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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OECD국가의 청년NEET 결정요인 연구

-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미 희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을 마친 청년이 고용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소위 ‘무업’의 

상태(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에 놓이게 된 원인을 사

회구조적 차원에서 밝히는 데 있다. 최근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청년

NEET, 청년백수 등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발생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를 단지 개인적 무능력이나 눈높이, 게으름, 반사회적 

성향 및 대인관계 미숙에 의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청년고용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OECD나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정책

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청년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개념을 중심으로, 청년이 NEET상태가 되는 원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발생한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을 높

이는가? 둘째, 사회정책 및 제도가 청년의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동

시장 구조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정책 및 제도가 조절하는

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 국가의 다시점 개인자료를 결합한 다

수준 선형확률모형(multilevel linear probability model)을 분석전략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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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자료로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 개인의 NEET상태에 미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 다수준 분석에 포함된 최종 분석대상은 NEET판별이 가능한 OECD 22개국

의 81개 데이터셋(1995년~2010년경)에 포함된 331,611명이다. NEET판별은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초로 판단하였고, NEET내의 이질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

대상자를 18~34세 중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 비장애 청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NEET에 실업자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에서

의 어려움을 포착하기 위해 실업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업

NEET와 비경활NEET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인 “청년 노동시장에서의 구조

적 변화가 청년 개인의 NEET확률을 높이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노동공급측 요인과 노동수요측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

해 노동공급측 요인으로는 청년 인구규모의 감소를, 노동수요측 요인으로는 제조업에

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세계화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공

급과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

수준의 시변 국가특성을 모두 집단평균 중심화하였다. 그 결과 노동수요 요인 중 산

업구조 변화, 특히 제조업 고용비중의 변화만이 청년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고용비중의 1%p 하락은 청년의 NEET확률을 

0.6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청년의 주된 노동시장 진입통로였던 제

조업 고용비중의 하락이 개인의 NEET확률을 높이는 핵심 원인임을 말해주는 결과이

다. 

두 번째 문제인 “사회정책 및 제도가 청년 개인의 NEET확률을 낮추는가?”에 대

한 답을 얻고자, 청년의 노동시장진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노동·복지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교육제도가 직

업교육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선별기능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할수

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아진다. 또한 내부자의 힘이 약하고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

고 고용보호제도가 낮을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지출비중이 크고 실업 관련 급여가 관대할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변수가 모두 포함된 기본모형에서는 어떤 사회정책·제도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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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T확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변수를 통해 제

도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유일하게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은 복지제도 뿐이

었다. 그러나 영향의 방향은 예측과 달랐다. 가구단위의 공적 이전 수준이 높아질수

록, 실업급여 제도로의 진입이 수월할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투입변수와 분석대상 국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기도 했다. 

세 번째 문제인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청년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노동·

복지제도가 조절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제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제도가 외부자

에게 개방적일수록, 복지제도가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노동시장 구조변

화의 영향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에서 확

인된 제도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중 교육제도 선별성과 직업교육 중심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높아지면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

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즉 높은 선별성은 산업구조의 부정적 영

향력을 완화하고, 기술발전의 긍정적 영향력은 강화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반대로 많

은 국가에서 최근 관찰되고 있는 선별성의 약화, 즉 고등교육의 팽창이 청년들의 노

동시장 상황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교육팽창으로 

인해 교육의 신호기능이 교란될 때 고학력자의 하향취업과 저학력자들의 노동시장 구

축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확

대는 예측과 달리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했으며, 노

동시장 연계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의 

확대와 노동시장 연계성 확대에 대한 당위적인 접근이 오히려 청년에게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동시장제도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의 조절효과가 확인되

었다. 그리고 고용보호정도는 청년 인구비중과의 상호작용 모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률과 고용보호정도는 청년의 

NEET확률을 더 높이는 반면, 단체협상 적용률은 NEET확률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동조합 가입률과 고용보호정도는 기존 노동자의 단결된 힘과 보호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들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결과도 내부자의 힘과 기존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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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호정도는 청년의 고용에 장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것이 바로 단체협상 적용률이었으며, 이는 모형설정과 관계없

이 매우 일관되게 청년의 NEET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

상 적용률이 높을수록 노동공급과 산업구조의 부정적 영향력은 완화되고,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력은 더 강화되었다. 이는 단체협상에서 외부자를 포괄하는 정

도에 따라 청년의 고용성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중이 높고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가 클수록 산업구조 변화가 NEET확률 증가를 상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급여 관대성을 제도구성의 측면까지 포함하여 살펴본 결

과에서도 실업(관련)급여 수준의 영향력은 상당히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관대한 복지급여가 ‘신체 건강한’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는 

통념은 타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오히려 청년들의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상

황에서 관대한 복지급여가 고용인센티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복지급여가 NEET의 내적 이질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급여 수준의 관대성과 실업(보험)급여 제도의 관대성은 실업NEET 

확률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은 비경활NEET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NEET 이질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NEET개념에 주목함으로써 실업률과 고용률이 갖는 개념상의 한계로 

국가통계에서 제외되었던, 그래서 사실상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청년을 

직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실업률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차

이는 사회정책이 현실과 괴리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정책적 소외감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청년들이 NEET

상태가 된 원인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NEET결

정요인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결함관점’을 극복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

는 청년들의 NEET상태가 전적으로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정책 및 제도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한국사회에 제공하는 정책적 함의를 교육·노동·



- v -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직업교육의 확대나 노동시장 연계성에 대한 당위적

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지양해야하며, 외부자 포괄적인 노동시장 제도, 특히 청년의 문

제를 사회 의제화(agenda)할 수 있는 사회적 협상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

막으로 비경활 상태의 청년을 사회체계내로 포섭하기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과 보

다 관대한 실업급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결정요인, 노동시장 구조변화, 다수준 모형, 사회정책, 제도, 조절효과, 청년, 

청년NEET, 청년무업자, NEET

학  번: 2011-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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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고용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소위 ‘무업’의 상태

에 놓이게 된 원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밝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첫

째, 본 연구는 최근 OECD나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청년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개념에 주목한다. 둘

째, 본 연구는 OECD국가의 다시점 미시자료(개인자료)를 결합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 및 제도가 청년의 NEET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청년NEET, 청년백수 등 노동시장 진입

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함1)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확

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발생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

지 무능력이나 눈높이, 개인의 게으름, 개인적 성향 및 대인관계기술 미숙에 의한 것

으로 취급함으로써 청년고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청년‘특별’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이미 십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청년들이 피

부로 느끼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청년층이 경험하는 취업의 문제를 청년실업으로만 한정지어 대응해왔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통계에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대규모의 취업준비생, 구직단

념자, 그리고 청년NEET 등, 소위 일상생활 용어로 일컬어지는 ‘청년 백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2) 청년의 경우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1) 청년의 암울한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50여 가지가 넘는 신조어들이 떠돌고 있다. 이태

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이구백(이십대 90%가 백수), 장미족(겉으로는 화려한 취업스펙을 

지녔지만 오랜 기간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기 미취업자), 화백(화려한 백수), 청백전(청

년백수 전성시대)은 기본이고, 취업문제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거기에 인간관계와 주택구입도 포기하는 ‘오포세대’, 마지막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칠

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가 현재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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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취업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동이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경

제활동인구를 고려하지 않는 실업률 통계는 한계가 분명하다(황수경, 2010:90). 

둘째, 실업자의 개념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편향된 인식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용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NEET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청년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가구배경을 중심으로 진행

되어왔다. 대인관계기술이 미흡하여 사회활동을 꺼리는 문제아 집단, 일 하는 것을 싫

어하는 게으름뱅이, 부유한 부모에 기생해서 사는 나태한 청년과 같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대응도 개별심리상담, 대인기술훈련 등

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도 존재하겠지만, 많

은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청년

들을 ‘문제아’의 시선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개인특성이나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같은 미시적 관점에 기초한 정책은 오늘

날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노동수요와 공급

의 불일치, 청년층의 인적자본능력의 부족, 경기불황, 청년의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왜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왜 이렇게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문제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한다. 첫째, 노

동시장진입과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보다 적확하게 포착할 수 있

는 개념으로써 청년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에 주목한

다. 이 개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OECD와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대안지

표로 사용되고 있다(Eurofound, 2012). NEET는 청년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2)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참여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지표는 실업률과 고용률이지만, 두 지표

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Eurofound, 2012:19; 

Tamesberger et al., 2014:221; 금재호 외, 2007; 채창균 외, 2008; 황수경, 2010). 실업률

과 고용률은 이미 고용되어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만 포착할 수 있을 뿐, 

구직활동을 유예하고 취업준비를 하거나 거듭되는 실패로 구직활동자체를 단념해버리고 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하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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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비경활인구로 포함되는 취업준비생, 구직포기청년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고용과 실업의 이

분법적 구분에서 제외되었던 청년들의 활동상태를 포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NEET 개념은 사회의 중요한 하위체계인 교육·고용·복지체계3)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취약청년을 광범위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유용하다. NEET 개념은 단지 노동시장에서의 상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체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청년

들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왜, 청년들이 NEET상태가 되는가? 무엇이 원인인가?’를 다룬다. 

그 동안의 연구는 NEET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선상에서 NEET 결정요인과 탈

출요인, NEET경험의 파급효과, NEET의 상태파악,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분야는 NEET 결정요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면 으레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해, 

학업을 마치고도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도 역시 

청년이 NEET상태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원인에 대한 탐구는 이후의 해결

책과 정책대안마련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의 NEET상태 결정요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밝히고자 한

다. 이는 기존의 NEET 결정요인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의 

NEET 결정요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 개인차원의 위험요인을 찾고자 한 미시

연구와 제도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가 간 NEET비율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거시연구

로 대별된다. NEET결정요인 연구는 거의 대부분 전자, 즉 개인차원에서 분석되었으

며 그 원인을 개인의 인적특성, 가구요인, 성장배경에서 찾고 있다(Kelly and 

McGuinness, 2013; Genda, 2007; Shinozaki, 2012; Styczyska, 2013; Tamesberger 

et al., 2014; Yates et al., 2011; 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즉 ‘누가’, ‘어

떤 특성을 가진 청년이’ NEET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위험요인(risk factor)4)

3) 문자상으로는 훈련체계이지만 이것이 주로 활성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복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Tamesberger et al., 2014:222).
4) 이러한 요인으로는 초기 교육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출신가구배

경, 10대 임신과 한부모여부, 특수교육필요여부 또는 학업부진여부, 건강상의 문제, 범죄 연

루여부, 동기부족, 낮은 학력, 기술부족, 훈련부족 등이 언급되고 있다(Rob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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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NEET위험요인을 밝힘으로써 즉각적인 예방책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청년이 

NEET상태가 된 것을 ‘개인이 갖는 문제’, 즉 개인의 ‘결함’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서 비판을 받고 있다(MacDonald, 2011; 신희경 외, 2014). 즉 이들 연구는 사회문

제라는 인식에서 시작했지만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도 제공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맥락, 구조적 제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Furlong, 2006; McDonald et al., 2011; 

신희경 외, 2014). 

한편, 사회구조적 차원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소수의 연구도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국가 간 NEET비율의 차이에 주목하여 제도의 영향력을 밝히거나, 총량적 수준에서 

NEET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Bruno et al., 2014; Carcillo et al., 

2015; Eurofound, 2012; Tamesberger et al., 2014; 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최용환, 2015). 그러나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청년 개인에 대한 연구는 아니

다. 즉 총량적 수준에서 국가 간 NEET비율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지, 청년의 

NEET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것은 아니다. 같은 거시환경에 있는 청년이

라 하더라도 노동시장 상태는 모두 똑같지 않다. 어떤 청년은 고용이 되고, 어떤 청

년은 실업자가 되고, 어떤 청년은 비경활인구가 된다. 개인의 노동시장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개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총량수준의 연구로 개인의 상태를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그 동안의 청년실업연구를 포함한 거시연구는 

노동공급측면, 노동수요측면, 그리고 주되게 사회제도측면으로 분절되어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청년의 NEET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특정 한 부분만 떼어내

서 파악하기보다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념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이처럼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개인의 활동 상태와 사회구조적 제약(기회)과의 관

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공백

을 채우기 위해, 개인의 NEET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청년 ‘개인’의 NEET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미시연구와 

같은 맥락이지만, 사회구조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거

시연구와도 관련이 된다. 이처럼 개인의 NEET상태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2008; Stoneman and Thiel, 2010). 이에 대해서는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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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이유는, 청년들의 NEET상태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한 

선택과 행위는 구조적·제도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Müller and 

Gangl, 2003:5). 

넷째, 본 연구는 청년의 NEET상태를 결정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되, 노동공

급 및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한다. 현재 청년들의 노동시

장에서의 어려움이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청년 노동시장의 

붕괴(혹은 침체) 또는 청년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그 영향력

을 직접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5) 다만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성인

실업률이나 GDP성장률의 영향력만이 다수 확인되었을 뿐이다(Ashton et al., 1990; 

Blanchflower and Freeman, 2000; Bruno et al., 2014; Eurofound, 2012; 채창균 

외, 2008; 최용환, 2015). 본 연구는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간접적 요인6)보

다는 청년의 노동시장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발생

한 구조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청년의 노동시장상황을 예측하고 대안을 마

련하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그동안 국가 간 

NEET비율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훈련제도,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

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Eurofound, 2012; Robson et al., 2008; 

최용환, 2015). 그러나 이러한 제도요인들이 청년 노동시장의 붕괴를 야기하는 구조

적 변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구조적 변화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연구

는 거의 없다. 일례로 노동시장과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교육과 훈

련의 이원화체계(dual system)가 청년 취업난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Blanchflower and Freeman, 2000).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독일어권 국가에

서 청년실업률과 NEET비율이 낮은 이유를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에서 찾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이원화체계는 다수의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청년 NEET비율을 낮추는 것

5) 이론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증가, 유연고용관계의 등장, 세계

화, 기술발전에 따른 전반적 노동수요의 감소 등이 청년층 노동시장의 악화원인으로 거론되

고 있지만(Furlong and Cartmel, 2006; O'Higgins, 2001; Schoon and Silbereisen, 2009;  

권태희 외, 2011), 이들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6)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을 설명하려는 매우 방대한 연구를 볼 때,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은 다른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이것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이 독자적이고 

직접적이기 보다는 어떤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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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Breen, 2005; Eurofound, 2012; Gangl, 2001; Shavit and Müller, 
1998; Wolbers, 2007). 그러나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는 전통적으로 제조업과의 강

한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가 변화된 상황에

서는 작동이 과거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Salvisberg and 

Sacchi, 2013). 즉 제도의 작동은 일차적으로는 구조라는 조건에서 가능하고, 또한 제

도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속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NEET상태는 제도적, 구조적, 개인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야

기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Bynner, 2005; Hodkinson, 1996; Hodkinson 

and Sparkes, 1997; Eurofound, 2012:53 재인용).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는 개인측

면의 연구, 총량적 연구, 제도에 초점을 둔 연구로 상당히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NEET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그 영향을 촉진하거나 조절하는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그 동안 NEET 결정요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던 노동시

장의 구조적 요인과 제도의 영향, 그 둘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측면에서 발생한 노동시장 구조변화7)가 청년의 NEET

확률을 높이는가? 노동시장은 일차적으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만나 노동력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청년의 활동 상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변화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NEET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이런 측면이 간과되어 왔다. 특히 청년 노동시장붕괴, 일자리 부족에 대한 논의는 많

7)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구조변화란 노동공급곡선과 노동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시 

경제환경의 변화를 지칭한다.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자체가 이동했다는 의미에서 구

조변화라고 칭한다. 



