(GOMS) 자료에 존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면서 추가
적으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타 변수들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추가된 변수들은 관측치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의 백분위(percentile) 점수7)와 관측치들의 출신대학 소재지 청
년지역실업률, 관측치들의 거주지 청년지역실업률이다. 이는 국내외 다른 선행연구
들에 비해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신빙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변수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처치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에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처치변수인 ①공
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 ②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rivate), ③
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 ④통신강좌를 통한 훈련(online)의 4가지 직업훈련
외에도, “근무장소 및 생산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사업체 훈련기관
또는 사업체 부설연수원에서 실시되는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훈련은 훈련참여자들이 이미 취업을 한 이후 해당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직무능
력 향상훈련일 가능성이 높아 직업훈련 참여가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적절하
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은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의 수를 보여
준다.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29,106개이며, 이 중 ②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
련(private)에 참여한 관측치가 5.00%로 직업훈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④통신강좌를 통한 훈련(online)의 경우 전체의 0.42%로 가장 적은 비중을 나
타냈다.8)
7)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관측치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들은 대졸자직
업이동경로조사에서 제공하는 관측치들의 졸업대학 및 전공을 기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백분위 점수를 별도
로 구축하였다. 2011년도 졸업자를 기준으로 입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배치표를
활용하여 졸업대학 및 전공, 본교인지 분교인지 여부, 주간학과인지, 야간학과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백분위 점
수로 구축하였으며, 백분위 점수는 대학 및 학과별 상대적인 차이인 점을 감안하여 이후 학과별 백분위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전제로 2012년부터 2014년 졸업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8) 분석대상 관측치 중 직업훈련에 참여한 관측치가 2,559명이고, 그 중 대학 입학 이후 직업훈련에 1번만 참
여한 관측치는 약 83%이다. 제도적으로 직업훈련에 2번 이상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
부분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 직업훈련에 1번만 참여하고 있으며, 2번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
라도 대졸자직업경로이동조사(GOMS) 설문에 응답 시 직업능력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직업훈
련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본 분석에서 직업훈련 참여를 관측치가 첫 번째로 기입한 직
업훈련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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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및 <Table 3>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
준다. <Table 2>는 전체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관측치
중 직업훈련에 참여한 관측치는 8.8%를 차지한다. 성과변수(outcome)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했다면 1로, 그렇지 않다면 0의 값을 갖
는다. 전체 관측치의 66.8%가 대학 졸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것으
로 나타났다. 졸업한 대학의 전공별로는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이 각각 25.0%,
23.0%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은 아버
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어머니 학력이 고졸인 경우
는 54.9%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ample by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Observations
(number of people)

Proportion
(percent)

Public

498

1.71

Private

1,454

5.00

College

484

1.66

Online

123

0.42

Non-participation

26,547

91.21

Total

29,106

100.00

Note: The proportion of participants in training is 9%. Among them, 5% of the total
observations participated in private training.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able 2>

Summary Statistics
Total Sample
Mean

Std. Dev

Treatment (participation=1)

0.088

0.283

Outcome (employment=1)

0.668

0.471

Male

0.528

0.499

Age at Training

25.041

2.697

Married at Training (married=1)

0.017

0.130

Percentile Core of CSAT

61.541

2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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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ample
Mean

Std. Dev

Youth Unemployment Rate
(by university location, previous quarter)

7.243

1.401

Youth Unemployment Rate
(by residential area, previous quarter)

7.482

1.264

General

0.910

0.287

Special Purpose

0.023

0.149

Specialized, Arts and Physical

0.068

0.251

Humanities

0.136

0.343

Social Sciences

0.250

0.433

Education

0.084

0.277

Engineering

0.230

0.421

Natural Sciences

0.160

0.367

Medicine

0.046

0.210

Arts and Physical

0.094

0.292

Seoul

0.272

0.445

Gyeonggi, Gangwon

0.201

0.401

Chungcheong

0.169

0.375

Gyeongsang

0.243

0.429

Jeolla, Jeju

0.116

0.320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0.158

0.365

High School Graduate

0.418

0.493

Some College Graduate

0.049

0.217

College Graduate

0.374

0.484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0.198

0.399

High School Graduate

0.549

0.498

Some College Graduate

0.035

0.185

College Graduate

0.218

0.413

High School
Type

University
Major

University
Province

Father
Education

Mother
education

Observations (number of people)

