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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ssues and Perspectives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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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OECD 30개국의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대 초반과 후반 청년실업
률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
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에 유의
한 상관을 갖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실업 해
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 일본에 비해 불
리한 환경이었으며,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
금 격차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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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본의 20대 청년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2010년 7.9%까지 상
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를 기록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4세와 25~29세의 실업률이 각
각 4.7%와 4.1%로 15~64세 실업률 3.0%보다 조금 높은 정도이다. 반면 2017년
한국의 20대 청년실업률은 20~24세가 10.9%, 25~29세가 9.5%로 2009~2010년
수준을 상회한다. 이는 15~64세 실업률 3.8%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1)
최근 들어 이러한 한국과 일본간 청년실업의 차이를 상당 부분 인구구조 변화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청년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청년실업이 악화되었으나, 일본은 청년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였기 때문
에 청년고용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인구구조가 약 20년
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역시 가까운 미래
에 청년실업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일본의 통
계자료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한일 간 인구구조의 차이가 청년실업률 차이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견해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2)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를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간 청년실업률의
차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청년실업 대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3) 이를 위해, 먼
저 한국, 일본, OECD의 인구구조와 실업률에 관한 통계를 비교해 보고 OECD
30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으로 청년실업률의 설명요인을 규명한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청년실업
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
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일본의 청년고용정책 중 한국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정책과 비교하고자 한다. 일본의 다양한

1) 이하에서 20대 초반은 20~24세, 20대 후반은 25~29세, 30대 초반은 30~34세를 의미한다.
2) 한일간 인구구조와 실업률 차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다루어진다.
3) 이는 청년실업이 현재 청년층의 고용조건 뿐만 아니라 청년이 장년이 된 이후의 고용조건에도 장기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Kawaguchi and Murao (2014)
는 OECD 회원국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16-24세 청년 노동자의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그 연령대
의 청년이 25-29세, 30-34세가 되었을 때의 실업률이 각각 0.14%p, 0.03%p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한
요셉 (2017)은 한국 대졸 구직자의 초기 임금과 고용조건이 10년 후의 소득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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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전체 실업률(15~64세)>

<20대 초반 청년실업률(20~24세)>

<20대 후반 청년실업률(25~29세)>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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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정책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응용ꞏ도입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효과적인 청년고용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Woo and Jun
(2016), 한요셉 (2017), 최충ꞏ김남주ꞏ최광성 (2018) 등의 기존 연구는 주로 한국
청년실업의 원인이나 대책, 정책의 유효성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
하여, 본 연구는 OECD 자료의 계량분석을 토대로 전체(생산가능인구) 실업률에
대비한 청년실업률이 한국에서 유독 높은 이유를 추적한다.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청년실업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
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전체 실업률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청년실업률이 낮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OECD 자료분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한일 간의 청
년실업률 차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다. 2017년 이후 일본의 청년고용이 완
전고용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본과 한국 청년고용의 환경
차이를 연구한 학술문헌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본 청년고용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정
책에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본 연구는 OECD 자료를 사용한
점에서는 Korenman and Neumark (1997), Jimeno and Rodriguez-Palenzuela
(2002) 등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년도 및 30개국으로 자료를 확장하
고 청년 인구를 기존 연구의 15~24세와는 달리 20~24세, 25~29세를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간
단히 정리해 보았다. Ⅲ장은 인구구조, 실업률 등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청년
실업을 일본 및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년실업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Ⅳ장에서는 OECD 30개국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실업의 주요
설명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Ⅴ장은 Ⅳ장의 계량분석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요
인들이 한일 간 청년실업의 차이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 보았다. Ⅵ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고용대책을 비교ꞏ검토함으로써 현
재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Ⅶ장에서는 본 연
구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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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개관
이번 장에서는 청년실업의 주요 설명요인을 논해 왔던 선행연구중에서 본 연
구와 관련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괄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층의 인구
비중과 청년 실업률에 관한 연구로는 Korenman and Neumark (1997), Shimer
(2001), Jimeno and Rodriguez- Palenzuela (2002), 김용성 (2008) 등이 있는데, 분
석결과는 한 방향으로 일치되지 않는다. Korenman and Neumark (1997)는
1970-1994년 15개 OECD 국가들에 대한 합동(pooled)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인구 비중에 대한 청년 실업률의 탄력성이 대략 0.5로서 청년인구 비중 증가
가 청년 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Shimer (2001)는 Korenman
and Neumark (1997)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미국의 주(州)별 분
석에서 청년 인구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
소함을 보였다. Jimeno and Rodriguez- Palenzuela (2002)는 1968-1996년 19개 유
럽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청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청년 실
업률과 장년 실업률의 격차가 증가하였다, 즉, Korenman and Neumark (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청년층 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커짐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
가하여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연령집단효과(cohort effect)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국내연구인 김용성 (2008)은 우리나라 데이터로 중․장년층 대비 청년
층 인구비중이 청년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 상으로는 청년 인구비중이 높을수록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서 양자 간의 관계가 뚜렷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년실업률 설명에 전체 실업률도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전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등 제반 요인들도 공히 청년실업률에도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
다.4) Korenman and Neumark (1997) 등도 청년실업률의 설명변수로 전체 실업률
을 사용하였으며, 청년실업률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질 GDP 성장률 또한 청년실업률의 설명요인으로 거론되었는데, Jimeno and
Rodriguez-Palenzuela (2002)는 경기침체기에 청년실업이 더 큰 악영향을 받음을

4) 이에 대해서는 Pastore and Giuliani (2015)를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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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청년실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
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Friedberg
and Hunt (1995)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유입국의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통념이지만, 이 통념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가 실
제로는 많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Ottaviano and Peri (2007)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완전 대체재가 아니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유입국 노동
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Borjas et al. (2008)은
노동자의 이질성(heterogeneity)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Athukorala and Devadason (2012)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말레
이시아의 제조업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노
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10% 증가하는 경우 미숙련 노동자 임금은 0.3%(1992-1999
년) 또는 1.3%(2000-2008) 감소할 뿐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임금 상승이
더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Awad et al. (2015)은 1982-2012년 말레이
시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
의 유입은 말레이시아의 실업률을 높이는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인 Kwon and Chun (2011)은 2000년대 초반(2002, 2003, 2005) 한국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임시직 노동자 간에 뚜렷한 대체관계가 없음
을 보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유입된 국가의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남재량 (2006)은 한국 청년실업의 원인이 취업 자체가 어려워서 라기
보다는 취업한 일자리로부터 이탈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신
규 청년 취업자의 구직 기간이 늘고 있다는 한요셉 (2017)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한요셉 (2017)은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에 의한 직업
탐색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로 청년구직자가 중소
기업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고졸자와 대졸자가 첫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이 그들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에는 초임과 더불어 경력 초기 종사한 기업의
규모와 고용의 형태 역시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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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청년실업의 설명요인들을 가급적 반영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요인들은 OECD 30개국별 자료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Ⅲ. 한국 청년실업의 특징 : 일본 및 OECD 평균과의 비교
이번 장에서는 인구구조,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의 청년실업을 일본 및 OECD 평균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년실업의 특징을 연
령대 및 성별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 차이
가 인구구조 변화로 과연 설명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1. 연령대별 비교 : 청년의 인구 비중과 실업자 비중
<그림 2>는 20대 초반 및 후반, 30대 초반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20대 초반 청년층의 OECD
평균 인구비중은 7.7%이지만, 실업자 비중은 15.8%로 인구 비중에 비해 실업자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도 여전하
지만, 20대 후반의 인구 비중과 실업자 비중은 각각 8.1%, 14.4%이고 30대 초반
의 수치는 각각 8.1%, 11.2%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인구
비중과 실업자 비중의 괴리는 줄어든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대는 물론이고 30대 초반의
인구비중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다. 한편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20대 초반의 실업자 비중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
은 편에 속하는 반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실업자 비중은 OECD 평균을 조
금 하회하는 정도여서 일본에서는 노동시장 초기진입 연령의 실업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대 초반의 인구 비중은 6.9%로 OECD 평균값 7.7%에
비해 낮지만 실업자 비중은 15.8%로 OECD 평균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진다. 특
히, 20대 후반의 인구 비중은 7.6%로 여전히 OECD 평균값 8.1%보다 낮지만 실
업자 비중은 23.4%로 OECD 평균 14.4%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OECD 회
원국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후반 인구의 실업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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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대별 인구 비중과 실업자 비중
<20대 초반(20~24세)>