- 7 -

았지만 그것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했다. 따라서 청년의 노동공

급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청

년의 NEET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정책 및 제도가 청년의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해 일차적으로 형성이 되지만 구조화된 비경제

적 기회와 제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Elman, 1999). 이러한 비경제적 기회와 제

약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정책 및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사회정책·제

도는 청년의 노동시장진입과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교육제도, 노동시장

제도, 복지제도이다. 그 동안 제도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년실업연구, 혹

은 청년의 학교-직장이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를 청년실

업과 학교직장이행으로 확장하여 수행하고, 각 제도들이 청년들의 NEET확률에도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정책 및 제도

가 조절하는가? 그 동안의 청년 노동시장진입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제도의 영

향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제도와 구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였

다. 실업일반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거시경제충격을 조절하는 제도에 관한 연구

가 일부 있었고, 청년공급의 영향력이 임금결정제도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

한 연구가 몇몇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제도효과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의 작동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에 상호간에 영향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력과 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잘

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

한 제도의 조절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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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탐구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하여 청년개인의 NEET상태에 영

향을 미치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밝힌다. 먼저 1절에서는 오늘날 청년이 직면한 노

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

정책 및 제도를 통해 설명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란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두 축인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그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시 경

제환경의 변화를 통칭한다. 선행연구 고찰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과 청년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논의들에 주목하여 살펴본다.8) 왜냐하면 청년들이 

고용·교육·훈련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절에서는 청년NEET 

개념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와 그 동안 진행된 청년NEET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본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밝힌다. 

제 1 절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정책 및 제도의 역할

학교를 마친 청년들의 노동시장이행이 지난 수십년동안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Furlong and Cartmel, 2006; Robert, 2009; 

8)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이 있다.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측면이나 채용패턴의 변화, 거시경제적 상황, 사회구조적 변화로 이행을 설명하

는 이론을 거시이론이라고 한다면, 미시이론은 청년의 개인특성과 그의 가족배경,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박미희·홍백의, 2014:23). 

이 중 미시이론의 경우에는 제도가 개인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분화이론이나 이중노동시장이론, 내부자/외부자 이론에 

기초해 제도적 측면과 개인의 노동시장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Brinsky-Fay, 

2013:216). 본 장에서는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오늘날 

청년이 직면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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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her, 2006). 1970년대 중반까지의 ‘황금기’동안 청년들의 노동시장이행은 상대적

으로 빠르고 완만하며 복잡하지 않은 과정이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

월하게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며 일자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

어졌다(Roberts, 2009:357).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동질적이고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

었다. 그러나 이후 청년들의 노동시장이행은 지연되고 파편화되었으며, 예측가능하지 

않고, 끊김이나 되돌아옴과 같은 매우 이질적인 상태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Furlong and Cartmel, 2006:34).9) 

이처럼 청년들의 노동시장진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가 된 

것은 청년노동시장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Blanchflower and Freeman, 2000:1).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청년실업률이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OECD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을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치솟다가 80년대 후반 감소한 이후 2010년까

지 계속해서 증가했다(Bell and Blanchflower, 2011:245-247). 2007~2008년의 재정

위기를 경험한 유럽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13년 현재 역대 최고수준인 23.4%에 달

하고 있으며(Eurofound, 2014:4), 청년노동시장 문제를 새롭게 포착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인 NEET비율은 2010년 OECD 평균 15.8%에 이르고 있다(ILO, 2013:11).

이에 청년노동시장의 악화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동

안의 선행연구는 노동공급측 원인으로 청년인구규모 변화가 주로 논의되고 있고, 노

동수요측 원인으로 열악한 거시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 세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으로 제도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10) 이러한 논의들은 Chodhry 외(2013)의 구조적 조

9) 이러한 경향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최종학교 졸업 후 48개월 동안의 청년의 노동시장 이

행과정을 분석한 박미희·홍백의(2014)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의 노동시장이행과정은 크게 7

가지로 유형화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유형,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유형, 취업까지 

단기간 준비하는 유형, 2년 이상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는 유형, 임시일용직을 전전하는 불

안정노동형, 상용직으로 취업했다가 실업과 비경활 상태로 다시 이탈하는 유형, 그리고 졸

업후 바로 상용직에 취업해서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유형 등 한국청년의 노동시장이행

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10) 1980년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고용위기의 원인으로 1)고성장에서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고용증가세의 위축, 2)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국내 고용의 하

락, 3)유연생산방식 확대에 따른 불안전고용 증대, 4)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을 

지목하고 있다(Brown, 1990; Lane 1989; Taylor, 1990; 김영순, 1997:218 재인용). 여기

에서는 특히 청년의 노동시장악화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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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제도에 관한 논의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이다. Chodhry 외(2013:5-9)는 실

업원인에 대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크게 세 가지, 즉 거시경제주기(경제성장),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 등의 거시구조적 조건(환경), 사회제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청년이나 미숙련·저숙련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거시

구조적 조건과 사회제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관심이 경기

주기에 따른 단기적인 상태변동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구조와 제도변화에 관심이 있

기 때문이다. 

1.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 

노동공급요소로서 청년인구 규모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급증한 청년실업률과 

베이비붐 세대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규모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탈락하는 청년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어느 정도 나

이가 들고,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세대가 진입하게 되면 청년층의 상황은 

호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Blanchflower and Freeman, 2000:1-2). 이러한 설명은 기

본적인 수요-공급 관계를 고려하면 상당히 자명했다. 그러나 예측과는 달리 그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청년인구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청년 노동시장상

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예측과 다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청년 노동공급규모의 

11) 첫째, 거시경제주기와 관련한 논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기초하여 GDP성장률이

나 산출갭(output gap)의 영향에 관한 논의가 지배적이고, 그 외 거시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성증가율, 실질이자율 등에 관한 논의가 있다. 거시경제맥락에서 최근 유럽에

서 발생한 재정위기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둘째, 인구구조와 같은 구조적 조건

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산업구조의 영향, 경제적 자

유화정도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은 소득세, 조

세격차, 실업급여, 노동조합, 임금협상방식, 고용보호조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노동

시장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hodhry 

외(2013:5-9)을 참고. 본 연구에서는 청년노동시장악화에 관한 기존 논의를 다루고자 하므

로, 실업일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청년실업에 관한 논의로 제한할 것이며, 관련 논의가 없을 

경우 부분적으로 실업일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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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Biagi and Lucifora, 2008).

청년인구규모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정적 영향, 즉 인구규모가 증가하면 실업률도 

높아진다는 논리는 ‘코호트밀집(cohort crowding)’ 가설로 불리우며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어왔다. 대부분의 실증분석결과는 코호트밀집가설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Bassanini and Duval, 2006; Bell and Blanchflower, 2011; Biagi and Lucifora, 

2008; Flaim, 1990;  Jimenno and Rodrigues-Palenzuela, 2002; Korenman and 

Neumark, 2000; Schmidt, 1993; Zimmerman, 1991), 몇몇의 연구결과는 청년인구

규모의 증가가 실업률을 오히려 낮춘다고 보고하였다(Shimer, 1999; Skans, 2005).12) 

이에 관해 Shimer(1999)는 일자리 매칭이 잘된 고령노동자의 비중이 큰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들은 일자리 매칭이 되지 않은 노동자(청년포함)를 위해 굳이 일자리를 만

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청년인구규모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한다(Biagi and Lucifora, 2008; Korenman and Neumark, 2000). 

첫째, 인구규모의 효과와 시기효과의 혼재에 관한 것이다(Fair and Dominguez, 

1991). 특히 분석시기가 충분히 길지 않은 경우 인구규모의 변량이 충분하지 않아 효

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변수의 정의, 분석방법, 모델설정과 같은 분

석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청년인구규모의 영

향력을 추정하는데 거시경제적 상황을 통제했는지 여부가 분석결과의 상이함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13) 셋째, 청년인구규모와 노동시장상황의 역 인과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민과 이주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에서는 청년노동

시장이 호황인 나라로 청년인구가 집중될 수 있다. 넷째, 노동공급구조의 변화를 야기

하는 다른 요인,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나 청년의 학교교육의 연장과 같은 요인들

12) 청년을 10대와 20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O’ Higgins(2001)의 결과, 10대의 경우 청년규모

의 감소가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발견했지만 20대의 경우 청년인구규모의 영향력을 통계

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20대의 경우는 오히려 거시경제상황(성인실업률)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주별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Shimer(1999)의 연구에서는 청년인구규모의 증가가 오히려 실업률을 낮춘다고 보고

하고 있다. 1985년 이후의 스웨덴의 연령구조에 따른 실업률을 분석한 Skans(2005)의 연구

에서도 청년인구규모와 실업률의 부적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청년인구 규모의 감소가 실업

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13) 코호트밀집가설을 기각하는 Shimer(1999)와 Skans(2005)의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상황(경제

주기)을 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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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락되는 경우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누락변수와 청년인

구규모와의 관계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년인구규모의 효과가 노동시장 

제도특성, 특히 임금결정제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4) Korenman

과 Neumark(2000)은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여 청년인구규모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청년인구규모가 10%증가하면 청년실업률이 약 5%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년인구규모의 감소가 실업률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통합을 수월하게 한

다는 것이다. Biagi와 Lucifora(2008) 또한 내생성문제와 모델설정의 다양성을 고려하

여 1975~2002년의 유럽국가들에서 인구규모가 실업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특

히 청년에게서 인구규모의 정적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인구규모의 상대적 비중으로 측정되는 청년 노동공급구조의 변화는 이론적으

로나 실증적으로나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 즉 청년 인구규모의 감소는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쟁을 

다소 완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탈락한 청년(실업자나 NEET)의 규모가 줄

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시장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공급감소효과를 압도하는 수요감소효과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대해 Korenman과 Neumark(2000)은 경기불황, 국제무역패턴의 

변화, 기술발전 등과 같은 요인들이 노동공급감소의 효과를 압도했을 것으로 해석하

였다. 이하에서는 청년 노동수요감소를 추동한 구조적 변화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2.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Blanchflower와 Freeman(2000:3)은 청년인구규모의 감소와 같은 청년에게 호의적

인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래로 청년 노동시장상황이 거의 모

든 OECD국가들에서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청년 노동시장의 붕괴원인으로 청

년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를 지적했다. 실제 청년 노동수요의 감소는 비주기적 외생변

수를 고려했을 때 80년대 이후 약 28.7%에 달하고, 그 크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14) 제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2장 1절 4 제도의 조절효과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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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상쇄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Christopoulou and Ryan, 2009:86). 이로 인

해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청년에

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Bell and Blanchflower, 2011:241)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청년의 노동시장문제는 노동수요감소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노동수요는 왜 감소하는가? 청년 노동시장 붕괴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자들은 1980년대 이래 일어났던 경제영역에서의 변화, 

즉 생산력과 생산방식에서의 변화를 이론화한 탈산업이론(post-industrial theory)15)

과 세계화에 주목한다(Avis, 2014; Christopoulou and Ryan, 2009; Furlong and 

Cartmel, 2006; Salvisberg and Sacchi, 2013). 탈산업이론에 기초한 이슈는 크게 고

용구조의 변화와 기술발전이다.16) 또한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저숙련 청년 노동수요

의 변화도 이슈로 제기된다.

1) 고용의 탈산업화

첫 번째 이슈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청년 노동시장 악화와의 관계이다. 탈산업사회

론의 대표적 논자인 다니엘 벨은 탈산업화의 대표적이며 가장 단순한 특징으로써 다

수의 노동인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들고 있다(김원동, 2007:87). 벨은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생산성 향상논리로 설명한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감소

한 농업인구가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했고, 다시 제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15) Kumar(2005:29-32)에 따르면, 탈산업이론은 가치의 원천으로써 ‘정보’에 주목하는 

Daniel Bell이 주창한 정보사회론, 맑스주의의 맥락에서 생산방식에 주목하는 포스트포드주

의론(post-fordism), 문화적·정치적·경제적 변화 모두를 포괄하는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을 포괄하는 이론이다. 청년 노동수요 측면에 집중하는 연구에서는 특히 

‘포스트포드주의론’을 강조하면서 포스트포드주의를 탈산업화와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

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스트포드주의는 대량생산에 기초한 포드주의 생산방식이 아닌 새

로운 생산방식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6) 탈산업화이론의 한 부분인 포스트 포드주의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생산방식 전환

이 유연전문화에 대한 수요를 추동했고, 동시에 유연화 방식에 따라 노동력을 핵심부와 주

변부로 구분하는 노동관계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동관계의 유연화는 임

시직·시간제의 증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이 특히 노동시장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청년층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Furlong and Cartmel, 2006:40). 그러나 고용

의 유연화는 탈산업화와 기술발전, 그리고 세계화에 의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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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여기서 방출된 노동인구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다(김원동, 2007:109-110).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결과적으로 고용구조의 변화를 

추동했다고 보는 이 입장은,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노동이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 경

제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보몰효과(Baumal effect)와도 관련이 있다(Baumal et 

al., 1985; 오완근, 2011:3). 탈산업사회론의 또 다른 논자인 Kumar(2005:34-35)는 

제3차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혁명에 의해 상품생산의 산업사회가 정보사회와 서

비스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구조도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고용구

조의 변화를 추동한 원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탈산업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써 고용구조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일치한다.17)

이처럼 고용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청년 노동시장도 직격타를 맞았

다. 즉 과거에 제조업이 수용했던 대규모 미숙련 청년인구가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

다. 실제 제조업부문의 고용 감소는 1970년대 후반 이래 관측되기 시작했고

(Andersson, Holzer, and Lane, 2006; Blank, 1998; Royalty, 1998; Wilson, 1996; 

Corcoran and Matsudaira, 2009), 시기를 일치하여 청년실업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점이 탈산업화를 청년노동수요 축소의 원인으로 보는 근거이다. 

‘황금기’의 완전고용시대에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산업은 고숙련 노동자의 보완집단

으로 대규모의 반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또한 단순 반복적이고 파편

화된 작업으로 노동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나 숙련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Mishra, 1999). 따라서 제조업은 대규모의 미숙련 청년들에

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 호텔 및 음식업, 소도매업 및 수리업종과 같은 서비스

업으로 이동한다(Blanchflower and Freeman, 2000:47).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성 향상 속도가 낮고 고용증가 효과도 작기 때문에, 서비스부문이 산업에서 차지

17)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용구조의 변화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고용뿐만 아니라 수요구조의 변화, 그에 따

른 생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악한 산업구조 변화원인은 크게 네 가

지 의견으로 나뉜다.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의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한다는 견해(이를 

엥겔효과라고 부른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 등과 같은 서비스 수요곡

선 자체를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외생적 수요충격가설, 노동집약적 산업의 개도국이전에 따

라 자국내 탈공업화가 발생하고 이것이 서비스업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탈공업화

가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부문으로 노동이동이 발생한다는 생산성격차가설이 그것이다(오

완근,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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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이 클수록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일반적으로 예측된다

(Baumal et al., 1985; Iversen and Wren, 1998). 또한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아 일

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임금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Kagan et 

al., 2005). 결국 서비스업이 청년들의 주력업종이 됨으로써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안

정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탈산업화는 청년의 노동시장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

는 많지 않다. 소수의 실증분석결과가 있지만 분석결과도 상이하다. 시간변동모수모형

을 활용하여 산업구조 변화가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나승호 외(2013)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산업구조변화가 청년고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반면 

Blanchflower와 Freeman(2000)은 1985년~1994년 동안 OECD 14개 국가들에서 서

비스업으로의 산업구성변화가 청년고용에 오히려 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

다. 청년집중산업인 서비스업이 하락산업이라면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당연하겠지만, 

청년집중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청년

고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8) 이는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

자를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서비스업으로의 고

용구조변화가 청년 고용의 질은 악화시킬지언정 고용총량에 부적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논의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탈산업화 논의에서 고용

구조의 변화는 제조업고용의 감소와 서비스업고용의 증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론상으로 두 현상은 고용구조의 탈산업화라는 동일한 개념을 포착하는 것이지만, 실

제 그것이 청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를 수 있다. 탈산업화를 제조업 고용비중 

감소로 포착하는 경우(즉 탈공업화), 청년노동시장이 악화되었다고 본다(Furlong et 

18) 산업별 고용구조변화가 청년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Blanchflower와 

Freeman(2000)은 먼저 산업별 고용구조변화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산업별 고용에서 

20-24세의 인구비중을 구하고, 그것에 해당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다음, 인구변화로 조정하였다. 저자들은 이를 청년집중지수(Youth intensive industry index)

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고용의 산업구성(Industry mix of employment)에서의 변화가 실

제 청년인구의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산업구성변화는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에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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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6; Kagan et al., 2005). 그러나 탈산업화를 서비스업 고용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청년에게 새로운 노동시장기회가 열렸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청년의 제조업고용이 감소하고 반대로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는 대체관계를 상정한

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대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잡으면 결과적으로 고용 총량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서비

스업에서의 청년고용증가가 제조업고용감소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연결되

지 않는다면, 즉 제조업고용이 감소하지 않음에도 서비스업이 증가하거나 제조업고용

이 감소한 만큼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둘 간의 대체관계를 가정한 분

석은 고용구조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요인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 어느 영향이 더 큰지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반된 실증분석 결과는 분석대상국가와 분석시기의 상이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나승호 외(2013)의 경우 실질 GDP대비 제조업 비중으로 산업구조변

화를 분석했으나, Blachflower와 Freeman(2000)은 청년집중지수(Youth intensive 

industry index)를 계산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포착했다. 전자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

화를 제조업 ‘생산의 양(비중)’으로, 후자의 경우는 ‘고용량(비중)’로 측정한 것이다. 