29,106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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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istics by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Mean
Public

Private

Obs. (number of people)

498

1,454

Outcome (employment=1)

0.737

0.710

Online

Nonparticipation

484

123

26,547

0.723

0.675

0.663

College

Male

0.592

0.448

0.517

0.504

0.531

Age at Training

25.513

25.253

24.249

25.493

25.033

Married at Training (married=1)

0.016

0.014

0.008

0.016

0.018

Percentile Score of CSAT

57.557

58.370

59.372

63.692

61.819

Youth Unemployment Rate
(by university location)
(previous quarter)

7.613

7.811

7.563

7.511

7.198

Youth Unemployment Rate
(by residential area)
(previous quarter)

7.820

8.072

7.710

7.627

7.439

High School
Type

University
Major

University
Province

Father
Education

Mother
Education

General

0.932

0.910

0.932

0.894

0.909

Special Purpose

0.008

0.008

0.014

0.000

0.024

Specialized, Arts and
Physical

0.060

0.083

0.054

0.106

0.067

Humanities

0.080

0.168

0.136

0.171

0.088

Social Sciences

0.245

0.263

0.254

0.293

0.249

Education

0.078

0.039

0.095

0.252

0.085

Engineering

0.367

0.270

0.262

0.130

0.225

Natural Sciences

0.149

0.123

0.149

0.073

0.163

Medicine

0.022

0.018

0.041

0.024

0.049

Arts and Physical

0.058

0.119

0.062

0.057

0.094

Seoul

0.237

0.279

0.240

0.203

0.273

Gyeonggi, Gangwon

0.239

0.228

0.190

0.187

0.199

Chungcheong

0.185

0.155

0.194

0.220

0.169

Gyeongsang

0.245

0.232

0.248

0.260

0.243

Jeolla, Jeju

0.094

0.105

0.128

0.130

0.117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0.197

0.157

0.176

0.195

0.157

High School Graduate

0.394

0.439

0.438

0.455

0.417

Some College Graduate

0.064

0.057

0.052

0.041

0.049

College Graduate

0.345

0.346

0.335

0.309

0.377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0.253

0.202

0.223

0.211

0.197

High School Graduate

0.522

0.565

0.583

0.593

0.547

Some College Graduate

0.040

0.033

0.039

0.033

0.035

College Graduate

0.185

0.200

0.155

0.163

0.221

Source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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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관측치들이 참여한 직업훈련별로 구분한 기초통계량과 직업훈련 미
참여자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취업이라는 성과에 대해 각 직업훈련 참여
집단은 ④통신강좌를 통한 훈련(online)이 67.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7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 직업훈련 미참여자의 경우 66.3%로 직업훈련
참여자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다소 특이한 점은 대학전공
에 있어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에 참여한 관측치의 경우 공학계
열이 36.7%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④통신강좌를 통한 훈련
(online)에 참여한 관측치는 공학계열이 13.0%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교육계열이 25.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4>는 성과변수의 주요 통계량인 평균취업률에 대해 각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표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각 집단의 평균취업률을 나타내며, 대
각선의 위쪽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각 집단별 평균취업률의 차이를 나타낸다. 예컨
대, 직업훈련 미참여집단의 평균취업률은 66.3%이고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에 참여한 집단의 평균취업률은 73.7%이므로, 두 집단의 평균취업률
차이는 –7.4%p가 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직업훈련 미참여집단의 평균취업률
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Difference in Average Employment Rate
(%, %p)

Non-participation
Public
Private
College
Online

Nonparticipation

Public

Private

College

Online

(66.3)

-7.4

-4.7

-6.0

-1.2

(73.7)

2.7

1.4

6.2

(71.0)

-1.3

3.5

(72.3)

