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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이 청년취업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최충, 김남주, 최광성

(연구 배경)
□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ㅇ 기존 연구는 직업훈련 참여유무가 청년실업을 줄이고 취업률을
제고하는지 여부에만 치중하여 면밀한 분석은 거의 없는 상황
⇒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직업훈련방식(기관)별로 청년
취업률의 제고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
(분석 방법)
□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9~2013년 연
간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실시주체에 따른 4가지** 직업훈련의
청년취업률 제고효과를 분석
* 조사대상중 4년제 대학졸업청년으로 분석대상을 한정
** ①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ublic) ② 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private)
③ 대학에서 실시한 훈련(college)
④ 통신강좌를 통한 훈련(online)

ㅇ 일반화된 성향점수매칭법(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s; GPS)을 이용 : 특정 직업훈련의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

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과 가장 유사한 정보를 가진
청년이 다른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
았을 경우와 비교
문의처: 김남주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759-5481)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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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4가지 방식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4년제 대학 졸업자그룹에 대해 이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얼마나 취업률이 개선되었는
지 추정한 결과,
ㅇ ① 공공훈련기관(public) 및 ③ 대학(college)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에 참
여한 그룹에서 정(+)의 청년취업률 제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public : 9.4%p ↑, college : 7.9%p ↑)

ㅇ 그러나, ③ 민간훈련기관(private) 및 ④ 통신강좌(online)를 통한 직업훈
련에서는 취업률 제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뚜렷하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뚜렷한 정(+)의 효과가 나타난 ① 공공훈련기관(public)과 ③ 대학
(college) 직업훈련간 취업률 제고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효과에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
ㅇ 분석결과, 공공훈련기관(public) 직업훈련을 받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유사한 특성의 청년이 대학(college) 직업교육을 받았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취업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시사점)
□ 우리나라 4년제 대학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방식
(기관)에 따라 취업률 제고효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

된 만큼,
각 기관의 훈련방식 또는 참가자의 동기부여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
여 향후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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