결국 탈산업화를 생산구조에 초점을 맞추는지, 고용구조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 노동시장악화와 관련해 탈산업화 논의

는 생산의 양보다는 고용의 양(비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

용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이 더 적실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구조변동이 오히려 청년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Blanchflower와 Freeman(2000)의 분석결과는 청년 노동시장 악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Blanchflower와 Freeman(2000:55)은 실업률의 영향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즉 그들은 고용구조가 청년에게 호의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전

체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노동시장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

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까지 전체 실업률이 개선됨에

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상은 설명하지 못한

다. 저자들의 분석시기가 90년대 중반까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체 실업

률로 청년 노동시장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전체 실업률 또한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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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구조변동과 함

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기술발전 

두 번째 이슈는 제조업의 고도화, 즉 기술발전과 관련된다. 미숙련 청년인구가 대

규모로 필요했던 제조업에서 왜 미숙련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기술발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Autor et al., 2002; Corcoran and Matsudaira, 

2009; Powell and Snellman, 2004).19) 고전경제학자들은 기술발전이 저숙련 노동력

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진행된 기술발전은 생산에 필요

한 기술, 즉 숙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오히려 높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Berman et 

al., 1994; Bell and Blanchflower, 2011:259 재인용).20) 즉 오늘날의 기술발전은 저

숙련 일자리를 자동화한 반면, 새로운 장비를 유지·설치·고안하는 고숙련 노동력에 대

한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Christopoulou and Ryan, 2009:68). 이로 인해 대표

적인 미숙련자인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논의는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BTC: skill-biased technical change)가

설21)로 불리면서 1990년대 유행하였다. 1940~1995년의 미국의 노동수요를 분석한 

Autor, Katz와 Krueger(1998)는 1940~1970년보다 1970~1995년 동안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했으며,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증가는 특히 컴퓨터집중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19) 기술발전과 고용의 관계는 매우 고전적인 논의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논쟁은 193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논쟁으로 구

분이 가능할 정도로 풍부하다(Soete, 2001:146). 여기서는 기술발전과 고용의 일반적 관계

에 대한 내용보다는 청년 노동수요와 관련된 논의로 제한하도록 한다.
20) 70년대 중반 이후, ‘극소전자기술(ME: micro electronics)혁명’, ‘컴퓨터 혁명’, ‘제3차 산

업혁명’ 등으로 불리는 생산과정에서의 혁신이 있었다. 생산과정에 컴퓨터 기반 첨단자동화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지

식과 기술을 지닌 숙련노동자가 생산의 주축이 되었다(김환석 외, 1992:19-37). 결국 소수

의 숙련노동력과 다수의 미숙련노동력으로 구성된 포디즘적 생산과정이 소수의 숙련노동자

로 바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21) 이 가설은 1990년대 Krugman(1994)이 유럽의 실업률 증가와 미국의 임금불평등 증가라

는 상반된 현상이 노동수요의 기술편향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행했다

(Christopoulou and Ryan, 20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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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숙련편향적 기술발전 가설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루틴화가

설(routinisation hypothesis)’로 불리는 이 주장의 핵심은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반복적인 

업무내용을 갖는 루틴화된 일자리(예를 들어 조립라인이나 회계사무직 등)는 기술발

전에 의해 대체될 것이지만, 숙련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나 다수의 반복적이지 않은 비

숙련 일자리(예를 들어 판매보조원, 대인서비스업 등)는 기술발전에 의해 대체되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이다(Autor et al., 2003; Christopoulou and Ryan, 2009:69).22) 결

과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임금구조의 중앙에 위치했던 루틴화된 기술이 필요한 중

간숙련 일자리라는 것이다(Bell and Blachflower, 2011:259).23) 이 이론에 따르면 미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술발전이 청년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1974~2000년 OECD 10개국의 청년 노동수요를 분석

한 Christopoulou와 Ryan(2009)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기술발

전은 오히려 청년 노동수요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기술발전은 시불변의 GDP대비 R&D비중으로 측정되었는데 그것의 적절성

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인 OECD국가의 기술발전 정도는 국가간 

차이보다는 오히려 시계열적 변화가 더 클 수 있는데 시계열적 변화를 모형에서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발

전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기술발전이 공정혁신과 관련된 것인지, 제

품개발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Chen et al., 

2013; 홍민기 외, 2013). 공정혁신과 관련된 대표적 예는 자동화설비와 같은 노동절

감형 기술발전이다. 노동절감형 기술발전이 이뤄지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노동수요, 특히 미숙련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

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제품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다. 기술발전이 제품혁신과 관련된 경우에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기 때문

22) 루틴화 가설은 기술발전의 숙련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직무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루틴화 가설은 직무편향기술발전(TBTC: task-biased 

technological change)이라고도 불린다(Maselli, 2012:23-24). 
23) 이로 인해 과거에는 미숙련 노동자가 상위 직무로 상향이동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통로마저 사라지고 일자리가 양극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sation)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루틴화 가설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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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용이 늘어날 수 있고24), 반대로 구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고

용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신제품의 생산효율성이 구제품의 생산효율성보다 높다면 

신제품생산에 따른 새로운 노동수요가 구제품축소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보다 작게 되

어 전체 노동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문성배·전현배, 2008:2-3).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공정혁신과 제품혁신 모두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증가시킬 수도 있다.2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발전이 고용이나 실업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예측이 쉽지 않다. 만약 기술발전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은 공정혁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술발전은 미숙련 청년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

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반복적이지 않은 미숙련 일

자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제품개발과 관련된 기술발전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노동수요

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술발전이 청년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은 

기술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고루 살펴본 후 평가가능하다. 

3) 경제적 세계화

세 번째 이슈는 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경제적 세계화26)가 청년 노동수요에 미

친 영향에 관한 것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

제적 세계화는 재화와 서비스가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27). 즉 세계화

24) 이를 보상효과(compensation effect)의 일종인 수요확대효과(demand enlargement effect)

라고 부르기도 한다(문성배·전현배, 2008:2). 
25) 기술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또한 분석단위가 기업수준인지, 산

업수준인지, 총량수준인지에 따라 기술발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총량수준에서 분석

한 경우에도 분석시기와 분석대상 국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Vivarelli, 2007). 

기술발전이 청년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분석한 연구가 없으므로 전체 고용이나 실

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제조업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1980년~2002년 동안의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GMM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Lachenmaier와 Rottmann(2011)에 따르면, 기술혁신이 고용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특히 공정혁신이 제품혁신보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85년~2009년 동안의 선진 21개국의 기술발전이 실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Feldmann(2013)은 특허수로 포착한 기술발전이 오히려 실업률을 늘린다고 보고하였다. 
26) 세계화는 경제영역, 사회기술영역, 문화영역, 정치영역에서 나타나는데,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경제적 세계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de Lange et al., 2013:189). 따라서 이

하에서는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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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재화와 서비스

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제무역의 증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국제하청을 기반으로 한 

초국적 생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자국 노동력의 대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유연노동력 증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de 

Lange et al., 2013:189; 문성훈, 2014:407-410).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Buchholzer 

외(2009:57-59)는 세계화가 야기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청년들은 “세계화

의 패배자(the loser of globalisation)”라고 하였다. 단기일자리, 파트타임일자리, 불안

정한 자영업일자리 등 불안정고용과 비전형 고용이 청년층에서 증가했고, 기존 노동

자 코호트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노

동시장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은 

신규 노동력을 채용하여 훈련시키기 보다는 경력자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므로 

청년의 고용기회도 감소하게 된다(Salvisberg and Sacchi, 2013). 국제무역의 증가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및 해외직접투자가 보다 자유로워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싼 자

국의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결과

적으로 청년 노동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Wood, 1994; Chen et al., 

2013). 실제 Falk와 Wolfmayr(2005), Hijzen과 Swaim(2010)은 국제적으로 진행된 

하청생산(international outsourcing)이 비숙련노동 수요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고 있다. 1974년~2000년 동안의 OECD 10개국28) 청년의 노동수요를 분

석한 Christopoulou와 Ryan(2009)도 국제무역의 증가가 청년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경제적 세계화가 청년 노동수요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de 

Lange et al., 2013). 국제무역의 증가로 국내의 저숙련 노동수요가 일차적으로 감소

27) 세계화가 개인의 생애과정과 고용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Buchholz 외(2009:54)는 

시장의 국제화, 탈규제·민영화·자유화에 기초한 경쟁의 심화, ICT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와 지식의 확산, 시장의 중요성 증대를 세계화의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세

계화가 초래한 결과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은 국경을 넘어선 세

계시장의 등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8)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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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의 저임금 노동덕분에 제품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면 국내의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

으로 이윤이 축적되고 이것이 국내투자로 연결된다면 국내 노동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주장도 있다(Durand and Miroudot, 2015:411).29) 이 주장은 국제무역의 증가가 자

국의 노동수요 증가로 연결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경제적 세계화가 반

드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세계

화정도는 국민경제의 번영 즉 국제 교환체계에 포섭되어 있는 정도와 경쟁적 시장의 

형성정도를 의미하고, 이것이 시장에서의 행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용수준도 올라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Golsch, 2008:32; de Lange et al., 2013:209 재인용). 실제 

재화와 서비스 시장 개방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Dee 외(2011)

에 따르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세계화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de Lange 외(2013)도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

리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통합이 더 완만해진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세계화가 청년 노동수요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화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높여 신규채용이 감

소하고,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세계화의 영향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화

의 부적 영향력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생산의 국제 분업,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과 관

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 세계화가 청년의 노동시장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de Lange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국제무역, 자본이동을 모두 포괄하는 포

괄지표를 활용하였다. 이는 세계화의 측정이슈와도 연결되지만30) 세계화 자체가 다양

29) 세계화 특히 생산설비의 해외이전(off-shoring)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와 대체효과를 상쇄하는 ‘규모효과(scale effect)’로 설명된다. 대체효과

는 세계화의 부적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중간재를 

재수입함으로써 국내의 저숙련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한편 ‘규모효과’는 낮아진 노동

비용이 상품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규

모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대체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노동비용하락

을 상품가격이나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지 않고 이윤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대체효과를 상쇄

시키는 규모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국 내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Durand and Miroudot, 2015: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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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이 있고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크게 재화무역과 재화 외 무역(특히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무역

의 경우 국제무역으로 인해 국내 저숙련 노동수요의 감소를 추동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화 외 무역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

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재화 외 무역 중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

접적31)이라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살펴보자. 국내로 

유입되는 FDI(inward FDI)의 경우, 외국계기업이 국내의 저렴한 저숙련 노동력을 목

적으로 한다면 국내 저숙련 노동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대표적인 저숙련자인 

청년에 대한 노동수요증가를 이끌 것이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이 현지기업을 노동시

장에서 몰아냄으로써 총량적 수준에서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청년

의 고용기회를 축소할 수도 있다(De Backer and Sleuwaegen, 2003).32) 어느 영향이 

더 큰지는 실증적으로 확인해 봐야할 문제이지만,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 저렴한 노동

력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유입 FDI는 청년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외로 유출되는 FDI(outward FDI)는 국내 

기업이 해외공장을 짓거나 해외하청을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대부분 저임

금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내의 저숙련 노동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반면 해외 활동의 증가는 해외 영업활동의 확장과 해당 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므로 고용기회가 확장될 수도 있다(OECD, 2011:88-94). 이처럼 세계화가 청년 노동

수요에 미친 영향은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 이에 대해서는 4장 연구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31) 재화외 무역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foreign portfolio investment)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구분된다. 대부분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주식과 

채권)이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 획득이 목적이므로 투자국의 노동

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실제 90년대 중반 이후 FDI는 국제 통합강화

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세계경제수준의 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역동적 요인으로 분

석되고 있다(OECD, 2011: 92-93)
32) 외국계 기업은 현지 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을 노동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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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정책 및 제도의 역할 

지금까지 탈산업화와 기술발전, 그리고 세계화라는 거시경제환경의 변화가 노동수

요 감소를 추동했고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청년 노동

수요를 반드시 감소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조적 변화를 

무엇으로 측정했는가와 일차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또한 청년의 고용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비시장적 요인을 고려했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비시장적 요인은 바로 사회정책 및 제도이다. 80년대 후반 청년 노동시

장이행에 대한 국가비교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국가의 경험

과 정책을 배우기 위해 관심이 증폭된 것이다(Raffe, 2014:176). 이런 목적으로 주목

을 받기 시작한 제도는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 가족제도가 있다(Blossfeld 

et al, 2006). 교육제도는 교육의 신호기능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측면에서, 노동시장제

도는 노동시장 자체의 진입장벽과 외부자인 청년에게 얼마나 호의적이고 개방적인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실업자 보호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과 복지급여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더불어 가족에 의한 ‘보호’의 

기능이 제공되는 가족보호주의적 경향도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시장이행에서 가

족제도의 영향력은 복지제도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33), 이하에서는 교육제도, 노동시

장제도, 복지제도에 관해 논하도록 한다.

1)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

고 있다(Zimmermann et al., 2013:20). 그 이유는 개인이 취득한 교육의 내용과 수

준이 생산성에 대한 일종의 ‘신호’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호가 얼마나 정

확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인가, 즉 이 신호를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가 고용주의 입장에

33) 청년의 이행에서 가족보호주의적인 경향이 큰 나라들은 복지제도의 역할을 가족제도가 수

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시장, 가족 중 어느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복

지의 기능을 담당하는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제도에 관한 것은 따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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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신호의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 세 가

지로 정리된다. 

첫째, 교육제도의 선별 기능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자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을 선별하기 어려운 ‘선별의 문제(screening problem)’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

주들은 개인의 생산성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것

이 바로 개인이 취득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다(Müller and Gangl, 2003:10-14). 