4.8
(67.5)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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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1. 성향점수(propensity score)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을
사용하여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PS)를 추정한다. 이때 처치를 다중처치
(multiple treatment)로 설정하고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
여 식 (7)에 따른 각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확률을 추정한다. 동 추정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식 (8)에 따라 성향점수를 계산하게 된다.
다항로짓모형 추정에 사용된 주요 통제변수(   )는 참여한 직업훈련의 종류나 성
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어야 하는데, 특히 처치가 발생되기 이전에 결정
된 변수들(predetermined variables)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 변수는
훈련시작시점 또는 졸업시점의 직전분기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 직업과 부모
소득 변수의 경우 관측치의 대학입학시점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향점수 추정에
사용된 변수 및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다음 <Table5>와 같다.9)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소재지와 거주지의 청년실업률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소재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율로 볼 때 지방에 소재
한 대학들이 서울지역 소재 대학들에 비해 직업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상권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소재 대학보다 직업훈련에 더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점수가 높을수록 각 직업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각 직업훈련 참여확률에 대한 <Table 5>의 추정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취업준비생을 알아내기 위한 중간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Table 5>

Estimation of Job Training Participation Probability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Public
Coef.(S.E)
-9.284(1.021)***
-0.499(1.475)
0.063(0.028)**
-0.137(0.559)
2.309(1.270)*
-3.064(1.175)***

Private
Coef.(S.E)
-8.618(0.648)***
-0.562(0.887)
0.083(0.017)***
-0.874(0.434)**
1.575(0.849)*
-2.599(0.793)***

College
Coef.(S.E)
-1.745(1.224)
7.202(1.966)***
-0.185(0.040)***
0.589(0.601)
5.150(1.431)***
-4.823(1.287)***

Online
Coef.(S.E)
-9.984(1.871)***
1.323(2.667)
0.108(0.043)**
-0.498(1.170)
3.226(2.753)
-3.093(2.488)

Youth Unemployment Rate
(previous quarter)
(by university location)

0.186(0.048)***

0.236(0.034)***

0.126(0.052)**

0.090(0.099)

Youth Unemployment Rate
(previous quarter)
(by residential area)

0.150(0.053)***

0.263(0.037)***

0.098(0.057)*

0.073(0.108)

(base)
-0.158(0.594)
-0.256(0.267)
(base)
0.101(0.206)
0.015(0.235)
-0.258(0.214)
-0.054(0.257)
YES
YES
YES
YES
YES
YES
YES

(base)
-0.149(0.395)
0.288(0.151)*
(base)
0.029(0.140)
-0.073(0.164)
-0.342(0.146)**
-0.063(0.175)
YES
YES
YES
YES
YES
YES
YES

(base)
-0.664(0.724)
-0.253(0.306)
(base)
0.023(0.229)
0.168(0.248)
-0.232(0.235)
0.186(0.270)
YES
YES
YES
YES
YES
YES
YES

(base)
-15.578(2350.34)
0.769(0.429)*
(base)
0.282(0.482)
0.553(0.494)
0.121(0.484)
0.485(0.543)
YES
YES
YES
YES
YES
YES
YES

Variables
Constants
Female
Age at Training
Married at Training
Percentile Score of CSAT/100
Square of Percentile Score (CSAT)

High School
Type

University
Province

General
Special Purpose
Specialized, Arts and Physical
Seoul
Gyeonggi, Gangwon
Chungcheong
Gyeongsang
Jeolla, Jeju

University Major
Father Education
Mother Education
Father O0ccupation at University Entrance
Parents’ Income at University Entrance
Year Dummy
Interaction Term of all Variables with Female Dummy

Non-participation
Coef.(S.E)
(base)

Note: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직업훈련이 청년취업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19