<20대 후반(25~29세)>

<30대 초반(30~34세)>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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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를 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여 20대 후반 연령의 실업자 문제가 가장 심
각한 것을 시사한다. 뒤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이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로 등
으로 4년제 대학의 졸업 연령이 늦어져 4년제 대학 교육을 이수한 남성의 경우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20대 후반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연령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연령이 20대 초반인 외국에 비해 한국은 특히 남성의 경우 그 연령이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5) 한
편, 한국 30대 초반 연령대의 인구비중과 실업자 비중은 각각 7.9%와 10.8%로
두 수치 모두 OECD 평균값을 하회하여 한국의 실업문제가 주로 2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0대 후반 연령대의 인구 비중과 실업자
비중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우선 20대 후반 청년인구 비중을 보면 OECD와 한
국, 일본 모두 청년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OECD와
일본의 경우 실업자 비중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한국은 OECD나 일
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청년인구 비중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비중

<그림 3>

20대 후반의 인구 비중과 실업자 비중 추이

자료: OECD
5)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20대 초반 인구의
실업자 비중이 OECD 평균값을 가진다는 것 또한 20대 초반의 실업문제도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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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청년실업 문제의 주요 대상인 25~29세 연령층의 경우, 고용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해당 연령층의 인구비중 감소가 결과적으로 청년실업 완화
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성별 비교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그림 4>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0대 초반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
률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첫번째 패널에 나타난 OECD 평균값을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간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업률은 두 성
별 간에 거의 유사하다. 다만, 그 수준은 <그림 5>의 20대 후반의 실업률에 비해
3~4%p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대 초반이 노동시
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4>의 두번째 패널은 일본의 경우를 보여준다. 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 남
녀 간 격차가 거의 없으나 실업률은 일관되게 남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률에서도 남녀 간 격차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가깝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한편 실업률은 남녀 공히 OECD 평균보다 상당폭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번째 패널에서 한국의 20대 초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및 일
본보다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보다 낮다. 이는 한국에서는 남
성층의 군복무, 취업전 스펙경쟁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20대 후반 이후로 지연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반면, 실업
률은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것도 20대 초반 연령대의 특징이다. 남성의 경
우 2017년 OECD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70.5%인데 반해 한국은 45.1%에 불과
하다. 반면 실업률은 OECD 평균 11.2%와 거의 비슷한 11.5%이다. 학업이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OECD 평균에
근접한다는 것은 20대 초반 연령대에서도 실제로는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5>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
률을 남녀별로 나타내었다. 첫번째 패널의 OECD 평균을 보면 <그림 4>의 20대
초반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실업률이 20대 초반에 비해 낮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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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20대 초반)
<OECD 평균>

<일 본>

<한 국>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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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20대 후반)
<OECD 평균>

<일 본>

<한 국>

자료: OECD

69

7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5권 제4호 (2019.12)

알 수 있다.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남성 11.1%, 여성 10.1%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에는 남녀 공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두번째 패널의 일본 20대 후반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남녀 공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참가율을 보인다. 실업률은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
나 그 격차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세번째 패널의 한국은 OECD 평균이나 일본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
다. 우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에 비해 약간 낮아진 반면,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7년에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 한
편, 실업률은 전 기간에 걸쳐 성별 간 격차가 컸으며 그 격차 또한 꾸준히 유지
되고 있다. 2017년 남성의 실업률은 11.6%, 여성의 실업률은 7.1%인데, 이는
OECD 평균(남성 7.5%, 여성 7.8%)을 남성은 크게 상회, 여성은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한국의 청년실업은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심각한 것을 볼 수 있
었는데, 성별 간 차이를 보면 20대 후반 청년 중 남성층에 문제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1>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7년)
(%)

청년 연령대

성별

한 국

일 본

OECD 평균

남 성

45.1
(-25.4)

70.9
(+0.4)

70.5

여 성

55.3
(-4.9)

72.1
(+11.9)

60.2

남 성

76.8
(-11.7)

93.8
(+5.3)

88.5

여 성

74.9
(+2.1)

82.1
(+9.3)

72.8

20~24세

25~29세

주: ( )내는 OECD 평균과의 차이(%p)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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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대 청년층의 실업률 비교(2017년)
(%)

청년 연령대

성별

한 국

일 본

OECD 평균

남 성

11.5
(+0.3)

4.9
(-6.3)

11.2

여 성

10.0
(-0.6)

4.6
(-6.0)

10.6

남 성

11.6
(+4.1)

4.3
(-3.2)

7.5

여 성

7.1
(-0.7)

4.0
(-3.5)

7.8

20~24세

25~29세

주: ( )내는 OECD 평균과의 차이(%p)
자료: OECD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청년고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
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편이며, 특히 남성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20대 초반 및
후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25%p, 12%p 낮은 상황
이다.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은 OECD 평균에 비해 5%p 가량 낮으나 20대 후
반은 2%p 가량 높다. 한편, 일본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OECD 평균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20대 여성은 OECD 평균에 비해 9~12%p
높다.6)
둘째, <표 2> 실업률의 경우 20대 남성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OECD 평균보다 양호하다. 특히, 2017년 20대 후반 남성의 실업률은 OECD 평
균보다 4%p 정도 높아서, 20대 남성의 실업문제가 보다 심각해 보인다. 반면, 일
본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7)

3.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실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에 비해 20대 청년층의 인구 비중과 실업
자 비중이 낮고 실업률도 크게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
6) 다만, 한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시기 지연을 고려하여 한국의 20대 후반과 일본의 20대 초반을 비교
하는 경우에는 한국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7) 한국의 20대 청년실업은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을 고려하더라도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즉, 한국의 20대 후반과 일본의 20대 초반을 비교하더라도 실업률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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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청년인구 비중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청년실업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데, 이번 소절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6>은 일본의 청년 인구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일본의 20대 청년
인구는 199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20~64세(20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해의 24.3%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7.8%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는 15~64세의 인구를 의미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20~64세의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
서 차지하는 20대 인구의 비중을 청년인구비중으로 보았다.
한편, <그림 7>은 한국의 청년 인구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의 20대 청년
인구는 1993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64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5~2017년 19.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비중은
2025년 17.8%, 2031~2032년 15.3%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6>

일본의 20대 청년층 인구 및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內 비중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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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대 청년층 인구 및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內 비중

자료: 통계청(KOSIS)