그러나 개인이 취득한 학력은 교육제도의 선별성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다른 신호

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선별성이 강한 독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고교 졸업생의 

1/3에 불과하고 고교 졸업생의 1/3만이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

럼 졸업장 취득이나 대학진학이 희소한 경우,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산성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되는 것이다. 반면 의무교육기간 동안 상당히 표준화되

고 포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제도는 비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Walther, 2006:126-129). 이 경우 청년들은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

하기 위해 더 높은 교육자격을 취득하려고 한다. 이는 비선별적인 교육제도에서 고등

교육이 팽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34)

교육제도의 비선별성에 의해 발생한 고등교육팽창은 대졸학력의 신호기능도 교란

한다. 대다수의 청년이 대학졸업장을 갖고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면, 고용주는 대학졸업

장을 통해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유추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학력이 고용

주의 선별의 문제를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의 팽창은 청년의 행위

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졸업자가 많아지면 대졸자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

고 경쟁에서 실패한 청년들은 하향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학력자들이 노

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MacDonald, 2011:429; Raffe, 2013:183; 

Roberts, 2009: 359). 이처럼 저학력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대졸학력

34) 대학교육이 팽창하는 이유는 빠른 기술변화와 청년실업,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빨리 변하고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고등교육 필요성이 커진다. 또한 청년노동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청년들이 노동시장보다는 

교육체계에 머물러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교육체계로 다시 이동함으로써 고등교육이 팽창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등교육과정에 직업교육지향성이 없다면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욕구

가 더 커지면서 대학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다(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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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상대적인 임금프리미엄은 더 확대된다(최용환, 2015:89). 이는 결과적으로 

대졸자들의 유보임금을 높여 노동시장진입을 유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고등교육

의 팽창은 한편으로는 하향취업과 그로 인한 저학력자 구축효과와 다른 한편으로는 

유보임금상승에 따른 취업유예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처럼 교육제도의 선별성은 교

육의 신호기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선별적인 교육제도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하

지만 비선별적인 교육제도는 신호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교육체계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교육체계가 일반교육중

심인지 직업교육중심인지에 따라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교육체계를 통해 구체적이고 특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

이다(Breen, 2005:126). 만약 교육체계를 통해 취업 후 바로 적용 가능한 특화된 기

술을 습득 할 수 있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청년채용으로 발생하게 될 훈련비용을 

줄일 수 있다(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192).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직업

교육중심일수록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체계는 오히려 저학력자의 노동시장진입에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학력

이 제공하는 신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학력자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de Lange et al., 2013:204-209). 

셋째, 교육제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것이다(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192). 교육체계가 직업교육 중심일지라도, 그것이 학교기반으로 이루

어지는지 혹은 학교와 직장에서 이중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학교위주보다는 노동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

(dual system)가 직업경력의 초기에 실업감소, 일자리 매칭증가, 불안정성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Breen, 2005; Müller and Gangl, 2003; Shavit and 

Müller, 1998). 이원화체계는 훈련체계가 현재의 노동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되는데, 이러한 공식적인 조정은 교육자격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두 체계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직비용과 훈련비용

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즉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접 일을 시켜봄으로써 선별

(screening)기회를 가질 수 있고, 청년은 해당 기업에 ‘이미 한발 들여놓은 상태’를 만

들어주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Shavit and Müller, 1998).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체계는 노동수요측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제조업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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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이원화체계는 노동수요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또한 같은 이유에서 불안

정성이 커질 수 있다. 노동수요가 경기변동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기 때문에, 도제

(apprenticeship) 일자리도 이에 따라 극심한 변동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원화체

계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부문과의 연계를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미 

서비스업이 청년고용의 중심이 된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급과 수요 간의 일

자리 미스매치를 야기하고 결국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

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Salvisberg and Sacchi, 2013:258). 이러한 한계는 

이원화체계가 있는 국가내의 변화는 설명가능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원화체계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의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차

이는 설명하지 못하며, 이원화체계가 있는 국가의 청년 노동시장상황이 여전히 더 좋

은 현상은 설명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원화체계의 긍정적 효과가 과거보다 감소

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중요한 체계인 것으로 보인

다. 

2) 노동시장제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기존 노동시장이 청년들을 흡수하는 정도에 크게 의존한

다. 노동시장이 청년에게 얼마나 개방적인지, 청년들을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이 달라진다. 즉 ‘진입장벽’으로써의 노동시장

제도가 얼마나 견고한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대

표적인 제도는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합주의관련 제도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용보호제도이다. 

(1) 조합주의 관련 제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이론적으로 포착한 것이 바로 분절노동시장이론에 기

초한 내부자-외부자 이론이다(Breen, 2005:125; 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 188).35) 이 이론에 따르면, 청년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존재로써 

35) 분절노동시장이론(또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두 개의 분절된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이 둘 

간에 이동이 거의 없는 것을 포착한 이론이다. 노동시장의 분절성 여부는 임금, 채용,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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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노동시장의 외부자이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인 내부자는 노동

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조직화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내부자의 결속이 강할

수록 외부자의 노동시장진입은 더욱 힘들게 된다(Brzinsky-Fay, 2013:216; Lindbeck 

and Snower, 1989). 일반적으로 내부자는 자기의 고용이 보장되는 선에서 최고의 임

금을 받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내부

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고용주는 이를 외부자들의 고용감

소로 대체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 188). 결국 

내부자를 대변하는 노조의 힘이 강하고 결속이 강할수록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

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단체협상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

다(Bassinini and Duval, 2006:91; Christopoulou and Ryan, 2009; Korenman and 

Neumark, 2000; Müller and Gangl, 2003). 단체협상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 

구조에 따라 노조의 임금인상 유인정도와 임금결정의 유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임금결정의 유연성이 청년 노동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결정이 유연할수록 임금과 고용의 대체관계(trade-off)가 쉽게 발생한다

(Korenman and Neumark, 2000; Krugman, 1994).36) 즉 새로운 노동공급자인 청년

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공급량이 변하게 되었을 때(수요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한

다), 유연한 임금결정제도에서는 늘어난 공급량을 수용하기 위해 임금이 낮아진다. 반

면 임금결정이 경직된 국가에서는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공급량을 수용하

지 않을 것이다. 즉 증가한 공급량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

직무배치 등에 관한 결정이 기업 내부의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내부노동시장이 별도로 존

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황수경, 2003:54 재인용). 
36) 노동공급량 변화와 수요량 변화에 따라 임금이 유연하게 결정되는 구조라면, 임금수준이 

변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임금결정이 경직되어 있다면, 임금수준이 

변하기 쉽지 않으므로 고용량이 변하게 된다. 이를 임금과 고용의 대체관계(trade-off)라고 

한다(Korenman and Neumark, 2000; Krugman, 1994). Krugman(1994)은 1990년대 유럽

의 실업률 증가와 미국의 임금불평등 증가라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임금과 고용의 대체관계

를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는 서로 다른 두 현상이 노동수요의 기술편향성이라는 같은 원인

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인이 같음에도 결과가 다른 것은 변화에 반응하는 각국

의 상이한 임금결정제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즉 임금결정이 유연하게 되는 미국에서는 임

금하락이라는 결과를, 임금결정이 경직된 유럽에서는 고용하락인 실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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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정이 집중화되어 있으면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나(Korenman and 

Neumark, 2000)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Christopoulou와 Ryan(2009:86)은 

임금협상 적용률이 일정할 때, 임금결정이 집중화되어 있으면 비노조원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 임금유연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임금인상 유인정도와 청년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의 유인이 높으면 노동수요가 감소한다. 이때 고용주는 기존

의 노동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해고비용이 적게 드는 

청년을 해고하게 된다. 즉 임금인상으로 야기된 노동수요감소가 청년에게 직격타를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의 유인은 단체협상구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 

Calmfors와 Driffill(1988)은 단체협상의 수준, 즉 기업별인지, 산업별인지, 전국차원

인지에 따라 임금인상의 유인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낙타등 가설(hump-shaped 

relationship)’이라고 불리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수준과 기업수준의 단체협상구

조에서는 임금인상유인이 작고 산업별수준의 단체협상구조에서는 임금인상 유인이 크

다.37) 따라서 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업증가는 중간수준의 단체협상구조에서 가장 크게 

되고, 이 경우 청년의 노동시장진입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내부자의 힘과 임금결

정구조에 따라 임금인상 유인정도와 임금결정의 유연성정도가 달라지고, 이것이 외부

자인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보호제도

외부자인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제도는 바로 고용

37) 만약 단체협상이 전국차원에서 중앙집중화되어 있다면 임금인상유인이 없다. 왜냐하면 임

금인상은 경제전체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별 차이가 없

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품가격인상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실업

위험은 높아지게 된다. 단체협상이 기업차원에서 진행된다면, 높은 임금은 상품가격인상으

로 이어지고, 이는 상품의 수요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노동수요감소, 즉 실업으로 바로 

연결된다. 역시 임금인상유인이 없다. 그러나 중간수준의 집중화와 조정력을 갖는 경우인 

산업별 단체협상구조에서는 임금인상유인이 높다. 왜냐하면 산업별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

뤄지면, 해당 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임금 인상효과가 크다. 또한 산업별로 동일하

게 임금인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수요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실업위

험도 없게 된다. 결국 실질임금 인상효과는 크고 실업위험도 없으므로 임금인상 유인이 높

아지게 된다는 것이다(Calmfors and Driffil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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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고용보호정

도는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고용률은 낮추는 등의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

다(Bertola et al., 2002; Jimeno and Rodirguez-Palenzuela, 2002; OECD, 2004; 

Breen, 2005). 고용보호제도가 고용과 실업에의 유입과 유출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시

장의 회전률을 떨어뜨리는데, 결국 이것이 노동시장 외부자인 청년의 진입을 저해한

다는 것이다(Noelke, 2011:3). 

그러나 고용보호제도가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분명

하지 않다(Bassinini and Duval, 2006; Choudhlry et al., 20013:8; Noelke, 2011). 

먼저 이론적으로 고용보호제도의 불분명한 효과는 해당 제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

인, 즉 정규직 보호규제와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38) 먼저 

정규직 보호규제가 강하면 고용에서 실업으로의 이동을 줄이므로 고용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강하면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이동을 줄이므로 

고용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상반된 두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는 이론적으로 분

명하지 않다. 따라서 두 제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Baranowska and 

Gebel, 2010; Eurofound, 2012). 그러나 이런 상반된 작동방식은 노동시장 내부자에

게만 적용되는 논리라는 반박도 존재한다(de Lange et al., 2013:205). 노동시장 외부

자인 청년에게는 종류에 관계없이 고용보호정도가 강하면 고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실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정규직 고용보호가 강하면 해고비용 증가로 

인해 고용주는 신규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가 될 것이

고, 비정규직 계약규제가 강하면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 청년들은 실업상태

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도 고용보호제도가 청년에게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Noelke(2011)

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가 청년에게 미치는 부적효과를 뒷받침한 연구들은39) 내생성

의 문제와 반복측정 자료에서 나타나는 시계열적 상관관계(serial correlation)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고용보호제도와 청년실업과의 인과관계

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분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38) 고용보호제도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한편, 고용주의 무

분별한 유연근로계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류기락, 2012:255).
39) Botero 외(2004), OECD(2004), Breen(2005), Kahn(2007)이 대표적이다. Noelke(2011)은 

국가 및 시기고정효과로 분석할 경우 고용보호제도의 부적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Lazear, 

1990; Kahn, 2010)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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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제도와 청년실업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는데, 분석결과 둘 간의 인과성을 발견

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청년의 실업위험 감

소나 고용기회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규직 고용보호와 비정규직 사용규제의 격차, 즉 비대칭성에 주목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entolila and Dolado, 1994; Bassinini and Duval, 

2006:93-94 재인용; 나승호 외, 2013). 정규직보호가 강하고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약한 경우 청년의 노동시장상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보호정도가 

높은 곳에서 정규직은 실업위험을 적게 느끼며 따라서 임금상승유인이 매우 크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정규직의 이해만을 반영하게 된다면 임금상승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

다. 따라서 고용주는 증가한 비용 때문에 신규채용을 줄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수월한 

비정규직 규제로 인해 신규채용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이때 노동시장

의 외부자인 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것

이 단기적으로는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

대별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으

로 예측된다(나승호 외, 2013). 이중구조의 고착화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형태이고 노동시장 분단정도가 심해 주변부에서 핵심부로의 이동

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면, 청년들은 졸업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처음부

터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시균·양수경, 

201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한 고용보호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보호제도의 유형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보호의 절대 수준보다는 두 유형간 보

호격차, 즉 비대칭성에 따라 청년 노동시장 진입이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복지제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회정책 및 제도는 실업자 보호제도로서 복지제도이다. 본 연

구가 주목하는 청년NEET는 넓게 보면 일자리가 없는 상태, 즉 실업상태에 있는 청

년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복지제도 중 특히 실업자 보호제도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업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실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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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전통적인 현금급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진입에 실

패한 사람들에게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장지연 외, 2011b:88).40) 이하에서는 이러한 복지제도가 실업 및 고용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실업 관련 현금급여 

관대한 복지급여는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줄이고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

로 실업을 양산하고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1970년대 이래로 줄곧 비판을 받아왔다

(Shaikh, 2003). 복지급여가 근로의욕을 줄인다는 주장은 ‘실업함정’, ‘비경활함정’ 등

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전병유 외, 2014:10), 이는 두 가지 논리로 설명된다. 첫째 

노동수요측면에서 보면, 관대한 실업급여는 임금결정 과정을 통해 실업에 영향을 미

친다. 실업급여가 높으면 개인이나 노조는 실업급여를 상회하는 더 높은 임금을 원하

게 된다. 실업급여가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금인상 유인이 커지면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

에서 보면, 관대한 실업급여는 낮은 임금과 좋지 않은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관대한 실업급여는 일자리탐색의 한계비용을 낮추고 유동성 

제약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실업기간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Howell and Rehm, 2009:62-63). 또

한 실업자가 재취업으로 인해 받는 근로소득이 실업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높지 않을 

때 실업자는 재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전자는 실업급여의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 혹은 자산효과(wealth effect), 후자는 ‘도덕적 해이’로 구분되

는데 근로의욕과 복지의존의 문제는 특히 ‘도덕적 해이’의 측면에서 발생한다(전병유 

외, 2014:11).41) 

40)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복지제도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금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전통적인 복지제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복지제도가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즉 실업자 보호제도라고 한다면,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이 현금급여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Gallie와 

Paugam(2000)은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유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실업급여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준으로 삼았고, 장지연 외(2011b:86-118)도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여 실업자 보호제도를 유형화한 바 있다.
41) 많은 연구들은 실업급여 종료시점에서 실업탈출이 높다는 것을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로 

해석하였으나, Chetty(2006)와 Card 외(2006)는 실업급여의 자산효과와 도덕적 해이(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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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업급여가 실업을 양산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첫째, 실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업을 연장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를 자격효과(entitlement effect)라고 부른다.42)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

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만료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유인

이 존재한다(김유빈, 2015:62). 특히 이러한 유인은 실업급여 수준이 높고 경기가 불

안정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amermesh, 1979; 전병유 외, 2014:12-14 

재인용). 둘째, 실업의 심리적 효과를 고려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유지하

거나 실업상태에 빠지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규

범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 인간관계의 기초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다. 특히 고용소득과 실업급여의 크기를 비교해 순 이득이 클 경우에 취업을 한다는 

논리는 고용을 단지 소득으로만 치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셋째, 주류경제학에서 가

정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당장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이 이후의 고용과 소득

에 미치는 오점효과(scarring effect)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소득보다 낮은 실업급여와 약간의 자유시간(여가), 사회적·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사회적 낙인), 이후의 노동시장에서 받게 될 오점효과까지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업을 지속시키려 한다는 주장, 즉 복지급여가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낮추고 복지급여에 의존하게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Howell and Rehm, 2009:63-64). 더구나 실업급여로 인해 부당한 일자리를 수용하

지 않을 여건이 마련되고 더 많은 일자리 탐색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후의 

일자리 매칭의 질을 높여 실업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로 인한 실업기간

의 증가가 부정적 요인만은 아닐 수 있다(장지연 외, 2011a:25).