2. 표준화 편의를 이용한 균형특성검정(Balancing property test)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앞서의 과정에 따라 계산된 성향점수
를 이용하여 처치집단(  ) 관측치와 통제집단(  ) 관측치를 매칭하였다. 하지만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매우 강한 가정으로서 그 성립을 항상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칭이 적
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매칭이 적절히 이
루어졌는지에 대해 표준화편의(standardized bias, SB)를 사용하여 균형특성검정
(balancing property test)을 수행하였다. 표준화편의는 Rosenbaum and Rubin (1985)이
제안한 것으로, 성향점수매칭법(PSM)에서 매칭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지
표 중 하나로 이용된다.10)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성립한다면 매칭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매칭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성향점수를 이용한 매칭결과 처치집단과 매칭이
이루어진 통제집단의 특성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편의의 값이 작을수
록 좋은 매칭결과임을 나타낸다.
표준화편의제곱평균(mean of the squares of the standardized bias, MSSB)은 성
향점수 추정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각각의 표준화편의를 산출하여 제곱한
후 그 평균을 구한 값이다. 표준화편의제곱평균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표준
화편의의 평균적인 차이를 알려준다. 이 값이 클수록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유사성을 보인다고 전제하
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매칭이 실시되기 이전에 표준화편의제곱평균을 산
출한다. 그 다음 매칭이 실시한 후 매칭에 사용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관측치만
을 사용하여 다시 표준화편의제곱평균을 산출한다. 매칭 전후 산출한 표준화편의제
곱평균을 사용하여 편의감소율(bias reduction)을 계산한다.11) 편의감소율은 매칭
전후 표준화편의제곱평균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준
화편의의 한 가지 문제점은 매칭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임계값이 명
10) SB의 산출방법은 Caliendo and Kopeinig (2005), Solivas et al. (2007) 등을 따랐다.
 




   



    
,    


      
      
11) Bias reduction은 매칭 전후의 표준화편의제곱평균의 변화를 비교하는 비율로 구체적인 방법은 Solivas
et al. (2007) 등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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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Balancing Property Test
(%)
Controls  : Non-participation

Controls  : College

Treated  :

MSSB
(before)

MSSB
(after)

Bias
Reduction

MSSB
(before)

MSSB
(after)

Bias
Reduction

Public

67.26

17.35

74.2

70.83

48.94

30.9

Private

77.99

7.17

90.8

71.97

55.54

22.8

College

48.68

25.67

47.3

-

-

-

Online

139.59

67.28

51.8

167.34

132.05

21.1

Note : Balancing property test showed a decrease bias from up to 90% after matching compared
to before matching. If the bias reduction rate is greater than 5%, it can be judged that
the quality of matching is high.

확하지 않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편의감소율이 3% 또는 5% 이
상이면 충분히 매칭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Table 6>의 균형특성검정 수행결과, 모든 처치에 있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 편의감소율이 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유효하게 성립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④통신강좌를 통한 훈련(online)의 경우 다른 직업훈련
들에 비해 관측치가 적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준화편의제곱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매칭 이후 표준화편의제곱평균이 크게
감소하여 편의감소율이 직업훈련 미참여집단과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에
대해 각각 51.8%와 21.1%로 나타나 성향점수를 이용한 매칭이 처치집단과 통제집
단 사이의 차이를 크게 개선시켰음을 보여준다.

3. 직업훈련이 청년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Table 7>은 통제집단을 직업훈련 미참여집단 또는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
(college)에 참여한 집단으로 각각 상정한 경우, 처치집단인 각 직업훈련 참여집단
과의 평균처치효과(ATT)를 추정한 분석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 미참여집단
을 통제집단으로 상정한 경우에 처치집단은 앞서 정의한 4개의 직업훈련(  )이 되
며,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에 참여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상정한 경우에
처치집단은 4개의 직업훈련 중 통제집단(college)을 제외한 3개의 직업훈련 참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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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은 각 처치집단별로 통제집단에
서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관측치를 찾아 매칭시킨다. 매칭여부는 추정한 성향점
수의 유사한 정도로 결정되는데, 다중처치(multiple treatment)에 따라 식 (7)에서
산출한 각 직업훈련별 선택확률을 바탕으로 하여 식 (8)에 따른 성향점수를 추정한
다. 따라서 비교하는 직업훈련이 같다고 하더라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달라지면
식 (8)에서 산출하는 각 직업훈련간 상대적 선택확률이 달라져 처치집단의 관측치
에 따라 매칭되는 통제집단이 달라지므로 추정하는 평균처치효과(ATT) 역시 달라
질 수 있다. 예컨대, 처치집단을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 통제집단
을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으로 설정하여 평균처치효과(ATT)를 추정한 결
과와 반대로 처치집단을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 통제집단을 ①공공훈련
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으로 설정하여 평균처치효과(ATT)를 추정한 결과는
같지 않다(non-symmetric). 따라서 직업훈련 미참여집단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평균
처치효과(ATT)를 분석한 것과 더불어 특정 훈련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평균처치효
과(ATT)를 추정하는 것도 의미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