한국의 청년실업이 기본적으로 인구구조의 문제라면 청년인구의 비중이 2017
년의 일본수준(17.8%)으로 하락하는 2025년 이후에는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인구의 비중이 2017년의
한국(19.8%)과 유사했던 2007년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20~24세 7.5%, 25~29세
5.7%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2017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24세 10.6%, 25~29
세 9.5% 수준이다. 한편, 2007년 일본의 전체(15~64세) 실업률은 4.1%로 2017년
한국의 전체(15~64세) 실업률 3.8%와 거의 차이가 없다. 즉, 20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2017년 한국의 청년층 인구구조는
10년 전인 2007년 일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실업률에서는 큰 차이
가 없는 반면 20대 청년실업률에서는 2017년 한국의 상황이 훨씬 열악하다.8)
아울러,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01~2003년과 2009~2010년인데 이 두 기간은 일본이 혹독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9) 그러나, 한국은 최근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2011~2016
년 평균 실질GDP 성장률 3.0%)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
준에 근접해 가는 청년실업률을 보였다. 즉, 과거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크게 상

8) 2007년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되지 않지만, 2017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를 넘는다.
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상준 (2016)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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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질GDP 성장률 및 20대 청년실업률 추이
<일 본>

<한 국>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총무성 자료: 통계청(KOSIS)
통계국

승한 것은 경기가 크게 부진한 시기와 맞물린 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기가 크게
부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
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실들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이 단지 인구구조의
문제만은 아니며, 경기 이외에도 여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 인구비중이 향후 일본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청년실업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
하겠다.

Ⅳ. 청년실업의 설명요인 분석 : OECD 30개국 패널자료
이번 장에서는 OECD 30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실업의 설명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일본의 낮은 청년실업률이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변수와 자료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종속변수인 20대 초반과 후반의 청년실업률을 설명하
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 30대 초반의 실업률 역시 종속변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75

수로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는 <표 3>에 요약하였
다. 분석에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30개국10)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였
다.11) 설명변수로는 기존의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15~64세 인구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한 국가의 매년 고용상황
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청년실업률과도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의 연령대(20~24세, 25~29세, 30~3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동 변수는 청년층 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커짐에 따
라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청년실업률이 상승한다는 연령집단효과(cohort effect)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추가되었다.

<표 3>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의

변수
성격

변수명

단위

20~24세 실업률

- 20~24세 연령층의 실업률

%

25~29세 실업률

- 25~29세 연령층의 실업률

%

30~34세 실업률

- 30~34세 연령층의 실업률

%

전체 실업률

- 15~64세 연령층의 실업률

%

20~24세 인구비중

- 20~24세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종속변수가 20~24세 실업률인 경우)

%

25~29세 인구비중

-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종속변수가 25~29세 실업률인 경우)

%

30~34세 인구비중

- 30~34세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종속변수가 30~34세 실업률인 경우)

%

- 전체근로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율

%

- 실질 GDP의 연간 증감률

%

-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

- 전체 근로자 대비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율

%

종속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정의

임금근로자 비중
GDP 성장률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자료: OECD

10) 분석에 포함된 30개국 :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11) 이중 미국은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데이터가 없으므로,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경
우에는 29개국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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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실질) 성장률은 전체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
다. 따라서 이 두 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변수 사이에 강한 선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GDP 성장률
을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청년실업이 전체(생산가능인구)의 실업에 비해 경
기의 변화에 더 민감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다. 경기상승 혹은 침체가 전체 실업
과 청년실업에 거의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면 GDP 성장률의 설명력은 0에 가까
울 것이다. 그러나 Jimeno and Rodriguez-Palenzuela (2002)의 주장대로 경기침체
기에 청년실업이 더 큰 악영향을 받는다면 GDP 성장률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추정결과에서 GDP 성장률과 전체 실업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을 보였으므로, 두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GDP 성장률을 설명변수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청년은 자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임금근로자
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
지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고령화율은 20~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고령화 지표로 사용
된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내수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파트타임근로자
의 비중이다.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면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
나 정규직을 원하는 청년노동자의 구직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은 어느 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 청년실업에 양(+) 또는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상기한 설명변수 중 전체 실업률, 임금근로자 비중, GDP 성장률, 고령화율, 파
트타임근로자 비중은 청년실업의 수요 요인이며,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은 공급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청년 노동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분리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s)을 추정하는 대신 청년실업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축약방정식(reduced form equation)을 추정하였다.12)

12) 국가별 혹은 지역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대부분의 청년실업 문헌은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축약방
정식을 추정하였다. 한국 청년실업의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Woo and Jun
(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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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결과
<표 4~6>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한
편 고정효과(fixed-effect)모형과 랜덤효과(random-effect)모형을 비교한 결과 연령
대나 설명변수의 구성에 따라 하우스만(Hausman) 테스트의 결과가 상이하였으
므로 두 모형의 추정 결과를 모두 <표 4~6>에 보고하였다.
<표 4>와 <표 5>는 각각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청년실업률을 종속변수로 하
여 분석한 결과이며, <표 6>은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30대 초반 실업률을 종속
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표에서 (1)열과 (2)열은 각 연령대의 인구비
중과 전체 실업률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경우이다. (1)열은 고정효과모형의 추
정결과이고, (2)열은 랜덤효과모형의 추정결과이다. (2)열의 하단에는 두 모형을
비교한 하우스만 테스트의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하우스만 테스트의 귀무가설
이 맞다면 랜덤효과모형이 지지된다. (3)열과 (4)열은 모든 설명변수가 포함된 경
우이지만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는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13) 모든 설명변수가 포함된 추정결과는 비교를 위해 <부록A>
에 수록하였다.<부록A>에 기재된 각 모형의 추정치에서 유의확률(p-값)이 가장
높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표 4~6>의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부
록A>의 표에 보고된 추정치와 최종적으로 선택된 <표 4~6>의 추정치를 비교하
면 부호와 값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
의 제거로 추정결과에 주의할 만한 변화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각 열 하단의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는 그 열에 포함된 설명변수를 동일하게
가진 랜덤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비교한 경우의 테스트 결과이다. (1)열과
(2)열은 두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가 동일하므로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역시 동
일하므로 (2)열 하단에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였다.
(1)열과 (2)열을 비교한 하우스만 테스트는 모든 연령대에서 랜덤효과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열과 (4)열의 경우, 20대 후반 추정식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지지되지만, 20대 초반과 30대 초반 추정식의 경우 (3)열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4)열에서는 랜덤효과모형이 지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모형에 모두 포함되는 설명변수 추정치의 경우, 모형에 상관없이 부호가 동일

13) 다만 p값이 12% 이하인 추정치는 한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최종 추
정식에 포함되지 않은 설명변수는 예외없이 p값이 20% 이상이었으며, 한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p
값이 50% 이상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부록A>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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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절댓값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설명변수의 계수값이 모
형의 설정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된 값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연령대의 추정계수를 비교하는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일관하여 고정효과
모형의 계수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0대 초반(20~24세) 실업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2)3)

<표 4>

(1)

설명변수명

(2)

(3)