이처럼 이론적으로 실업급여와 실업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존재하는데, 실

효과)를 구분하고 실업급여의 영향력이 대부분은 자산효과에서 비롯됨을 확인하였다. 이들

은 자산효과(유동성 제약 완화효과)를 도덕적 해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자산

효과로 인해 실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도덕적 해이, 근로의욕 약화로 해석할 수

는 없다고 주장한다. 
42)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는 급여수급을 위한 일정한 자격조건인 고용

기간 및 기여기록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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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분석결과 또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검

토한 Tatsiramos and Ours(2012)는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취업의 

의욕을 약화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의욕 약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선행 분석결과가 상

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실업급

여의 영향력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및 실업

탈출에 미친 영향과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친 영향은 다르다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을 연장시키고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고 보고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실업

급여 소진 직전에 실업탈출률이 급증하는 것에 주목한다.43) 즉, 실업탈출을 더 빨리 

할 수 있음에도 급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Krueger and Meyer, 

2002). 또한 Farber and Valletta(2013)44)는 급여지급기간이 증가하면 실업기간이 늘

어난다는 것을 통해, 관대한 실업급여가 실업을 지속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업급

여의 영향력을 재취업성과를 통해 파악하는 연구들은 실업급여 만료가 재취업확률을 

높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Card et al., 2007). 더구나 재취업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기간이 짧은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병

유 외(2014)는 실업급여기간이 짧으면 재취업이 빠르게 이뤄지기는 하지만, 재취업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짧고 다시 실업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실업급여제

도를 지급 기간으로 측정하는 경우와 급여 수준으로 측정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989년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도입된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급여수준의 변화가 해당 집단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Lavine 외

(2006)에 따르면, 급여기간과 급여수준이 실업자의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급

여 지급기간이 급여수준보다 실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구성하는 급여수준과 급여지급기간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3) Card 외(2007)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실업급여 만료전후로 실업탈출률이 200%이

상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44) 2008년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실업급여기간을 연장하였는데, Farber and Valletta(2013)는 

당시 실업자의 실업기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절대적 크기가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

여기간의 연장으로 실업기간이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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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업자의 실업기간 증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45) 즉, 

실업지급기간이 길어지면 실업기간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업급여의 도

덕적 해이, 실업자의 근로의욕 약화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급여기간이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지급여로 

인해 재취업을 선택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

여기간의 단축이 재취업의 질을 떨어트려 오히려 반복실업을 야기한다는 점을 보아서

도 실업급여의 관대성 축소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성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은 불확실하다.46) 청년의 경우 실업

의 오점효과가 노동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당장의 실업급여를 

위해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청년이 실업급여라는 금전적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관계의 기초가 되는 취업을 

선택하지 않을 유인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불

안정 노동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린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이 관대하고 급여수준이 높으면 노동 대신 복지를 더욱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청년에게 미

친 영향이 상반될 수 있는데, 청년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실업 관련 급여의 관대성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적

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국 레이건 행정부시기에 제기된 ‘복지여왕(welfare queen)’이라는 수사이래 좀처

럼 사라지지 않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동기 부족과 의존성 문제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학문적으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990

년대 이래로 진행된 복지와 노동의 연계라는 복지재편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복지와 노동을 연결시키려는 복지재편의 흐름은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45) 물론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자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실업기간을 줄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en-Horim, 1987; 장지연 외, 2011a:26 재인용).
46)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를 찾지 못하여, 본 장

에서는 실업급여 전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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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확대와 연결된다. 특히 1980년대 초, 청년실업률

의 급등에 직면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활성화 프로그

램47)을 도입했고, 그 이후 실업률 고공행진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

로 권장되었다(OECD, 1994).48) 이로 인해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확장되었다(Bell and Blanchflower, 

2011:243; Müller and Gangl, 2003:41).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혼재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로그램의 이질성에서 비롯된다(Eurofound, 2012:87). 

Bonoli(2010, 2011)는 프로그램이 대응하고자 하는 실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프로그

램의 목표, 그리고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세 

가지는 교육훈련, 고용보조, 공공구직서비스이다.49) 

먼저 교육훈련프로그램은 1950~1960년대에 강조되었던 것으로, 사양산업에 고용

되어 있던 노동자들을 재훈련시켜 성장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 것이

다. 즉 산업변동에 따른 구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향상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현재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인

적자본에 대한 투자전략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고용보조 프로그램은 

47) 활성화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다. 활성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policy)이 있

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특정의 개별프로그램을 지칭하고, 근로연계복지정책이 

공공부조수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활성화정책은 생산가능한 모든 인구의 취업

을 고취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황덕순, 

2009). 여기서는 광의의 활성화 개념보다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 프로그램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활성화프로그램’ 혹은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8) ‘OECD일자리 연구(OECD Jobs Study)’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직무관련 기술을 유지·향상할 수 있으며, 효율적 노동시장을 촉진한

다는 점에서 권장되었다(OECD, 1994; Bell and Blanchflower, 2011:243 재인용).
49) OECD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직업훈련(training), 공공구직서비스 및 행정(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administration), 직접 일자리창출(direct job-creation), 창업지원

(start-up incentive), 고용보조 및 재활(support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고용인센

티브(employment incentive), 일자리 교대 및 일자리 나누기(job rotation and job sharing)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마지막 5개 프로그램이 고용보조로 묶이는 것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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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의 대량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강조되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통해 

발생한 대량실업이 수요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암묵적 합의

가 있었기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고용보조의 목적은 실업기간동안의 숙련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를 고용에 묶어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직서비스는 1990년대 중반이후 

영어권 국가에서 강조된 프로그램이다. 세계화, 기술발전과 같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저숙련자를 중심으로 실업이 확대되어갔다. 이를 마찰적 실업으로 판단한 국가에서는 

비어있는 일자리에 노동자를 빠르게 연결하여 실업을 줄이고자 하는 구직서비스가 강

조되었다. ‘시장 친화적 고용을 강조’하며 노동시장결합전략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교

육훈련, 고용보조와는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Bonoli, 2011; 김영범, 

2014:138-142).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이 실업과 고용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인적자본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생산성 향상

으로 고용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임금수준도 함께 상승한다면 실제로 고용 가능성이 높아질 지는 불확실하다(Calmfors 

et al., 2002). 다음으로 고용보조프로그램은 사중손실효과(deadweight effect), 대체효

과(substitution effect),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50) 결국 고용보조프로그램으로 인해 창출된 고용이 더 큰지 혹은 

부작용이 더 큰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매칭과 

구직과정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서비스의 효과도 불분명하다. 구직

효율성이 높고 매칭이 잘 되면 구직자와 고용주는 구직비용과 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

으므로 고용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효율적인 구직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구직서비스의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업훈련중간에 고용되기를 피하는 부적 효과도 존재한다는 것이다(Calmfors et al., 

2002; 홍민기 외, 2013:67-68). 

이처럼 혼재되어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은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로 확

50) 사중손실 효과는 임금보조 없이도 고용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임금보조를 하는 경우 발생하

는 것으로 프로그램비용의 낭비를 의미한다. 대체효과는 기존 노동자를 임금보조 받는 사람

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전치효과는 임금보조 받은 기업이 감소한 노동비용으로 상

품가격을 인하 할 때, 가격경쟁을 벌이는 다른 기업, 산업에서 추가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Calmfors et al., 2002; 김영범, 2014; 홍민기 외, 2013: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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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미국의 훈련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Heckman과 Smith(1999)는 분석결

과가 다양한 요인들51)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변하는데,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청년대

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소득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

렸다(Bell and Blanchflower, 2011:243). 1995~2007년 동안의 26개국 활성화정책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Card 외(2009)도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은 혼재되어 있다고 지

적하였다. 청년의 고용경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존재하고

(Eurofound, 2012; Grubb, 1999), 대규모로 도입된 청년 활성화 프로그램이 오히려 

‘잠금효과’, 또는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를 갖는다는 연구도 있다(Eichhorst 

et al., 2006; Müller and Gangl, 2003:4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반적 효과는 불분

명하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내에 상이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프로그램의 효과성

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매우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의 노동시

장진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영향 

지금까지 노동수요 및 공급차원에서 발생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정책 

및 제도가 청년의 고용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노동시장의 구조

적 변화로는 청년인구규모의 변화, 고용의 탈산업화, 경제적 세계화, 기술발전을 살펴

보았고, 제도요인으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 교육제

도,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이 청년의 노동시장성과(특히 청

년실업률)에 미치는 주 효과에 관한 것이라면 이하에서는 요인들 간 상호작용효과, 

특히 노동시장 변화의 영향을 조절하는 제도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관심은 노동시장 성과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선

51) 예를 들어 평가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종류, 소득데이터에서의 이상점 처리방법, 소득데이

터의 구조화 방식, 통제집단 대체, 이탈집단의 처리와 같은 세부적인 방법에 의해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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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있다. 실업률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초기의 연구들은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Breen, 2005; Nickell and Layard, 1999; Scarpetta, 

1996)52). 앞서 살펴본 제도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이 맥락에 있는 것들이다. 이 연구

들은 제도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노동시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경제적 상황이나 조건들은 통제하거나 혹은 국가더미나 

시기더미를 통해 통제한 것으로 간주했다.53)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간 차이를 해

당국가의 구조적 조건(거시경제충격, 노동공급과 수요의 변화 등)과 제도의 상호작용

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Bassinini and Duval, 2006; Blanchard and 

Wolfers, 2000; Dal Bianco et al., 2015; Korenman and Neumark, 2000). 거시조

건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한 Blanchard와 

Wolfers(2000:C1-C3)54)에 따르면, 거시경제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제도에 초점

을 맞춘 연구가 노동시장 성과(실업률 등)를 각각 설명하고 있지만 개별분석은 또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 부적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충격(adverse 

macroeconomic shock)은 실업률의 일반적인 증가경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비슷한 거시경제 충격속에서도 국가 간 상이한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은 설

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제도요인은 국가 간 실업률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실업률이 매우 낮았던 시기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에 제도만으로는 

실업률 증가경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55) 따라서 시기에 따른 실업증가 현상과 

국가 간 상이한 경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둘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한다

는 것이다. 

52) 유럽의 고용성과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유럽경화증(Eurosclerosis)과 같은 

용어는 제도적 요인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고용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Dal Bianco et al., 2015:4). 
53) 그리고 실증분석결과 국가와 시기를 통제하게 되면 시불변 미관측 누락변수가 분석결과의 

편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54) Blanchard와 Wolfers(2000)의 연구이전에 거시경제 상황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는 Bruno와 Sachs(1985), Layard 외(1991)를 참고할 만하다. 
55) 이는 제도변수를 시불변 국가특성변수로 조작화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제도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도변수는 시불변 변수로 조작화 하고 

있다. 실제 제도변수는 시기별로 변하는 값이지만 한 국가 내 시기별 변동보다는 국가간 차

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 국가 내 제도의 변화보다는 국가 

간 제도의 차이에 주목하기 때문에 시불변 국가특성으로 조작화 한다. 이처럼 시불변 국가

특성으로 제도를 조작화하면 제도는 매년 변하는 실업률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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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거시조건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이후 거시 경제적 충격에 초점을 두

거나(Bassinini and Duval, 2006; Blanchard and Wolfers, 2000), 2008-2009년 유

럽을 흔들었던 재정위기(financial crisis)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Dal Dianco et 

al., 2015). 대표적으로 Bassinini와 Duval(2006)은 1975년~2003년 12개국을56) 대상

으로 노동시장제도(실업급여의 평균소득 대체율, 조세격차, 노조조직률, 고용보호제도, 

상품시장규제정도, 조합주의정도)의 영향력을 먼저 살펴보고57), 이러한 제도가 거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도와 거시충격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

다.58) 거시경제충격은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TFP growth), 실질 이자율(real interest 

rate), 무역충격(trade shock), 수요충격(labour demand shock)으로 파악했는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의 하락, 무역악화, 장기실질이자율의 

증가, 노동수요의 하락이 모두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거시경

제충격의 영향력은 실업급여 대체율이 높으면 더 강화되고, 임금협상의 조정력이 높

고 집중화되어 있으면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도 거시경제충격의 부적영향력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전체 실업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이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다. 

거시경제충격의 영향력이 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상이한 거시 경제 

속에서 제도의 작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청년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Dal Bianco 

외(2015)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1990~2012년의 유럽연합 28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

랜드를 대상으로 2007~2008년의 재정위기 심화정도59)와 노동시장정책(labour 

56)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

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57) Bassinini와 Duval(2006)은 제도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기존의 

제도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관심있는 변수 2~3개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Bassinini와 Duval(2006)은 제도전체(overall institutional framework)와 개별제도와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체계적 상호작용(systemic interaction)”이라고 불렀는데,  

제도간 상호작용의 누락으로 인해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라고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간 상호작용보다는 제도와 구조 간 상호작용에 주

된 관심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58) 거시경제충격과 제도의 상호작용모델에서는 다중공선성문제로 인해 모든 제도와의 상호작

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모델에서는 실업급여 대체율 및 조합주의와 거시경제충격과

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EPL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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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olicy)60)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재정위

기 심화정도가 13%이상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는 청년실업률을 높이지만, 1인당 GDP대비 

실업자 1인당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비중이 35%이상인 경우에만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교대(job rotation)정책과 재활정책

(rehabilitation)은 청년실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경제위기의 영향력

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연구는 거시경제상황과 제도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특정 정책은 

거시경제적 변화가 청년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적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적으로 진행된 거시경제적 충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영향

력이 해당국가의 제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러나 이를 경제위기나 거시경제적 충격에 초점을 맞춰 제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거시경제적 변화, 즉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영역의 구조

변화를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일회적인 사건인 위기나 충격 등으로 파악하기에

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측면의 구조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것이 청

년의 노동시장기회구조를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꿔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노

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개별 국가의 제도에 의해 어떻

게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동공급규모의 영향력, 즉 

청년인구규모의 영향력을 확인한 Korenman과 Neumark(2000), 그리고 세계화가 개

인의 생애과정과 고용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파악한 

‘GLOBALIFE project’에 속하는 일련의 연구물(Blossfeld et al., 2006; Buchholz et 

al., 2009)이 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먼저 Korenman과 

Neumark(2000)은 노동공급규모가 청년의 노동시장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코호트밀

집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임금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노동

공급규모의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

59) 2008~2012년 동안의 GDP 음의 성장률 총분기수 대비 해당년도 GDP 음의 성장률 분기

수를 계산하여 위기의 심화정도를 파악했다.
60) 고용될 경우의 기회비용은 실업자 1인당 노동시장정책 비용을 1인당 GDP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었다. 노동시장정책 비용은 전체, 소극적/적극적, 훈련/일자리전환/고용보조/재활/일

자리창출/창업인센티브/조기퇴직/소득보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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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공급은 임금을 매개로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임금유연성이 낮은 국가(임금협상

이 집중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공급증가로 인한 임금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률 변동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임금유연성이 높은 국가

는 공급변화로 인한 임금조정이 쉽기 때문에 실업률과 고용률 변동은 크지 않다는 것

이다.

Korenman과 Neumark(2000)의 논의는 청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화, 

즉 앞서 살펴본 고용구조변화, 기술발전, 세계화의 논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미 몇몇의 연구에서는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노동수요의 임금탄력

성(elasticity of labour demand)에 영향을 미치고61), 또한 개별 국가의 임금탄력성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한 바 있다. 

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클수록, 즉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OECD, 2007:132). 결과적으

로 구조적 변화의 영향력은 개별 국가의 임금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예를 들

어 실업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노동시장제도(노동시장제도의 경직성, 임금결정수

준, 조세격차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다. 