<Table 7>

Estimation Results for Average Treatment Effects (ATT)
(%p)

Controls  : Non-participation

Controls  : College

Treated  :

ATT(S.E)

ATT(S.E)

Public

9.44(3.06)***

-1.81(14.55)

Private

3.23(2.07)

-6.67(21.04)

College

7.85(3.21)***

-

Online

0.00(6.07)

-12.20(14.27)

Notes: 1) The treatment effects of public and college training estimate 9.4 % and 7.9% higher
than non-participation, respectively.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college
training as a control group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Source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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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업훈련 미참여집단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평균처치효과(ATT)를 추정한 결
과를 살펴보면,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
(college) 등의 일부 직업훈련에서 정(+)의 청년취업률 제고효과(처치효과)가 나타나
직업훈련 미참여집단에 비해 직업훈련을 통해 평균취업률이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직업훈련에서는 추정된 처치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든 직업훈련이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
체적으로 보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청년취업률이 평균적으로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에 참여할 경우 9.4%p,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에 참여할 경우 7.9%p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②민간훈
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rivate)과 ④통신강좌를 통한 훈련(online)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직업훈련에 참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률 제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뚜렷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는 있으나 청
년 대졸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평균
취업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훈련 미참여집단을 통제집단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인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에 참여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나머
지 직업훈련들에 대해 처치를 받은 관측치에 대한 평균처치효과(ATT)를 추가적으
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두 부(-)의 효과가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즉, 대학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았을 가상적 경우보다 나머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훈
련 미참여자를 통제집단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취
업률 재고효과가 추정된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에 대해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공공훈련기관 직업훈련 참여자와
직업훈련 미참여자를 비교했을 때 공공훈련기관 직업훈련은 취업률 제고에 효과가
있지만, 이들을 대학 직업훈련과 비교하였을 때 취업률 제고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는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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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재직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 및 실업자에게도 다양하게 제
공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청년취업 성공패키지와 같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특화된 프로그램들도 제공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방식이 청년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직업훈련의 취업성과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직업훈련
을 받았는지 여부를 이진처치(binary treatment)로 간주하여 성향점수매칭법(PSM)
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처치를 다중처치(multiple
treatment)로 설정하여 여러 직업훈련방식별로 처치효과를 분석하는 일반화된 성향
점수매칭법(GPS)을 적용하였다. 그동안 국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취업효과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중처치구조와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을 함께 도입함으
로써 보다 활발한 후속연구 또한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직업훈련방식별 평균취업률에 대한 평균처치효과
(ATT)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우리
나라 대졸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조사대상자를 대학수준의 학력에 한정하여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더불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 존재하지 않는 추가적인 변수들도 구
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추가된 변수는 관측치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CSAT)의 백분위(percentile) 점수와 관측치 출신대학 소재지의 청년지역실업률, 관
측치 거주지의 청년지역실업률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는 관측치의
출신대학 및 전공, 주야간 학과인지 여부 등 개인별 학업능력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CSAT)의 배치표와 매칭시켜 해당 관측치의 대학
수학능력시험(CSAT)의 백분위 점수를 구축하였다. 추가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함
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 미참여집단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평균처치효과(ATT)를 추정한 결과,
①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과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의 평
균처치효과(ATT)가 각각 9.4%p와 7.9%p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청년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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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효과가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③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평균처치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른 직업훈련의 평균처치효과(ATT)가 모
두 부(-)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청년층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노동시장성과(청년취업률)가 제고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직업훈련 방식(실시주체)에 따라 그 효과는 다소 상이하므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되는 직업훈련 정책당국자들은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 유도,
총량적 지원확대 뿐만 아니라 실시주체별 세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효
율화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소기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 또한, 각 기관
의 훈련방식 또는 참가자의 동기부여 정도 등에 관해 보다 면밀한 분석하여 향후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이 처치효과를 구하는데 유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동 가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서는 잠재적 성과(potential outcomes)와 처치 간의 독립이 성립함
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매칭법은 유용한 추정방법
이 아닐 수 있다. 즉 매칭법의 유용성 여부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는데, 이는 매우 강한 가정으로 그 성립을 항상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균
형특성검정(balancing property test)이나 위약검정(Placebo test)12) 등 매칭결과에
대한 검정들을 보다 엄격하게 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 여부 및 특정훈련에 대한 참여결정은 내생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PS)을 사용하였으며 관측치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 해당지역의 청년실업률 등 내생성을 완화시킬 수
12)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그 성립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위약검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이 가능하다. 위약검정은 기존의 성과 이외에 처치 이전에 결정된(pre-determined) 변수를 대상으로 동일
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위약성과(placebo outcome)는 기존의 성과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더 신뢰성
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Imbens, 2004). 본 연구에서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성립된다면 위약성과에
대한 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기존의 성과(훈련종료일 이후 12
개월 이내 취업 여부)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처치 이전에 결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의 상위
1%, 5%, 10% 여부 및 특목고 졸업 여부를 각각 위약성과로 설정하여 위약검정을 실시하였다. 위약검정
결과, 모든 위약성과에 대한 처치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간접적으로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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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개인 및 지역특성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 역
시 내생성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했다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 이어지는 후속연구들에서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들을 보완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순희 외(2016), 『직업능력훈련 분야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강창희(2010),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제32권 2호, pp. 27-53.
Caliendo and Kopeinig (2005), “Some Practical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rty Score Matching,”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 1588.
Choe, Flores-Lagunes, and Lee (2015), “Do Dropouts with Longer Training Exposure
Benefit from Training Programs? Korean Evidence Employing Methods for
Continuous Treatment,” Empirical Economics, Vol. 48(2), pp. 849-888.
Choi and Kim (2012), “Effects of Public Job Training Programmes on the Employment
Outcome of Displaced Workers: Results of a Matching Analysis, a Fixed Effects
model and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Using Korean Data,” Pacific
Economic Review, Vol. 17(4), pp. 559-581.
Dehejia, R. H., and S. Wahba (1999), “Causal Effects in Non-experimental Studies:
Reevaluating the Evaluation of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94(448), pp. 1053-1062.
Imbens