(4)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전체 실업률

1.857

0.000

1.867

0.000

1.798

0.000

1.838

0.000

20~24세 인구비중

-0.681

0.000

-0.664

0.000

-0.610

0.000

-0.709

0.000

임금근로자 비중

-0.058

0.109

-0.096

0.002

GDP 성장률

-0.099

0.000

-0.100

0.000

0.049

0.088

고령화율
0.163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2

R

2

조정 R

0.002

0.972

0.905

0.973

0.909

0.970

0.904

0.971

0.908

Hausman 검정

3.990

0.136

17.549

0.004

5.024

0.413

주: 1) (1), (3)은 고정효과 모형, (2), (4)는 랜덤효과 모형
2) (2)열의 Hausman 검정은 (1)과 (2)의 모형을 비교
3) (3)열과 (4)열의 Hausman 검정은 각각 (3)열의 변수, (4)열의 변수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 대한
비교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2)3)

<표 5>
설명변수명

(1)

(2)

(3)

(4)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전체 실업률

1.236

0.000

1.241

0.000

1.210

0.000

1.227

0.000

25~29세 인구비중

-0.482

0.000

-0.471

0.000

-0.351

0.000

-0.455

0.000

-0.053

0.001

GDP 성장률

-0.047

0.002

-0.051

0.001

고령화율

0.032

0.102

0.047

0.004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0.087

0.009

임금근로자 비중

2

R

2

조정 R

Hausman 검정

0.978

0.934

0.976

0.934
1.633

0.979

0.937

0.977
0.442

14.100

0.937
0.015

20.932

0.001

주: 1) (1), (3)은 고정효과 모형, (2), (4)는 랜덤효과 모형
2) (2)열의 Hausman 검정은 (1)과 (2)의 모형을 비교
3) (3)열과 (4)열의 Hausman 검정은 각각 (3)열의 변수, (4)열의 변수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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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30~34세) 실업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2)3)

<표 6>
설명변수명

(1)

(2)

(4)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0.984

0.000

0.999

0.000

임금근로자 비중

0.021

0.083

GDP 성장률

-0.016

0.121

-0.021

0.037

고령화율

0.019

0.123

0.043

0.000

0.064

0.004

추정계수

p값

(3)

전체 실업률

1.002

0.000

1.001

0.000

30~34세 인구비중

-0.116

0.003

-0.122

0.001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R2
2

조정 R

Hausman 검정

0.982

0.952

0.982

0.954

0.981

0.952

0.981

0.953

0.481

0.786

19.861

0.001

4.965

0.174

주: 1) (1), (3)은 고정효과 모형, (2), (4)는 랜덤효과 모형
2) (2)열의 Hausman 검정은 (1)과 (2)의 모형을 비교
3) (3)열과 (4)열의 Hausman 검정은 각각 (3)열의 변수, (4)열의 변수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 대한
비교

전체 실업률은 모든 연령대의 모든 열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연령대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전체 실
업률의 추정계수값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설명변수가 포함된 (3)열
과 (4)열을 보면 20대 초반에서는 전체 실업률의 추정계수가 거의 2에 가깝지만,
30대 초반에서는 오히려 1보다 조금 낮다. 이는 여러 설명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전체 실업률의 1%p 상승은 20대 초반 실업률을 약 2%p 상승시키는 반면, 30대
초반의 실업률을 1%p 미만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은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에서는 모든 열에서 유의한 음
(-)의 값을 가지지만, 30대 초반에서는 다른 복수의 설명변수가 포함되는 (3) 열
과 (4)열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청년의 인구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청년인구 비중이 낮아지면 청
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상치되는 결과이다. 청년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청년 구직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청년실업이 증
가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인구비중이 높은 나라는 평균연령이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young country)이기도 하므로 내수시장이 팽창하는
단계에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팽창으로 인한 일자리의 증가가 청
년인구의 증가보다 빠르다면 청년 인구비중의 증가는 청년실업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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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비중은 20대 초반에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성장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실업
률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추정식에서 GDP 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청년층의 실업이 경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Jimeno
and Rodriguez-Palenzuela (2002)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각 연령대의
추정계수값을 비교해 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20대 초반 실업률의
추정식에서는 –0.099이지만, 20대 후반에서는 –0.047, 30대 초반에서는 –0.016으
로 그 절댓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대 초반의 실업률이 경기에 가
장 민감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고령화율은 20대 후반의 실업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는 고령화가 진전되는 사회에서는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청년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의 경우 전연령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면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의 구직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5>의 (3)열과 (4)열을 보면 결정계수(R2)가 0.9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이 20대 실업률 변이(variation)를 90% 이상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4)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실
업이 일본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3. 한국의 청년실업 설명요인별 특성
앞서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실업률은 20대 청년실업률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친다. <그림 1>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일본과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일본과 역전되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을 낮추어 왔던 요인이
최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대의 인구비중은 회귀분석에서 20대의 실업률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
였다. 즉, 20대 청년층의 인구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것이다. 선
행연구 개관에서 보였듯이, 청년인구비중과 청년실업률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
14) 한국의 회귀분석 예측치(fitted)와 실제치(actual)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는 <부록B>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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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이는 청년층 인구비중 상승이 노동공급측 요인으
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수요측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인구비
중이 감소하는 경제에서는 시장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노동수요를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OECD의 경우
청년인구비중의 감소가 청년실업의 증가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청년인구비중의 감소가 청년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림 9>는 20대 청년층의 인구비중을 보여주
고 있는데, 한국의 20대 인구비중은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높다. 20대 초반의 경
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일시적으로 일본과의 차이가 좁혀지기는 하였으나, 이
후 다시 벌어진 모습이다. 20대 후반의 경우도 일본과 일정 수준의 격차가 유지
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그림 10>를 보면, 한국
은 일본 및 OECD 평균보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현저히 낮아 높은 청년실업의
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임금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
실이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 따라서, 앞으로 임금근로자 비중이 보
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주의할 점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청년실업률을 오히려 높이는 요인
이 된다는 것이다. 임금근로자 비중과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에 대한 추정된 계수
값의 부호는 청년실업율 감소를 위해서는 풀타임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절의 회귀분석에서 GDP 성장률은 청년실업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
다. <그림 11>을 보면 한국의 GDP 증가율은 일본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높았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4% 이하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2015
년부터는 OECD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일본과의 성장률 격차도 좁혀
지는 모습이다. 즉,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던 요인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율은 청년실업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림 12>
에서 보면 한국이 일본과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한국
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일본에 빠른 속도로 근접할 경우에는 청년실업률을 낮
추고 있는 고령화율의 영향력이 점차 하락하여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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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대 청년층의 인구비중 추이
<20대 초반(20~24세)>

<20대 후반(25~29세)>

자료: OECD

<그림 10>

자료: OECD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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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GDP(실질) 성장률 추이