한편 임금을 매개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균형점을 설명하는 논리는 이미 노동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

해야 할 청년에게는 임금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 외에 노동시장 진입장

벽과 관련한 제도, 또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원제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러한 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이미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청년 노동시장악화를 추동한 구

조적 변화를 어떻게 강화 혹은 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GLOBALIFE project’의 일련의 연구물(Blossfeld et al., 2005; Buchholz et al., 

61) Rodrik(1997)은 세계화로 인해 노동수요 탄력성이 증가함으로써 고용수준과 임금수준이 

경제적 충격(economic shock)의 영향력에 더 민감해진다고 가설화하였고, OECD(2007)는 

세계화로 인해 노동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1985년 이후 실제로 수요곡선

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즉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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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은 세계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청년들에게 미친 일반적인 영향과 세계화의 영향

력이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려고 한 유일한 연구이다. Buchholz 외

(2009)에 따르면 노동경험이 부족한 노동시장의 외부자에게 세계화가 야기한 불안정

성이 일반적으로 집중되지만, 그 영향력은 복지국가의 특성과 노동시장 레짐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체계, 고용관계, 복지레짐, 가족체계와 같은 국가마다 고용한 제도특성

과 그 조합에 의해 세계화의 영향력 크기와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62) 결국 국가

고유의 제도적 장치들이 세계화의 영향력을 필터링하고, 국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Buchholz, et al., 2009:67).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일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것이 국가고유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를 조절하는 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레짐별로 상이한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고 몇 개의 대표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로 세계화의 영향력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였

다. 즉 세계화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제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시 구조적 변화가 청년에게 미친 일반적인 영향력과 

그 영향력을 조절하는 제도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소수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를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보지 못하고 거시경제충격이라

는 일시적 사건의 영향력을 확인하거나, 청년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제도를 포괄적

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제도의 영향력만을 확인하거나, 제도의 조절효과를 직

접 측정하지 못하고 개별국가의 연구결과를 레짐별 특성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한계가 

62) 자유주의 레짐(영국, 캐나다, 미국)은 노동시장에서의 핵심원칙으로써 개인적 유연성이 강

조되고 국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전적으로 개인이 갖는 자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정성은 개방적 노동시장구조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즉 높은 

직장이동성과 개방성이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 레짐(독

일,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은 노동시장 주변부에 집중되지만 공적이

전을 통한 보완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불안정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사

민주의 레짐(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가하지만 국가차원의 보장책

과 재통합정책으로 불안정성이 그리 크지 않다. 가족주의 레짐(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은 노동시장폐쇄성으로 인해 주변부에게 불안정성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내부자-

외부자간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가족에 의한 사적지원에 의해 불안정성이 보완되는 형태이

며, 마지막으로 탈사회주의 체제(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체코)는 자유주의전략을 따라

가는 에스토니아와 중부유럽전략을 따라가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Buchholz et al., 200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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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따라서 청년 노동시장의 악화원인과 그것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적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혹은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청년 NEET 선행연구 검토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 NEET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먼저 NEET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전, 선행연구에서 NEET를 어떻게 규정하여 사용했는지 살펴본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인 NEET 정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NEET 관련 선행

연구를 결정요인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청년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정의 및 이슈 

1) 등장 배경: 대안지표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참여는 고용률과 실업률이라는 전통적인 지표를 통해 파악된

다. 그러나 전통적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

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 지표는 이미 고용되어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 구직활동을 유예하고 취업준비를 하거나 

거듭되는 실패로 구직활동 자체를 단념해버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하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63) 또한 최근 청년들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매

63) 두 지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대비 실업자 비중으로 정의한

다. 여기서 첫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LO의 실업자 정의가 너무 좁으며, 둘째, 비경제활

동인구는 애초에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취업에서 비경

제활동 상태로의 이동이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경제활동 인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실업률 통계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황수경, 2010:90). 한편 고용률은 생산가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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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이

는데(Furlong and Cartmel, 2006:34), 이러한 빈번한 이동은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

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Eurofound, 2012:19; 

Tamesberger, et al., 2014:221).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수치상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더욱 심해지는 문제가 있었

다. 이렇게 지표와 현실과의 괴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금재호, 2007; 채창균 외, 2008). 

이처럼 고용, 실업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회색지

대를 포착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NEET이다. 청년 NEET(Youth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ig)는 교육, 고용,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대안지표로 중

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NEET는 사회의 중요한 하위체계인 교육, 고용, 그리고 훈련

체계64)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대표적인 사회체계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배제될 위

험성이 높은 청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Eurofound, 

2012:19; Serracant, 2014:402; Tamesberger et al., 2014:222). 

2) NEET 개념 정의와 관련한 이슈

그렇다면 NEET란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을 의미하는가? NEET 개념정의와 둘러

싼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NEET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그 개념사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의 실업급여정책의 변화로 인해 실업급여대상자에서 16세~18세를 제외하면서 시

작된 것이다. 정책의 변화로 인해 이 연령대의 실업자는 등록실업자가 될 수 없었는

데 결국 이들은 비등록실업자 또는 비구직 실업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구(15세 이상) 대비 취업자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실업률과는 달리 고용률 계산 시 비경

제활동 인구도 포함이 되지만, 학생/장애인/군인/전업주부/단순 쉼과 같은 매우 다양한 비

경제활동 인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노동시장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일례로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가 높아진 대학진학률로 인해 비경활 상

태인 학생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64) 여기서 훈련체계는 주로 활성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

(Tamesberger et al., 2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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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동시장 지위를 분류하는 코드(career services’ record65))에는 이들에게 할당할 

코드가 없었다. 이로 인해 Istance 외(1994)66)가 처음으로 Status Zer0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NEET의 기원이다. 그러나 Status Zer0가 가지는 부정적 어감, 

즉 ‘지위가 없다’는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Status A라고 변경되었다. 그 이후 Status 

A라는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1999년 영국에서

는 청년들의 이질적 특성을 즉각적으로 환기시키면서 부정적 어감을 줄이기 위해 

NEET라는 용어를 정부 공식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Social Exclusion Unit, 

1999).67) 그 이후 이 용어는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뉴질랜드, 대만, 홍콩, 그리고, 

OECD,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사용되고 있다(Eurofound, 2012: 19-20). 

이처럼 NEET개념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 개념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는 과

정을 거쳤다. 또한 이 개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0대의 실업, 특

히 학교 중퇴이후 고용이나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에게 정책적 관심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할 의욕을 상실한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

심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미숙, 2009:195). 한국에서는 청년실업과 비경활 

상태 모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형 NEET”에 대한 관심이 크

다(금재호 외, 2007). 결국 NEET개념, 즉 누구를 NEET라고 명명하느냐의 문제는 

각국의 정책상황, 그리고 각국에서 청년문제가 이슈화되는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이는 

NEET라는 용어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NEET는 교육, 고용, 훈련 상태가 아닌 모든 청년들을 의미하는데, 과연 청년이 누구

인지, 즉 청년의 연령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실업자는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가

사 및 육아, 장애 등의 다른 비경활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

65) 당시 career services’ record는 다음과 같다. 1=교육, 2=훈련, 3=고용(Eurofound, 2012: 

19-20). 따라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청

년들에게 부여될 코드가 없었다. 
66) 『A study of young people in South Glamorgan marked a watershed』보고서에서 사

용되었다고 한다.
67) 1999년 Social Exclusion Unit이 발간한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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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이로미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NEET 정의를 도출하기 위

해 이하에서는 NEET 개념과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에서 규정된 NEET개념은 <표2-1>과 같다. 

(1) 연령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연령이슈는 정책의 관심이 되는 대상과 관련이 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에

서는 10대의 사회적 배제에 관심이 있고 NEET 개념의 기원자체가 16~18세이기 때

문에 여전히 16~18세로 제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연령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영국

과 뉴질랜드이다(Eurofound, 2012:20). 그러나 최근의 NEET에 대한 관심은 ‘청년 

고용’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연령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고용문제 

측면에서 NEET를 정의하게 되면 ‘청년’의 연령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NEET의 연령범위가 달라진다. 

2010년 유럽연합은 NEET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의68)를 제시한 바 있

다. 이 표준정의에서는 연령을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소 의무교육 이수연

령부터 24세까지의 청년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년NEET를 15~24세로 제한하고 있으며(Eurofound, 2012:20-22), OECD 공식지

표에서도 NEET의 연령범위를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OECD, 2016a). 이처럼 대

표적인 국제기구에서 연령범위를 15~24세로 규정하여 통계수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

문에 서구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NEET 관련 연구에서도 최소 의무교육연한(15/16

세)69)부터 24세까지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해당 연구: Kelly and McGuinnes, 

2013; Robson et al., 2008; Styczyska, 2013; Tamesberger et al., 2014; Bruno et 

al.,2014 등). 

한편 최근 높아진 대학진학률로 인해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20대 후반인 경우가 많아 청년의 연령범위를 29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다.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68) 유럽 고용위원회(EMCO)의 NEET정의는 15~24세의 ILO기준 실업자이거나 비경활자 중

에서 현재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69) 의무교육을 마치는 연령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15세가 다수이나 스페인, 영국, 미국은 16

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90년까지는 14세였으나 그 이후로 16세로 조정되었다(Martin, 

2009:3). 다만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 18세~24세를 분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Bruno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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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령 및 
결혼상태

실업자포함여부
제외되는 비경활 

상태
Bruno 외(2014) 18~24세 포함 학생

Carcillo 외(2015) 15-29세   포함¹ 학생
Tamesberger 외(2014) 16-24세 포함 -

Tamesberger와 
Bacher(2014)

16-24세 포함 군복무

Kelly와 
McGuinnes(2013)

15-24세 포함 -

Styczyska(2013) 16-24세   제외² -

Shinozaki(2012)
20-34세

미혼
  포함¹ -

Yates 외(2011) 16-18세 포함  -

Genda(2007)
15-34세

미혼
  포함¹ -

Robson 외(2008) 16-24세 제외 -
Eurofound(2012) 15-29세 포함 -

이로미 외(2010)
20-29세

미혼
제외

가사육아
입시취업학원통학자

나승호 외(2013) 15-29세 언급없음
가사육아

입시취업학원통학자
남재량(2006, 2008, 

2012)
남재량,김세움(2013)

15-34세
미혼

제외
가사육아

입시취업학원통학자

오민홍(2007)
20-29세

미혼
제외 가사육아

금재호 외(2007) 15-29세
구직무급종사자 및 

실업자 포함¹

육아만³
입시학원통학만³
심신장애,군입대대

기 결혼준비

채창균 외(2008)
15-29세

미혼
제외 입시취업학원통학자

김종성, 이병훈(2012) 15-34세 제외
쉬었음, 구직활동, 
취업준비자만 포함 

민병희(2012)
20-34세

미혼
제외

가사육아
입시취업학원통학자

최용환(2015) 20-29세 제외
*OECD NEET비율 

활용

정연순(2013)
15-34세

미혼
제외

가사육아
입시취업학원통학자

주: 1) 실업자와 비경활NEET를 구분하여 분석 2) 등록실업자만 제외. 구직활동하는 비등록 
실업자는 포함 3) 취업위한 교육기관 통학(비통학포함)과 가사활동자는 NEET에 포함

〈표 2-1〉 선행연구의 NEET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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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Bell and 

Blanchflower, 2011:242; Carcillo et al., 2015:7). 이로 인해 최근 유럽연합이나 

OECD에서 출판되는 보고서에서는 29세까지 확대하여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arcillo et al.,2015; Eurofound, 2012). 한국의 NEET관련 초기 연구에서도 15~29

세의 연령범위를 다수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한국의 청년정책대상이 29세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해당 연구70): 금재호 외, 2007; 오민홍, 2007; 이로미 외, 

2010; 채창균 외, 2008; 나승호 외, 2013). 

일본에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사회통합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NEET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범위를 매

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정부용역보고서71)에서 15~34

세로 연령을 정의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후생노동성의 NEET 정의에 따라 

15~39세까지로 연령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0년대 일본사회에서 나

타난 노동공급 부족문제와 결합하여, 왜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에 정책적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최소한 34세까지의 연령범위까지 포함하여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Genda, 2007; Shinozaki, 2012). 한국에서도 2010

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34세까지로 연령을 확대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한국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의 군입대와 취업난으로 인한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노동시

장으로의 진입이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까지로 연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금

재호 외, 2007). 또한 최근 청년고용특별촉진법과 공공고용서비스 대상이 34세로 연

장된 것을 고려하여 34세까지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다(정연순 

외, 2013:23). 

이상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NEET 연령의 하한선으로는 의무교육 

이수연령(15/16세)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72) 그러나 NEET의 상한연령은 24세

부터 34세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근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이 전 세계적으

70) 오민홍(2007)과 이로미 외(2010)의 분석대상은 20-29세이다. 이 연구에서는 10대를 제외

했는데 한국에서 이 연령대의 대부분이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71) 2005년 일본 내각부의 『청소년 취업에 관한 연구자료』에서 청년 NEET를 15~34세로 

정의하고 있다(김미숙, 2009:177).
72) 국내연구에서는 20대로만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이로미 외, 2010; 오민홍, 2007; 최

용환, 2015). 한국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10대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적 특성이므로 국가비교연구에서 20대로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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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29세까지 포함하는 개념정의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NEET경험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및 반복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경험이 누적되어 이후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Franzen and Kassman, 2005; Robson et al., 2008)에서 34세까지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실업자를 포함할 것인가?

실업자 포함여부는 서구의 연구와 한국·일본의 연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다. 앞서 NEET 개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이 개념은 10대의 실업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이 있다. 그리고 이후 유럽연합 및 OECD에서는 ILO실업률 정의의 한계로73) 인해 

청년실업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즉, ‘일자리 없는 청년(Jobless 

Youth)’을 포착하기 위해 NEET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NEET 문구 그 자

체만을 보아도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실업자가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Eurofound, 2012:22). 따라서 서구와 국제기구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실업자까지 포함하여 NEET를 정의하고 있다74)(해당 연구: Carcillo et al., 2015; 

Eurofound, 2012; Kelly and McGuinness, 2013; Tamesberger et al., 2014; Yates 

et al., 2011 등). 하지만 이처럼 실업자까지 포함하여 NEET개념을 정의할 경우, 그 

내부에 매우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이 뒤섞여 있어 오히려 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

도 있다(Serracant, 2014:404). 이로 인해 몇몇 연구에서는 실업자를 제외하고 비경활

만을 대상으로 하거나(Robson et al., 2008), 실업자를 포함하되 실업NEET와 비경활

NEET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Carcillo et al., 2015; Styczyska, 2013)75). 

일본에서 NEET개념은 청년실업의 문제보다는 ‘일하지 않으려 하는 청년’의 문제

로 접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할 의지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자는 NEET에서 제외되고 있다(Shinozaki, 2012:34-35). 일할 의지가 있는 실업자에 

73) ILO실업자 정의는 구직포기자, 학교입학을 기다리는 자, 취업준비자를 모두 비경활인구로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74)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업률과 NEET비율은 산식에서 차이가 

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실업자와 취업자)대비 실업자 비중이지만, NEET비율은 해당 

연령 전체 인구 대비 고용,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의 비중이기 때문이다. 
75) OECD의 NEET 공식지표도 실업자를 포함하여 NEET비율을 보고하며, 하위에 비경활

NEET(inactive NEET)와 실업NEET(unemployed NEET)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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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과 일할 의지가 없는 NEET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

로, 청년실업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청년 NEET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다. Genda(2007)는 구직자(실업자)와 NEET(일을 하길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

거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실업자와 NEET

는 특성상 다른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NEET에 대한 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는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NEET연구는 일본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76) NEET연

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청년실업률로 잡히지 않는 청년의 고

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연구도 일본과 비슷하게 실업자를 제

외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중 학생이나 훈련 중이 아닌 청년으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

는 경향이 크다(해당연구: 남재량·김세움, 2013; 남재량 2006; 오민홍, 2007; 정연순 

외, 2013; 채창균 외, 2008 등).77) 실제 NEET와 실업자의 특성을 비교한 채창균 외

(2008)의 연구에서, NEET는 실업자에 비해 저학력, 저연령, 미혼가능성이 높으며 노

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상이한 집단임을 확인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사회에서 NEET개념이 도입된 배

경, 즉 정책적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업자를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

도 한다. NEET개념이 전통적 실업률 개념이 갖는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NEET

가 한 사회의 교육체계, 고용체계, 복지체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자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

다. 그러나 그것이 NEET 개념에서 실업자를 원천적으로 제외할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NEET에 대한 관심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문제에서 증폭되었

고, 개념상으로도 실업자를 제외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를 포함한 

NEET 개념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에 이질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6) 당시에는 청년무업자라고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었다. 강영배(2005), 김기헌(2005), 정후

식(200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77) 금재호 외(2007)는 구직무급종사자와 실업자를 포함하여 NEET를 정의한 거의 유일한 국

내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직무급종사자와 청년실업자를 구직 NEET로, 그 외

의 NEET를 비구직 NEET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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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은 모두 NEET에 포함되는가? 