(2004),

“Nonparametric

Estimation

of

Average

Treatment

Effects

under

Exogeneity: A Review,”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6(1), pp.
4-29.
Lechner (2001),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Causal Effects of Multiple Treatments
under the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in M. Lechner and F. Pfeiffer
(Eds.), Econometric evaluation of labour market policies, pp. 43-58.
Lechner (2002), “Program Heterogeneity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n Application
to the Evaluation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4(2), pp. 205-220.
Lee and Lee (2003), “Analyzing Effects of Job-Trainings Suffering Dropouts with an
Optimal Multiple Matching”, Office of Research,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2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4권 제2호 (2018.6)

Lee and Lee (2005), “Analysis of Job-training Effects on Korean Women,”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Vol. 20, pp. 549-562.
Lee and Lee (2009), “Sensitivity Analysis of Job-training Effects on Reemployment for
Korean Women,” Empirical Economics, Vol. 36, pp. 81-107.
Rosenbaum and Rubin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sual Effects,” Biometrika, Vol. 70(1), pp. 41-55.
Rosenbaum and Rubin (1985), “Constructing a Control Group Using Multivariate
Matched Sampling Methods that Incorporate the Propensity Score,” The
American Statistician, Vol. 39(1), pp. 33-38.
Solivas, Ramirez, and Manalo (2007),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for Correcting
Sample Selection Bias,” 10th National Convention on Statistics (NCS), October
1-2.

직업훈련이 청년취업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27

The Effects of Job Training Programs on
Employability among College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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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various training programs on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Training programs for youth in Korea are conducted by
several types of providers, and are thus likely to generate heterogeneous effects.
Using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09-2013), we estimate the
effects of job training on employability by applying a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e results confirm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among
training types – while no effects are found with respect to training by private
providers, there exis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training by both public and
colleg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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