자료: OECD

<그림 12>

고령화율 추이

자료: OECD

한편, <그림 13>은 한국의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이 일본 및 OECD 평균에 비
해 상당히 낮은 것을 보여준다.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의 낮은 파트타임 비중은 청년실업률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이 최근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양질의 고용은 늘리지 못하고 임시직 등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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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OECD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청년실업률에 해가 될 수 있다.15)
4장에서 제시된 모형과 모형의 설명변수가 한국의 청년실업률을 얼마나 잘 설
명하는지 보기 위해 <부록B>에서는 모형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하는 그래프
를 제시하였다. 모형의 예측치가 실제 실업률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실제 실업
률이 모형의 예측치보다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 실업률이 모형의 예측
치보다 낮은데, 이 점에 관하여는 5장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4. 한국과 일본의 회귀분석모형 잔차 비교
<그림 14>은 <표 4, 5>의 (4)열에 보고된 랜덤효과모형에서 도출된 한국과 일
본의 20대 청년실업률 잔차(residuals)를 보여준다. 20대 초반 실업률의 잔차를
보면, 한국은 모두 잔차값이 전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일본의 잔차
값은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회귀분석
모형에 도입되지 않은 청년실업률의 개선요인에 의해 모형의 예측치(fitted)보다
실제(actual) 실업률이 더 낮지만, 한국은 그 반대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잔차값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모형이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로
15) 최근 청년실업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청년일자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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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16) 20대 후반 청년실업률 역
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부록C>의 표에는 <표 4~6>의 (3)열에 보고된 고정효과모형으로부터 도
출된 각 국가의 고정효과가 수록되어 있다. 20~24세 연령대의 경우 일본의 국가
별 고정효과는 평균보다 3.26%p 낮은 반면 한국의 고정효과는 평균보다 1.62%p
높다. 25~29세 연령대의 경우 역시 일본의 고정효과는 평균보다 0.89%p 낮은 반
면 한국의 고정효과는 평균보다 3.47%p 높다. 두 경우 모두 일본과 한국의 고정
효과 차는 4.0%p 이상이다. 반면 30~34세 연령대에서는 그 차가 1.23%p에 지나
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랜덤효과모형의 잔차나 고정효과모형의 국가별 고정효과를 보면,
한국에 비해 일본은 모형의 설명변수에 의한 예측치에 비해 20대 청년의 실제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귀분석 모형에 데이터상
한계 등으로 사용되지 못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어, 한일 간 비교를 통해 일본
의 청년실업률이 한국보다 낮은 원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간략히 점검해 본다.

<그림 14>

20대 청년실업률 회귀분석 모형의 잔차(한국과 일본)
<20대 초반>

<20대 후반>

16) 이같이 잔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설명변수가 청년실업률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Ⅴ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늘고 있지 않
는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25~34세 청년인구에서 차지하
는 대졸자의 비중은 2007년까지 일본이 더 높았으나 2008년부터는 한국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모형의 잔차
가 최근 확대된 원인의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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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일간 청년실업 격차의 기타 요인
이번 장에서는 앞서 OECD 30개국의 회귀분석에서는 자료상 한계 등으로 미
처 다루지 못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요
인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 고용조건과
임금이 이후 연령대의 생애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 의해 입증
된 바가 있다.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중소기업 임금은 지
난 20년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17) 대졸 초임의 경우
는 그 격차가 더 적어 중소기업의 초임은 대기업 초임의 90%를 상회하는 수준
이다.
한편, 한국의 50인 미만 기업체의 평균임금(238만원)은 300인 이상 기업체 근
로자(432만원)의 55%에 불과하다.18) 대졸 신규 취업자를 기준으로 2015년 중소
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2,532만원)은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4,075만원)의 62%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일본에 비해 지난 수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의 경
우, 한국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일본에 비해 평균임금이 20.7%p 더 오른 반
면, 종업원 100~499인 기업의 경우에는 일본의 평균임금이 3.2%p 더 올랐다. 이
러한 추세는 미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20)
따라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생애소
득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데다 점차 그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의 청년 구직자들이 실업자로 있는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앞서 Ⅱ장의 선행연구 개관에서 언급하였듯이 청년에게 있어 첫 일자리의 임금
은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장기적 영향을 주므로 당장의 취업과 구직활동을 비교
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당장 취
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다면 구직활동의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청년
17) 일본 후생노동성(2018)에 의하면 2017년 상용 근로자 1000인 이상의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100~999인의 중기업 임금은 83.2, 99인 이하 소기업 임금은 75.6이다. 한편 20~24세 연령대의 대
기업 임금을 100으로 두면, 중기업 임금은 94.6, 소기업 임금은 91.6으로 그 격차가 더 줄어든다.
18)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2017.6월)
19)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결과>(2016.2월)
20) 중소기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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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이 대기업에 갈 유인은 더 큰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더 한정되
어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그림 15>는 일본과 한국의 사업장 규모별 종사
자 비중을 보여준다. 일본은 관공서 근로자를 민간기업 근로자와 따로 구분하므
로, 규모별 취업자는 모두 민간기업 종사자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의 전체 취업자 24.3%는 500인 이상 민간기업 사업장의 종사자이다. 관공서 근
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8% 수준이었다.
한편, 한국은 관공서 근로자와 민간기업 근로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2016년
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중 14.3%인데, 이는 관공
서와 민간기업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관공서 근로자를 제외한 일본의
통계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4.3%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통상 양질의 일자리로 보는 대기업 일자리가 일본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청
년층의 실업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은 한국과 일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보여준다. 한국의 인건비
비율이 일본보다 높았던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은 부가가치에서 차
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을 보여준다. 일본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그리 높은 편
이 아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그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소득 수준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의미한
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일본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반면, 지난 20년간 한국 청년
의 교육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림 18>은 25-3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대
졸자(2년제 대학 이상)의 비중을 보여준다. 2000년에는 일본이 47.8%, 한국이
36.8%로 한국의 대졸자 비중이 낮지만, 2007년 이후 역전된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한국의 대졸자 비중은 69.8%로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교육수준과 교육에 투자된 금전적 지출과 시간을
고려하면,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의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앞
에서 지적했듯이 대기업 일자리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리해 보면, 한국은 노동자의 전반적인 임금소득이 일본보다 낮을 뿐만 아니
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 양질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더 큰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25-34세 인구는 같은 연령의 일본 인구에 비해 대졸자 비중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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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가량 더 높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 구직자가 일본 청년에 비해 중소기업
을 회피하는 경향이 훨씬 강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도 더 확
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회피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은 한국의 청년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 장에서 제시된 회귀분석
모형의 잔차를 일부 설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림 15>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비중
<일 본>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그림 16>

<한 국>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한국과 일본)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일본 재무성 법인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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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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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OECD, 2013년 기준)

자료: OECD

<그림 18>

25~34세 인구중 대졸자 비중

자료: OECD

Ⅵ. 일본의 청년고용 정책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21)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실업의 설명요인은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 등 경제의 기본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가 청년실업 해
21) 동 장은 Ⅴ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 차이에 대해 Ⅳ장의 회귀분석모형으로
는 설명되지 않는 잔차 부분에 대해 정부정책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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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것은 장기간의 노력을 요하는
일이므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고용정책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mis-match) 해소 등
을 추진하는 일본의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22)

1. 일본의 청년고용 대책
1.1. 경과 및 주요 내용23)
일본의 청년고용 대책은 시기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90년대에는 버블경제
붕괴로 인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Hello Work24)를 통해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구직자들에게 일시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2001년에 도입된 트라이얼 고용제도 외에는 특별한 고용정책
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장기 불황으로 인한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
하고 제대로 된 정책대응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2003년 이후 본격적인
청년고용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3년 잡카페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직무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듀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후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
Hello Work, 신규졸업자 응원 Hello Work,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마더스
Hello Work 등으로 그 정책의 폭을 넓혀 왔다. 그럼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
여 프리터25), 니트족26), 경력단절 여성, 신규졸업자 등 특정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도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면서
동 지원제도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22) 동 장에서 논의되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고용대책을 요약하여 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
여주는 표를 “<부록 D> 한국과 일본의 청년고용대책과 청년고용지원 사이트 비교”에 제시하였다.
23) 동 장의 내용은 한승희․김재호․남상빈 (2017)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4) Hello Work 서비스의 내용은 이하에서 설명될 것이다.
25) 프리터는 프리랜서(freelancer)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서 일본에서 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
태(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26) 니트족은 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일컫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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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청년 고용정책 경과