비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이나 실업이 아닌 모든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사·육아, 교육기관통학, 심신장애, 연로(퇴직), 군입대 대기 등과 같은 상태를 포함

한다.78) 따라서 NEET 문구 자체의 정의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상태 중 정규교육기관

에 통학하는 학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은 NEET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유럽연합과 OECD, 그리고 서구의 많은 연구들이 학생을 

제외한 모든 비경활 상태를 포함하여 NEET, 즉 무직청년(jobless youth) 규모를 파

악하고 있다(해당연구: Carcillo et al., 2015; Eurofound, 2012; Kelly and 

McGuinnes, 2013; Genda, 2007; Robson et al., 2008; Shinozaki, 2012; 

Tamesberger et al., 2014; Yates et al., 2011 등).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 상태를 하나의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은 

NEET집단 내의 이질성 이슈를 야기한다. Eurofound(2012:24-25)에 따르면 NEET

는 대표적으로 5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된다. 전통적 실업자(conventionally 

unemployed), 가사·육아·장애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unavailable), 구

직단념 및 비사회적 생활양식 추구79)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참여자

(disengaged),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당장의 취업을 유예하는 기회추구자

(opportunity seeker), 취업외의 다른 활동(여행이나 예술활동 등)을 하는 자발적 

NEET(voluntary NEETs)가 그것이다. 이러한 NEET 집단내의 이질성은 과연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시작해, 이질성으로 인

해 오히려 NEET의 사회적 배제와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야기한다(Furlong, 2006).

한편 일본에서는 비경제활동 상태 중 가사·육아를 NEET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

해 이견이 존재한다. 2005년 내각부의 정의에는 가사육아를 주로 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혼여성을 고려하여 미혼의 경우만 NEET에 포함시켰고, 2009년 후생노동성의 정의

에는 기혼여부와 관계없이 가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NEET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정의에 따라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김미숙, 

2009:177), 몇몇의 일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미혼으로만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

7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를 보면, 입시학원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 취업준

비(비통학), 진학준비(비통학),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단순 쉼과 

같은 상태도 비경제활동상에 포함된다.
79) 직접적인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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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enda(2007)는 NEET가 학교, 직장, 가족을 통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연결망도 

부재한 이들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자, 그리고 Shinozaki(2012)는 기혼이 노동시장을 

떠난 이유와 미혼이 노동시장을 떠난 이유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혼으로만 제

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내연구는 대부분 일관되게 기혼자도 제외하고 가사육아활동도 제외하는 경향을 

보인다(해당연구: 남재량, 2012; 남재량·김세움, 2013; 오민홍, 2007; 이로미 외, 

2010; 정연순, 2013 등). 금재호 외(2007)의 연구에서는 기혼자를 포함하되 육아활동

만 제외했고80), 채창균 외(2008)의 연구에서는 미혼의 가사육아활동이 포함되기도 한

다. 그 외 한국에서는 통학하지 않으며 취업준비와 진학준비를 하는 경우는 NEET에 

포함하지만, 통학하며 진학 및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특징도 보인다. 

이는 한국적 특성에 맞게 ‘한국형 NEET’의 개념정의를 해보자는 연구자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와는 달리 일본과 한국에서 가사 

및 육아활동을 NEET 정의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미혼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화적 

특성, 즉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시각이 서구와는 다

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OECD최하위권81)일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기혼

여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사와 육아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OECD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정책의도

를 고려해본다면 가사와 육아활동을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

과적으로 가사육아활동을 NEET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문화

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연구는 비경제활동과 관련한 이슈가 더욱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80) 금재호 외(2007)는 한국에서 결혼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생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

국형 NEET를 정의할 때 미혼여부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기혼의 경우에도 비경

활인구에서 취업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기혼의 가사노동자도 취업애로계

층으로써 NEET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1) 2014년 현재 OECD평균 여성경제활동참여율(25~54세)은 72%인데, 한국은 64.8%로 

OECD최하위권이다. 일본은 74.5%로 평균을 상회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OECD, 

2015:272).



- 53 -

가사육아 뿐만 아니라, 재수를 위한 입시학원 통학, 통학하지 않은 입시준비, 군입대 

대기,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통학, 학원 통학하지 않는 취업준비 등과 같이 비경제활

동 상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활동을 포함할지 여부에 관

한 기준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연구처럼 미혼으로 한정하거나 가사육

아를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미혼의 가사육아 활동자

를 일본에서는 NEET에 포함하지만 한국연구에서는 대부분 제외하는데, 그것의 명확

한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구목적에 따라 비경제활동 상태의 포함여부는 달라

질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논거는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어떤 비경제활동 상태를 NEET개념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Eurofound(2012)에서 분류한 NEET의 5개 하위집단 중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

(unavailable)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의 가사육아 활동자와 기혼의 

가사육아 활동자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것은 기혼의 가사육아전념자의 경우 일자리

가 주어져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장애인도 많은 연구에서는 NEET에 포

함되는데 과연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상

황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82)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청년

의 노동시장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NEET개념이 갖는 애초의 문제의식

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NEET집단 내의 이질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동향 

청년NEET의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선행연구는 서구의 연구와 일본·한

국의 연구로 구분된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서구의 청년NEET 연구는 실업과 비고

용을 구분하지 않고 무직청년(jobless youth)이라는 범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

82) 장애인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정책개입도 다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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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영국에서는 무직청년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사회가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연구가 촉진되었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비용에 관한 관심이 크다

(Shinozaki, 2012:35). NEET청년들의 사회부조 가능성, 실업가능성, 범죄가능성, 건

강문제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Social 

Exclusion Unit(1999)의 논지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고 할 수 있다. 실제 NEET의 경제적 비용83)을 계산한 Eurofound(2012)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2011년 유럽연합 26개 회원국의 사회적 비용이 거의 1,530억 유로(유럽 

GDP의 1.2% 정도, 약 190조 5천억 원)에 달한다84). 결국 이런 비용에 대한 관심선

상에서 NEET 결정요인, 탈출요인, 국가비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청년실업문제와는 별개로 NEET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실업정책은 40~5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90년대 말 청년고

용이 급속히 악화되고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는 

‘일하기를 꺼려하는’ ‘얽매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하는 프리터(freeter:free arbeiter)’

와 같은, 개인이 선택한 생활방식(lifestyle choice)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2000년대 들

어 청년실업 및 청년의 불안정 고용문제가 노동시장의 경화증에 의한 것이라는 논의

로 인해(Genda, 2005) 청년개인의 선택이라는 논의는 축소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문제와 결부되어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 노동공

급측면에서의 NEET상태가 되는 원인에 근본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Shinozaki, 2012:35-36). 

우리나라의 NEET연구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 

경, 일본의 NEET연구 및 상황을 소개한 것부터 시작한 국내연구는 NEET개념도 거

의 일본정의를 중심으로 한국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대 초반에

는 한국의 NEET 실태를 파악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간간히 

83) 경제적 비용은 공공재정비용(public finance costs)과 총자원비용(total resource costs)으로 

구분하여 계산되었다. 공공재정비용에는 다양한 복지급여액과 추가적인 보건복지 관련 지출

이 포함되었고, 총자원비용에는 소득 상실분(forgone earnings)과 개인의 사회기여 상실분

(조세 및 보험료)으로 계산되었다(Eurofound, 2012:80).
84) 2012년 유럽연합 국가의 30세 이하 NEET비율은 15.9%, 1,460만명이며, 이로 인한 비용

은 1,628억 유로(GDP의 1.26%)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2011년보다 증가된 수치이다

(Eurofou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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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T 결정요인, 탈출요인, 노동시장 성과분석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로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NEET가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조금은 상이한 연구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동안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크게  

NEET 결정요인, 탈출요인, NEET 경험의 파급효과(노동시장 성과 등)의 범주에서 진

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NEET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

구를 검토한다.85) 이하에서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개인수준에서 위험요인을 밝히고 

있는 연구와 구조적·제도적 차원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하여 그 성과

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2) 누가 NEET가 되는가? : 개인수준에서의 NEET 결정요인(risk factors)

청년NEET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무엇이 청년들을 NEET상태에 빠

지게 만드는가?’ 혹은 ‘어떤 청년들이 NEET가 되는가?’ 라고 할 수 있다. NEET상태

가 되는 원인을 밝혀야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결정요인 혹은 위험

요인을 밝히는 것은 NEET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NEET 결정요인 혹

은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해당 연구: Kelly and 

McGuinness, 2013; Genda, 2007; Shinozaki, 2012; Styczyska, 2013; Tamesberger 

et a., 2014; Yates et al., 2011; 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등).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에 따르

면, NEET 가능성을 높이는 열 가지 위험요인이 있다(Robson et al., 2008:2). 열 가

지 요인을 교육관련요인, 가구배경요인, 기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86), 결과적으

로 초기 교육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구배경을 가진 청

85) NEET탈출요인 및 NEET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Kelly와 McGuinness(2013), 

Quintini와 Martin(2006), Tamesberger 외(201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NEET경험의 파급

효과, 즉 NEET경험이후의 노동시장성과를 다룬 연구는 Bynner와 Parsons(2002), Franzen

과 Kassman(2005), Robson 외(2008), Eurofound(2012), 이시균·양수경(2012)이 대표적이

다.
86) 교육관련 요인으로는 저학력, 학교중퇴, 무단결석이 있고, 가구배경요인으로는 부모의 낮

은 직업지위, 부모의 전일제 노동경력(경제활동상태), 이른 시기의 임신, 가정 밖에서의 생

활(living outside the family home), 열악한 주거환경(월세거주)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 장애와 같은 기타요인이 열거되고 있다(Robson et al., 2008:2). 여기서 교육관련 요

인, 가구배경요인, 기타요인 등의 명칭과 분류는 필자가 자체적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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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열 가지 위험요인 외에 

NEET 위험을 높이는 개인특성 또한 다수 지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대 임신과 한

부모여부, 특수교육 필요여부 또는 학업부진 여부, 건강상의 문제, 범죄 연루여부, 동

기부족 등이 그것이다(Stoneman and Thiel, 2010). 

이처럼 많은 요인들이 NEET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

지만, 위험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정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이 NEET 가능성을 높인다면, 왜 그러한지 이론에 비추어 설명하고 그 메커

니즘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론에 기초

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NEET 청년에게서 많이 관

찰되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요인을 선별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ET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몇 몇 시도가 있

었다. 김종성·이병훈(2012)의 연구와 Genda(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종성·이병

훈(2012:238-240)은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을 설명하는 미시이론을 활용하여 NEET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87) 이 연구에서는 NEET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적

자본론, 지위획득이론, 신호이론, 사회자본론, 직업탐색론을 활용했다. 일본청년을 분

석한 Genda(2007)는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과 효용극대화이론에 기초해 NEET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88) 이하에서는 개인특성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적자본

론과 기대수익률가설, 가구특성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획득이론과 효용극대

화 이론에 기초해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87) 김종성·이병훈(2012)의 연구는 1차 년도에 쉬었음, 구직활동, 취업준비 상태인 비경활 청

년 중, 2차년도에 쉬었음에서 구직활동으로, 쉬었음에서 취업준비로 상태가 변한 청년 

1,729명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NEET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다른 연구와는 달리,  

NEET 내에서의 상태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할 수 있다. 
88) Genda(2007)가 설정한 기대수익률가설은 무직의 기회비용이 적은 사람이 NEET가 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return)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나이가 많은 사람, 저학력자의 경우 무직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효용극대화이

론에 기초해 Genda는 고소득 가구의 청년이 효용극대화를 위해 일보다는 레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따라서 고소득가구의 청년이 NEET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 57 -

(1) 인적자본이 부족하면 NEET가 되는가?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인적자본 정도

에 따라 청년들의 입직여부와 그 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선호하는 인적자본

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은 NEET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은 학

력, 자격증, 직업훈련 등으로 파악이 되는데(박미희·홍백의, 2014:23), NEET 결정요

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학력과 훈련프로그램 참여여부, 학교중퇴 여부가 인적자

본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자주 사용되었다(표2-2).

변수
분석결과

+ N.S. -

학력
채창균 외(2008)
나승호 외(2013)

Eurofound(2012)
Genda(2007)

Kelly and 
McGuinness(2013)

Shinozaki(2012)
Styczynska(2013)

학교중퇴 Tamesberger 외(2014) Shinozaki (2012)

훈련프로그램
참여여부

Styczynska(2013):비경활 
비구직의 경우에만

〈표 2-2〉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한 NEET 결정요인 분석결과 요약

먼저 훈련프로그램의 영향력은 Styczynska(2013)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 지난 

2년간의 훈련프로그램 참여여부가 비경활-비구직 NEET의 경우 NEET가능성을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중퇴여부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 유럽에

서는 학교를 중퇴할 경우 NEET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기에, 중퇴를 예방하는 것이 

NEET위험성을 줄이는 가장 시급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Tamesberger et 

al.,2014). 그러나 NEET에 학교중퇴자가 비율상 많기는 하지만 중퇴여부가 NEET여

부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존재한다(Shinozaki, 2012). 마

지막으로 NEET 결정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변인인 학력을 살펴보

면, 일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NEET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found, 

2012; Genda, 2007; Kelly and McGuinness, 2013; Shinozaki, 2012; Styczynska, 

2013). Eurofound(201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학력자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자에 

비해 3배 이상, 중등교육 이수자에 비해 2배 이상 NEET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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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러한 저학력의 높은 NEET 위험성은 2007~2008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 커졌다(Kelly and McGuinness, 2013).89) 한편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채

창균 외(2008)와 나승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중졸에 비해 고졸이나 전대졸, 대졸

이상이 모두 NEET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0)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NEET

상태에 있는 청년의 인적자본정도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것과 인적자본의 영

향력 정도가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2) 일을 해서 받게 되는 결과물이 적으면 NEET가 되는가?

Genda(2007:27-28)가 설정한 기대수익률 가설에 따르면, 무직의 기회비용이 적

은 사람이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return)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저학력자, 장애인, 이민자,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무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남성보다 임금

이 낮고, 장애인이나 이민자도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외부자로서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다. 일경험이 없고 실업기간이 긴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 향후 받게 될 생애총임

금소득 수준이 낮다. 이처럼 기대수익이 낮은 경우 반대로 기회비용도 적기 때문에 

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기대수익률가설을 적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장애인과 이민자의 경우 NEET 위험성이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40%가 높고, 이민자의 경우는 7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rofound, 2012). 그러나 성별과 연령의 효과는 다소 상반된다. 먼저 연령의 영향

력을 살펴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NEET가능성이 

높아졌고, 영국과 그리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NEET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경우 연령과 NEET 가능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Robson et al., 2008). 한편 연령과 NEET가능성의 2차 함수 관계를 설정한 

채창균 외(2008)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NEET가능성이 커지지만 그 속도가 완만해져 

89) 아일랜드의 미시데이터(the Quarterly National Household Survey)를 활용하여 경제위기 

전후 NEET결정요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90) 남재량(2012)에 의하면, 2011년에 비구직 NEET에서 순수고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대비 줄어든 반면 순수대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으며, 2011년의 구성비도 순수

고졸이 24.5%, 순수대졸이 23.5%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이는 대졸청년 중 취업준비

생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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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를 기점으로 NEET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NEET가능성의 관계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NEET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와 통계

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 비해 NEET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그리고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Robson et al., 2008)가 모두 존재한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일면 NEET 정의에서 기혼여성을 포함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 NEET에 가사와 육아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혼여성을 포함한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NEET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만을 대상으로 성별

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Genda(2007)의 경우는 여성이 높게, 

Shinozaki(2012)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게, 그리고 채창균 외(2008)는 남성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2007~2008년 경제위기 전후에 성별의 영향력이 바뀌었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 Kelly와 McGuinness(2013)는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NEET가능성이 여성보

다 오히려 높은데 그 이유는 남성이 주로 고용되는 건설업 및 제조업이 경제위기시 

가장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 정도에 따라 그리고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영

향을 받는 업종에 어떤 성별이 더 많이 종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

는 것이다. 