시기

정책

주요 도입 정책

도쿄 나가노(東京中野)에 직업가이던스
1985.7월
- 공공직업안정소 (향후 Hello Work)
센터 1호 개소
1999.8월

제9차 고용대책기본계획
(노동성고시 제84호)

- 트라이얼 고용

2003.6월

청년자립․도전계획
(若者自立 ․ 挑戦プラン)

- 잡카페

2004

청년자립․도전을 위한 행동계획 (若者自
- 일본판 듀얼시스템
立 ․ 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プラン)

2005

청년자립․도전을 위한 행동계획 강화

- 일본판 듀얼시스템의 강화

청년자립․도전을 위한 행동계획 개정

-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 마더스 헬로워크
- 고향 헬로워크를 활용한 지역상담 체제 충실
화 등 니트대책 강화

2006

2008.8월 신고용전략

- 고용안정과 취업 연계, 생활지원 등 규제강화
- 잡카드 도입

2009.7월 청년 고용대책 프로젝트팀 고용대책

-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가 유도

2010.9월 신규졸업자 고용에 관한 긴급대책

-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청년헬로워크
신잡카드
지역 청년서포트스테이션 대상연령확대(2018)

자료: 하시구치 쇼지(橋口 昌治), ｢청년채용대책연표｣,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ritsumei.ac.jp/ acd/gr/gsce/d/y001001.htm)를 인용한 이승렬(2011) 및 한승희․김
재호․남상빈(2017)을 재인용

1.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청년고용촉진법
일본 정부는 청소년의 고용 촉진과 능력 발휘를 위한 환경 정비,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에 관한 조치 등을 종합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고용 촉
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을 2015년 10월 제정하여 순차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한다. 즉, 신규졸업자
를 모집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i) 모집 채용, (ii) 직업능력 개발‧향상, (iii) 고용관리 등
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정
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Hello Work 등 정부의 구인정보 서비
스에서 배제된다. 노동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i) 1년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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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일 조항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ii) 위법적 장기노동을 반복하
는 기업으로 공표된 경우, (iii) 대상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공표된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과 육아개호휴업법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공표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된다.
셋째, Youth-Yell 인정 제도27)를 신설하였다. 청년의 채용과 육성에 적극적이고
청년고용 관리상황이 우량한 중소기업을 후생노동장관이 “Youth-Yell 인정 기업”
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정기업이 되는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다. (i) Hello Work
를 통한 중점 홍보, (ii) 인정기업에 한정된 취업면접회 참가, (iii) 인정 마크를 상품
과 광고에 사용 가능, (iv) 청년채용-육성 관련 정부 조성금28)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
액 가산, (v)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지역활성화 –고용촉진자금(기업 활력강화 대부)”
을 이용하는 경우 저리융자 가능(기준이율보다 0.65%p 낮은 이자율 적용) 등이다.
나. Hello Work
Hello Work은 후생노동성, 광역지방자치단체 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가 주관
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직업소개소이다.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온라인/오프라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졸업자를 위한 Hello Work과 청년 Hello Work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졸업자를 위한 Hello Work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
하는 신규졸업자를 위한 서비스인 반면, 청년 Hello Work는 44세 이하의 비정규
직 근로자가 정사원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규졸업자 응원 Hello Work는 졸업을 앞둔 재학생과 졸업 후 3년 이내의 졸
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에 관한 각종 상담 서비스를 비롯하여 이력서 작성상
담, 면접지도,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 서포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현에 설치된 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각 지방의 사무소에서는 정기/비정기적으로 잡페어(Job Fair)와 취업세
미나를 개최한다. 온라인에서 각 지방별로 구인기업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취업과 관련한 질문이나 고민이 있는 경우 지방상담소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후생노동성은 졸업 후 3년 이내의 기졸자를 신규졸업자로 고용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3년 이내의 기졸자
27) Youth-Yell은 (i) 청년고용과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기업, (ii) 직전 3년간 정사원으로 취직한 신규 졸
업자 등의 이직률이 20% 이하인 기업, (iii) 전년도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유급휴가의 평균취득 일
수, 육아휴직의 취득대상자수/취득자수(남녀별)를 공표하는 기업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28) 한편, 청년채용육성 관련 정부 조성금은 (1) 커리어 업(career-up; 정규직 전환지원) 조성금, (2) 인재
개발지원 조성금 (3) 트라이얼(trial) 고용 조성금, (4) 특정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5) 3년 이내 기졸
자 등 채용 정착 조성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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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규졸업자응원 Hello Work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규직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역
시 Hello Work의 기능 중 하나이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전화/메일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청년고용촉진 종합사이트
일본 후생노동성은 청년고용촉진 종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앞에서 소개한 Youth-Yell이나 Hello Work 제도에 대한 소개는 물론 정부가 제공
할 수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구직자는 취업을 원
하는 산업, 직종, 혹은 지역별로 구인기업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 사이트에
서는 노동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에 관한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각 기업의 무기 계약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계약직
사원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방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보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예컨대 관심 있는 기업이 특정 지방에
있는 경우 그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지
방 정부는 지방 기업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교통비 보조, 주택 지원, 이주 지
원, 장학금 지원,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의 자치단체 역시 지
방기업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고용촉진 종합사이
트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사이트가 정리되어 있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라. 일본판 듀얼시스템
일본판 듀얼시스템은 독일의 듀얼시스템(이론․학습 병행과정)을 일본의 실정에
맞추어 변용한 직업훈련시스템이다. 훈련과 교육이 병행되는데 기업은 실습훈련
을,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을 각각 담당한다. 일본판 듀얼시스템은 청년실업자뿐만
아니라 프리터, 니트 등 안정적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의사가
상실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제도와 차별점을 지닌다. 일본판 듀얼시스템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고 듀얼
시스템 제도에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 경비(수강료)와 급여의 일부를 정부
의 커리어 형성촉진 조성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마. 트라이얼 고용제도
청년층 트라이얼 고용제도는 프리터 등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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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과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청년층 트라이
얼 고용제도는 기업이 Hello Work의 소개를 통해 청년층(45세 미만)을 시용기간
(원칙 3개월, 1개월 또는 2개월도 가능) 동안 시범적으로 고용한 후 기업과 구직
자 양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본 채용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시용기간 중에는 기업
측에 트라이얼 고용 조성금이 지급된다.

2.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대책
2.1. 경과 및 주요 내용29)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년고용 대책이 도입
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12차례의 종합대책과 수차례의 부문별 대책이 발표되었

<표 8>

우리나라의 주요 청년 고용정책 경과
시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정책명

범위

2003.9월

청년실업 종합대책

종합

2004.3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

2005.1월

청년고용 촉진대책

종합

2006.3월

해외취업 촉진대책

부문

2006.4월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

부문

2007.4월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종합

2008.4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부문

2008.8월

청년고용 촉진대책

종합

2009.3월

청년고용 추가대책

종합

2009.10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

-

2009.12월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부문

2010.10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종합

2011.5월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종합

2013.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부문

2013.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종합
종합

2014.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부문

2015.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종합

2015.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부문

2016.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부문

2017.3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종합

2018.3월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자료: 한요셉 (2017)의 p.95에 내용 추가
29) 우리나라 청년고용 대책의 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한요셉 (2017)의 내
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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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청년고용촉진 특
별법｣으로 개정(2009년 10월)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2.2. 우리나라 청년고용 대책의 내용
우리나라의 주요 청년고용 대책의 내용을 성격상 구분하여 보면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정책 등이 있으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있다. 2018년 기준
으로 직업훈련(1조 710억원), 고용장려금(6,120억원), 창업지원(5,150억원) 등의
순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청년고용 대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
준(NCS)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이
론교육을 보완하여 숙련 근로자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신규 입
사자(입사 1년 이내), 특성화고 및 대학 재학생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참여기
업의 훈련과정 개발과 학습도구를 지원하며,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전담인력
양성교육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및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담당자
수당, 일․학습병행 훈련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자격연계형’은 교육훈련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정부ꞏ산업계가 공인 자격을 학습 근로자에게는 부여한다. ‘대학연계
형’은 대학 내규에 따라 일하면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나. 청년 고용촉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총 2,70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 신규 청년취업자가 2년 근속하고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300만
원을 보조하여 2년간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 3월 신설된 3년형은 3년 근속 청년근로자가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보조하여 3년간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다. 고용서비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대표적인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대책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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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
(십억원, %)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세부사업

2018년
예산

직접일자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참여자를 고용하고 인건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비를 지급하는 사업

331

직업훈련

전문기술능력이나 현장직무훈련 등 바로 취업으
‐ 일․학습병행제
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성이 강한 훈련을 실시
‐ 청년 취업아카데미
하는 사업

1,071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 해외취업 지원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430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사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
고용장려금 용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취업자 개인 용장려금
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612

창업지원

대출, 시설임대, 컨설팅 등 창업을 위한 간접적인 ‐ 창업사업화지원
지원 또는 직접 자금을 제공
‐ 창업기업자금(융자)

실업소득
유지․지원

실업급여,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
‐ 실업크레딧
의 임금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515
-

자료: 국회예산처 (2018)를 바탕으로 재작성

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3단계로 제공하는 맞
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이다. 동 제도는 구체적으로 Ⅰ유형과 Ⅱ유형의 2가지로 구
성되어 있다. Ⅰ유형은 저소득층(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구직
자, 취업취약계층(미혼모, 한부모, 여성가장 등)을, Ⅱ유형은 청년층(18~34세)을
대상으로 하며 각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수당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단계에서의 훈련비와 참여수당과 취업알선 단계에
서의 취업성공수당을 구직자에게 지원한다.

3. 일본 청년고용 대책의 시사점 및 우리나라 청년고용 대책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기존 청년고용 대책은 대책의 포괄범위, 내용의 정교함 등의 측면
에서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일본 청년고용 대책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도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본의 청
년고용촉진 종합사이트, 듀얼시스템, 트라이얼 고용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 청
년 워크넷, 일․학습 병행제도, 청년 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등의 유사
한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책이 부족하거나 개별 정책 각각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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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책의 인지도 부족, 정책 추진주체의 중
복 및 혼선, 환류 및 평가시스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복잡한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년 고용지원이 기관별ꞏ부
처별로 중복되고, 분절되어 있어 정책실행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지원체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일본의 청년고용대
책의 추진주체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직업안정을 담당하는 Hello Work로 일
원화되어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년 고용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청년 구직자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업필요성
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보조금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중손
실을 줄여나갈 수 있는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청년 고용대책이 양적인 고용증대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청년의 자립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며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종
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장기불황에 따른 프리터 및 니
트족의 증가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
응하여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 정규직 확대 등을 도모
하여 청년의 자립 실현과 함께 노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적
고용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청년고용 대책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1. 일본 청년고용촉진종합사이트 벤치마킹
한국의 청년 워크넷과 유사한 일본의 청년고용촉진종합사이트(이하 “청년고용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하는 기능(Lo活=Local+취업활동)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청년 워크넷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청년 구직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열람하는 것
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통비 보조”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일본의 모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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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제공하는 교통비 보조 지원제도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30) 직업 훈련이
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31)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소개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도 있다.32) 이
처럼 청년 구직자는 “청년고용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각 지방의 지원제
도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의 청년 워크넷에도 지방에 있는
지원센터 등에 관한 정보가 일부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
는 모든 지원제도가 망라되어 있지는 않다. 중앙정부의 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제도가 분리되어 있어 지방의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청년 구직자는 각
지방단체의 사이트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3.2. 오프라인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일본의 Hello Work 사이트에서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클릭하면 청년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를 선
택하면 삿포로 신규졸업응원 Hello Work의 오프라인 센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중 10:30~19:00시에 오프라인 센터가 운영되며, 그 센터에서는 기업
설명회 등이 열릴 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임상심리사에 의한 카운슬링 서비스도 제공된다. 온라인에서 제
공하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청년구직자는 오프라인 센터를 통해, 보
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3. 이직자와 정규직 희망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청년층 실업의 원인으로 신규 취업자
의 일자리 이탈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청년 취업자의 구직 기간이 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할 뿐만 아
니라, 취업 초기 직장의 규모와 임금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만
족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이어가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직

30) 예컨대 야마가타현의 카미야마시를 선택하면 취업실습지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
미야마시의 외부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 카미야마시 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인턴연수를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의 절반을 최대 10만 엔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31) 예컨대 도토리현을 선택하면 “선진농가실천연수”라는 직업훈련제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클릭 한번으로 연수제도의 사이트에 들어 갈 수 있다. 그곳에서 연
수의 내용은 물론 모집요강 자격조건 등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2) 예컨대 홋카이도현의 삿포로시를 선택하면 “삿포로시 취업 서포트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곳에서 삿포로시의 각종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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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신속히 떠나는 선택이 합리적 의사결정일 수 있다. 따라서, 이직을 원하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지원과 충분한 정보 제공도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유용
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Hello Work는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이직 희망자, 비정규직에서 정
규직으로의 전환 혹은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직장
인들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 이직에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상담, 훈련이 포
함된다.

3.4. 기존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일본의 청년고용대책을 주관하는 기관은 후생노동성이다. 후생노동성 사이트
에서 청년고용대책을 검색하면 2004년 이후의 자료가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 청년실업이 크게 문제
가 된 시기가 2001~2003년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을 위한 각종 대책이 2004년부
터 주로 논의되었다. 관련 자료와 회의록이 모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고
용대책의 내용과 효과를 사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일본
은 역대 정권의 청년고용에 관한 자료를 수상관저의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하고
다운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은 2003년 이후 집권한 모든 정부에서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으면서 종합
대책만 현재까지 열두 차례 발표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한
국의 정부 기관 사이트에는 과거의 청년고용대책자료가 한 곳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 대책의 내용과 효과를 사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청년실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고민하였지만, 기존의 청년고용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보다는 정권이 바
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보다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
년고용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를 하고 기존 정책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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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시사점
OECD 3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
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 성장률의 저하 등 단기적 요인 외에도,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의
설명변수 중 청년 인구비중은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인구비
중이 감소하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구직자 간 경쟁 약화로 실업이 감소할 수 있으
나, 동시에 경제활력 저하로 인한 일자리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청년실업
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실증분석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다음의 요인들도 일본에 비해 우리나
라의 청년실업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일본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그 격차 또한 일본은 꾸준히 유
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 대기업 일자리가 일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
리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높은 대졸자 비중 등도 한국의 청년
실업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와 최근 한국 청년실업이 모형의 예측치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청년고
용 대책이 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
되어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은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미스매칭 문제의 해결 역시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
다.33) 일본 "청년고용촉진 종합 사이트"의 벤치마킹, 오프라인 고용서비스의 확
대 및 내실화, 이직자와 정규직 희망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강화, 기존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청년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필
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의 인지도 부족, 추진주체의 중복 및 혼선, 환류 및 평가
시스템의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청년실업률의 수준이 꾸준히 낮은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미스매치의 문제
가 덜 심각한 데에 있다. 버블경제 붕괴 이전부터 고등학생의 경우 추천지정교(推薦指定校) 제도, 대
학생의 경우에는 신졸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 제도 등으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버블경제 붕괴 이후에도 헬로워크, 듀얼시스템 등과 같은 청년고용의 미스매치를 줄이려는
노력을 일본 정책당국은 꾸준히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Ⅴ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학진학률도 우리보
다 낮아서 고학력자 과다에 따른 미스매치 정도가 우리에 비해 낮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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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전체 설명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추정결과
<표 부록 A-1>

20대 초반(20~24세) 실업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

설명변수명

랜덤효과 모형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전체 실업률

1.800

0.000

1.844

0.000

20~24세 인구비중

-0.600

0.000

-0.708

0.000

임금근로자 비중

-0.058

0.108

-0.098

0.001

GDP 성장률

-0.100

0.000

-0.102

0.000

고령화율

0.013

0.692

0.047

0.128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0.153

0.011

0.002

0.963

2

R

0.973

0.909

조정 R2

0.971

0.908

Hausman 검정

15.280

<표 부록 A-2>

0.018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

설명변수명

랜덤효과 모형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전체 실업률

1.210

0.000

1.227

0.000

25~29세 인구비중

-0.343

0.000

-0.451

0.000

임금근로자 비중

0.004

0.830

-0.054

0.001

GDP 성장률

-0.047

0.002

-0.050

0.001

고령화율

0.033

0.098

0.046

0.008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0.087

0.009

0.008

0.714

R2

0.979

0.937

조정 R2

0.977

0.936

Hausman 검정

29.233

<표 부록 A-3>

0.000

30대 초반(30~34세) 실업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명

고정효과 모형
추정계수

p값

랜덤효과 모형
추정계수

p값

전체 실업률

0.984

0.000

0.996

0.000

30~34세 인구비중

-0.001

0.986

-0.019

0.685

임금근로자 비중

0.021

0.087

0.001

0.934

GDP 성장률

-0.016

0.121

-0.020

0.051

고령화율

0.019

0.172

0.037

0.002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0.064

0.004

0.014

0.286

R2

0.982

조정 R2

0.981

Hausman 검정

20.346

0.953
0.95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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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한국의 회귀분석 모형에 의한 예측치와 실제치 비교
<그림 부록 B-1~3>은 <표 4-6>의 (4)열 회귀분석모형에 의해 계산된 한국의
20대 청년실업률 예측치(fitted value)와 실제 실업률(actual value)을 비교하여 보
여준다. <그림 부록 B-1>의 20대 초반 청년실업률을 보면 실제치와 예측치가 거
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부록 B-2>의 20대 후반 청년실업률에서는 예측치가 실제치보다
일관되게 낮은데, 이는 20대 후반이 노동시장 진입 연령인 한국의 특수성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예측치의 움직임이 실제치의 움직임과 유사
한 것은 20대 초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012년 이후 20대 후반 청
년실업률 실제치가 예측치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모형
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부록 B-3>에는 30대 초반 실업률의 예측치와 실제치가 비교되어 있는
데, 20대 청년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예측치와 실제치에 큰 차이가 없어 회귀분석
모형이 30대 초반 실업률 역시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부록 B-1>

20대 초반 청년실업률의 모형 예측치와 실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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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B-2>

20대 후반 청년실업률의 모형 예측치와 실제치

<그림 부록 B-3>

30대 초반 실업률의 모형 예측치와 실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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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국가별 고정효과 추정치
국가별 고정효과1)

<표 부록 C-1>
국가

고정효과
20~24세

25~29세

30~34세

Australia

-3.49

-1.91

-1.15

Austria

-2.91

-0.96

0.04

Belgium

2.75

0.06

0.28

Canada

-3.86

-1.81

-0.82

Czech Rep.

1.99

0.44

1.04

Denmark

-3.08

-0.15

0.20

Finland

-0.47

-1.10

-0.96

France

2.54

0.30

0.41

Germany

-6.40

-2.29

-0.36

Greece

4.25

4.90

2.68

Hungary

4.27

0.77

0.67

Iceland

-0.29

0.02

0.60

Ireland

-2.47

-0.69

-0.75

Italy

6.85

3.87

1.44

Japan

-3.26

-0.89

0.07

Korea

1.62

3.47

1.30

Luxembourg

2.95

0.05

-0.28

Mexico

-0.07

1.12

0.43

Netherlands

-7.03

-3.50

-1.87

New Zealand

-2.10

-1.45

-0.80

Norway

-0.58

0.04

-0.11

Poland

5.76

0.37

-0.55

Portugal

0.62

0.34

0.21

Slovak Rep.

2.39

-0.27

0.55

Spain

0.57

0.65

0.25

Sweden

1.99

-0.56

-0.89

Switzerland

-3.38

-1.22

-0.75

Turkey

1.96

2.28

0.18

UK

-1.52

-1.99

-1.17

주: 1)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한 고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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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한국과 일본의 청년고용대책과 청년고용지원 사이트
비교
<표 부록 D-1>

한국과 일본의 청년고용정책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담당 정부부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이원화
주요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2018년 3월 발표

후생노동성 일원화
“청소년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0월 제정

청년 워크넷
청년 고용촉진 종합 사이트
청년고용지원
(https://www.work.go.kr/jobyoung/main. (https://wakamono-koyou-sokushin.m
인터넷 사이트
do)
hlw.go.jp/search/service/top.action)
우량기업
인증제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

youth-yell 인증기업

이론ꞏ학습
병행제도

일ꞏ학습 병행제

듀얼 시스템

시범고용 제도 청년인턴제
청년고용
장려금

트라이얼 고용제도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
트라이얼 고용보조금
려금

<표 부록 D-2>

한국과 일본의 청년고용지원 인터넷 사이트 비교

구분

한국: 청년워크넷

일본: 청년 고용촉진 종합사이트

구인기업 검색

○

○

대학 취업지원실 연계

○

×

지방자차단체 연계

×

○

구인기업을 위한 안내

×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보 제공

×

○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 목록

○

×

취업가이드

○

○

오프라인 상담창구

×

○

노동법에 대한 정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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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Youth
Un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Implications for Korea
SaangJoon Baak*, Keunho Jang**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ing factors in the unemployment rate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by studying data from 30 OECD countries between 2000
and 2017. It identifies reasons why Korea has a higher youth unemployment rate
than Japan, and assesses what implications Japan’s youth unemployment measures
could have on Korea. The study highlights the variables that have meaningful
impacts on youth unemployment. They include the unemployment rate among the
working-age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each age bracket in the overall
population, the GDP growth rate, the percentage of wage laborers in each age group,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and the percentage of part-time workers. This paper
also finds that a decline in the youth population, especially among people in their
20s, does not help to address the issue of youth unemployment. Secondly, this paper
explains the additional factors behind Korea’s higher youth unemployment rates.
One is Korea’s disadvantageous employment environment, compared to that in
Japan, in terms of wage earnings. Other factors include the existence of fewer decent
corporate jobs than in Japan, and wide disparities in wages between large and small
corporate jobs. Therefore, while making efforts to resolve long-term and structur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policy measures to solve short-term
mismatch problems of youth employment by referring to Japanese policy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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