변수
분석결과

+ N.S. -

연령/
연령제곱

Robson(2008):fr, de, it, es
Robson(2008):pt
Shinozaki(2012)

Robson(2008):uk, gr
채창균(2008): 24세까지 

증가 후 감소

여성

Genda(2007)
Kelly and McGuinness(2013): 

2006년 결과
Robson(2008):UK, IT, PT만

Styczynska(2013)

Shinozaki(2012)

Kelly and 
McGuinness(2013): 2011년 

결과
채창균(2008): 남자가 +

장애 Eurofound(2012)
이민자 Eurofound(2012)

〈표 2-3〉 기대수익률 가설에 기초한 NEET 결정요인 분석결과 요약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NEET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청년의 NEET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환경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

고 있다. 능력있는 부모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인 ‘패러사이트족(parasit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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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캥거루족’, 부모라는 안락하고 단단한 껍질속으로 숨는다는 의미의 ‘자라족’ 등과 

같은 신조어는 부모라는 환경과 NEET의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다. 물론 이런 신조

어들은 부모환경과 NEET가능성의 정적 관계를 함축하지만 부적 관계를 예측하는 이

론이나 실증분석결과도 많다. 일례로 부모의 직업지위가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

고, 이것이 자녀의 이후 노동시장성과로 연결된다는 지위획득이론(Duncan, 1961; 박

미희‧홍백의, 2014:24)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의 NEET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부모환경의 영향력을 파악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먼저 

NEET 결정요인 분석에서 부모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변수는 현재의 

부모환경과 성장기의 부모환경으로 나눠진다.91) 이 중 현재 부모환경의 영향력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실직여부로 측정한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자녀의 NEET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어떤 형태로든 고용되어 있으면 

자녀의 NEET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Eurofound, 2012; Styczyska, 2013; 채창균 

외, 2008). 그 이유를 Yates 외(2011)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92) 부모

가 실직상태이고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면 그것이 청년의 직업적 열망을 

낮추어 NEET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혹은 직업적 열망이 낮은 청년은 NEET가능

성이 높은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는 그 부적효과를 더욱 가중시킬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위획득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NEET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 방향

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인 부모학력의 영향력을 보면 Eurofound(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저학력일 

경우 자녀의 NEET가능성이 1.5~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Shinozaki(2012)

는 부모의 고학력이 자녀의 NEET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

버지의 고학력은 자녀의 비고용가능성을 2.65%p 높이고 어머니의 고학력은 자녀의 

비고용가능성을 2.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성별의 고학력 부모는 저

91) 현재의 부모환경은 현재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대표적으로 실직여부)나 부모 학력이고, 성

장기의 부모환경은 성장기의 부의 직종, 모의 고용여부, 고용형태 등이다.
92) Yates 외(2011)는 NEET 청년이 직업적 열망이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확인하고자 직업

적 열망과 NEET 가능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직업적 열망의 부

적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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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자녀의 비고용가능성을 4.6%p나 높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hinozaki는 부유

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청년의 기대임금과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

간의 불일치(wage gap)가 청년의 비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말하고 있다.93)

변수
분석결과

+ N.S. -

부모
실직여부

Eurofound(2012)
Styczyska(2013)¹

채창균(2008)
부모의 

SES
Yates 외(2011)

부모학력
Shinozaki(2012)

채창균(2008)
Styczynska(2013)

Eurofound(2012)
나승호 외(2013)

성장기 
가구배경

채창균(2008): 
단순노무직에 비해 

관리직/전문가가 높고, 
사무직/생산직은 낮음. 

Shinozaki(2012)
부 블루칼라: 비고용(- 1.6%p)

모고용: 비고용(-1.6%p)

주 1) 부모 실직여부의 대리변수로써 복지급여가 가구의 주소득 원천인지 여부를 활용하였음

〈표 2-4〉 지위획득이론에 기초한 NEET 결정요인 분석결과 요약

(4) NEET 청년은 캥거루족인가? 

NEET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는 캥거루족, 패러사이트족(parasite), 자라족 

등의 신조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능력있는 부모’를 측정하기 위해 가구소득변수를 활용했

다. 이론적으로도 가구소득과 자녀의 경제활동상태는 예측가능하다. 효용극대화이론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의 청년은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보다는 여가를 선택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청년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해야만 

한다(Genda, 2007:29). 따라서 부모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NEET청년의 이미지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표 2-5), 전년도 가구소득과 NEET 가능성은 부적관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obson et al., 2008; 남재량, 2006; 채창균, 2008). 그러나 내생

93) 성장기에 평균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경우, 자녀의 비고용가능성은 3.1%p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Shinozaki(2012)의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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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94)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내생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Genda(2006)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용보다는 비고용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enda(2006)는 효용극대화이론을 지지하는 것

에서 머무르지 않고 소득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득을 범주형 변수

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모두 비노동을 선택하는 경향

이 2000년대 들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득의 U자형 효과(U-shape 

effect)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저소득가구 청년의 일할 의욕감소에 대해 면밀

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성장기의 경제적 형편이 좋으면 오히려 비고용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Shinozaki, 2012)와 비고용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가 모두 존재하는 

만큼 소득과 NEET상태와의 관계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변수
분석결과

+ N.S. -

가구소득
Genda(2006): 소득의 

U-shape

Eurofound(2012)
Robson 외(2008)

남재량(2006)
채창균(2008)

성장기 
경제형편

Shinozaki(2012): 평균이상 
가구소득-비고용 3.1%+

채창균(2008)

〈표 2-5〉 효용극대화 이론에 기초한 NEET 결정요인 분석결과 요약

3) 왜 NEET 청년이 증가하는가? - 청년 NEET의 구조적·제도적 결정요인

이상의 선행연구가 NEET 위험요인을 개인수준에서 밝힌 것이었다면, 다른 일군

의 연구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 거시경제상황, 구조적·제도적 요인과 같은 거시

이론에 기초하여 NEET 증가원인을 파악한 것이다. 거시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개인

수준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다(대표적 예. Bruno et al., 

94) 전년도 가구소득변수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내생성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전년

도에 해당청년이 취업한 경우 그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전년도 청년의 취업상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년도 가구소득 계산 시 해당 

청년의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1인당 가구소득을 구하는 것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일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Genda(2006)는 전년도 가구소득계산시 청년의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내생성 문제

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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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urofound, 2012; 최용환, 2015). Eurofound(2012)의 연구는 유럽연합 국가

들에서 NEET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차이를 제도적·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이며, Bruno 외(2014)의 연구도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

으로 청년NEET의 지속성과 2007/2008년의 재정위기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이다. 

최용환(2015)95)의 연구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NEET유입의 원인을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측면,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확인한 연구로 본 연구와 가장 밀접

하다고 할 수 있다. NEET증가원인을 국가단위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 이러한 연구

들은 기본적으로 청년실업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년실업을 설

명하는 이론과 청년실업(혹은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관련 실증연구에서 주로 활용되

는 변인들을 청년 NEET연구에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96) 이하에서는 2장 1절과 같

이, 청년NEET 증가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노동공급구조 및 노동수요구조, 그리고 

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것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97)

(1) 노동시장진입경쟁이 커지면 NEET청년이 증가하는가? : 노동공급구조의 영향

앞선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인구규모는 청년의 노동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친다(Bassanini and Duval, 2006; Flaim, 1990; Koreanman and Neumark, 2000; 

Schmidt, 1993; Zimmerman, 1991). 그러나 단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

는 것뿐만이 아니다. 청년인구의 증가에 따라 입시경쟁(진학 경쟁)과 노동시장 진입경

쟁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탈락하여 교육·고용·복지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

한 NEET청년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Eurofound, 2012:49). 그러나 실제 청년

인구규모는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청년

인구규모가 감소했으므로 노동시장진입경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청년NEET 규모, 

그리고 개인의 NEET가능성이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청년인구규모가 감소했

음에도 불구하고 청년NEET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공급규모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려할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5) 최용환(2015)은 2005~2013년까지의 3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청년(20~29세) NEET

비중에 미친 영향을 일반화 적률법(GMM)에 의한 동적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96) 청년NEET를 청년실업의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구의 연구나 청년실업과 비경

활의 중첩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97) 2장 1절에서 청년 노동시장을 둘러싼 구조변화와 사회정책 및 제도의 영향력에 대해 논하

였으므로, 여기서는 청년NEET에 관한 실증연구로 한정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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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규모의 감소 외에 노동공급구조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는 여성경제활

동참가의 증가와 이민자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98) 채창균 외(2008)는 노동공급 측면

의 충격을 35세 이상 여성취업자수 증감률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예측과는 

달리 35세 이상 여성취업자수가 증가할 경우 15~29세 청년NEET 규모는 감소하였

다. 다만 15~34세 청년 NEET 규모의 경우 충격발생 후 최초 2분기까지는 증가하다

가 3분기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35세 이상의 여성취업자수가 노동공급량의 확대를 대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35세 이상 여성

취업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NEET 규모도 감소했다는 것이다.99) 노동공급 변화의 주된 인자로써 여성

을 고려한다면 여성취업자수가 아니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용환(2015)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면 NEET 규모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Eurofound(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의 노동시장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를 모형

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 신뢰할 만하다. 물론 청년인구규모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증가가 경쟁심화를 촉발하고 이것이 

NEET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년 NEET증가는 노동시장 악화때문인가? : 노동수요구조의 영향 

청년실업은 성인실업률에 비해 경기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l and 

Blanchflower, 2011; Brada at al., 2014).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노동수요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청년은 성인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98) 청년 NEET 연구에서 이민자의 영향력을 확인하거나 이를 통제한 연구는 없었으나, 이미 

청년실업 관련 연구에서는 이민자를 고려한 노동공급 구조변화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다. 

Korenman과 Neumark(2000)의 경우 이민자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청년인구규모 대신 

해당연도의 출생률을 청년인구규모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Kelly 외(2014)의 

경우 아일랜드 청년의 해외이민이 활발해지면서 자국내 청년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99) 15~34세에서 충격발생 후 2분기까지 증가하는 이유를 채창균 외(2008)는 부가노동자가설

(additional worker hypothesis)로 설명하고 있다. 즉 30~34세의 가사육아활동을 주로 했던 

자들이 35세 이상의 여성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용기회의 확대로 이해하여 새롭게 취

업을 준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NEET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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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100). 특히 앞선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거시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 노

동시장이 침체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노동시장에 진입

조차 하지 않는 청년NEET가 증가할 수 있다(최용환. 2015:89). 

일반적 경제상황과 NEET 규모의 관계는 ‘실망노동자가설(discouraged worker 

hypothesis)’로 설명할 수 있다. 실망노동자가설은 경기상황이 극심히 좋지 않을 때에

도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이다. 즉 경기상황과 비례

하여 청년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청년들의 노동시장참여가 줄어들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즉 경기침체기에 졸업을 미루고 학교에 남아있거나 혹은 학교로 되돌아

가는 등과 같이 청년들이 비경활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률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Kelly et al., 2014; Brada et al., 2014:559). 이 가설은 청년실업률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때 비경활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2-6>을 보면 실망노동자가설은 실증적으로도 확인되었는데, 이때 경기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첫째, 장기실업률과 일반 실업률은 전체적인 노동시장상

황을 포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노동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NEET 규모가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경기변동은 노동수요 변동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총수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성장률(GDP성장률)

이 경기변동을 대리하는 변수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채창균 외, 2008).101) 노동

수요변동을 GDP성장률로 포착한 채창균 외(2008)의 경우, GDP성장률이 NEET 규

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유럽의 청

년NEET 지속성을 분석한 Bruno 외(2014)도 GDP성장률은 모형과 관계없이 일관적

으로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00) 청년이 성인에 비해 비비례적으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유는 청년의 경우 습득한 기술

이 일천하고 경력도 짧으며 노동조합 등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Bell and 

Blanchflower, 2011:242-243).
101) GDP성장률과 실업과의 부적 관계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분명하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오쿤계수(Okun’s coefficients)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크다(Hutengs와 Stadtmann, 2014). 이는 청년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노동수요의 

변동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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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석결과

+ N.S. -

노동공
급측면

청년인구규모 Eurofound(2012)

생산가능인구 최용환(2015)

35세 이상 
여성취업자 

규모

채창균 외(2008)
: 2분기 이내

채창균 외(2008)
: 3분기 이후

노동수
요측면

총요소생산성
(TFP)

최용환(2015)

R&D지출 최용환(2015)
경제성장률 Bruno 외(2014)

: t & t-1 모두
Choudhry 외(2012)
Eurofound(2012)
: 크기매우 작음
채창균 외(2008)

최용환(2015)
일반실업률
(30-65세)

Eurofound(2012)

장기실업률 최용환(2015)

〈표 2-6〉 청년 NEET의 구조적 결정요인-노동공급 및 수요 측면 

이상의 연구가 전체적인 노동시장 상황이나 총수요 변동이 청년NEET 규모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반면, 청년노동시장 악화를 초래한 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

의는 최용환(2015)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청년노동시장에 영향을 미

치는 구조적 원인과 청년NEET 규모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탐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용환(2015)의 경우, GDP성장률이 경제발전의 양적 측면만을 포착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경제발전의 질적 측면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영향력을 파악했다.102) 그리고 총 요소생산성의 

하위구성요인으로써 연구개발 역량, 교육역량, 국가의 질적 수준(체제 격변국가여부)

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경제발전의 양적 측면인 GDP성장률과 경제발전의 

질적 측면인 총 요소생산성 수준이 모두 청년NEET유입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 역량(R&D지출비중)도 청년NEET유입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는 기술, 자본, 그리고 국가경제의 창조적 역량이 향상됨으로써 새로운 일

102) 최용환(2005:90-91)은 “총 요소생산성은 생산과정의 효율성, 경제체계의 창의성과 혁신

의 결과물을 의미하므로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였다. 분

석에서 그는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이 아닌 총 요소생산성 수준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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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최용환(2015)의 연구는 경제성장의 질적 측면과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이 

NEET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NEET의 증가원인을 구조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처음의 의

도와는 달리, 역시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본 장의 2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년 노동시장악화를 추동한 경제적 차원의 구조변화가 매우 다양한데 

이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3) 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청년NEET 비중의 증가를 설명하는가?

청년NEET 규모에서 국가 간 차이에 관심을 갖는 일군의 연구들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써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NEET 비중에서 국가 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에 주목한 Robson 외(2008)는 청

년이행레짐이론103)에 기초하여 보편주의 레짐, 자유주의 레짐, 고용중심 레짐, 보호주

의 레짐을 구분하고 보편주의 레짐을 제외한 영국(자유주의), 프랑스/독일(고용중심),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보호주의)를 대상으로 NEET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의 경우 각 레짐별로 개인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것이지만 국가별 

NEET비중이 상이하고 결정요인 또한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후 국가비교연구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가별 차이를 제도의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는 유럽연합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Eurofound(2012)의 연구는 유럽국가내

에 상이한 NEET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의 영향력을 살펴본 거의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한 선

행연구에 기초하여 교육 및 훈련체계, 노동시장 및 복지제도를 선정하고, 1992

년~2009년의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제도와 NEET 비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103) Walther(2006)에 의해 주장된 청년이행레짐이론은 경제적·제도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에 관한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레짐 구분의 기초는 학교체계, 

훈련체계, 사회보장체계, 고용체계, 여성 고용률, 청년에 대한 개념, 청년실업에 대한 관점,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주되게 관심을 갖는 지점을 중심으로 보편주의 레짐, 자유주의 

레짐, 고용중심 레짐, 보호주의 레짐을 구분하였다. 보편주의 레짐은 덴마크와 스웨덴, 고용

중심 레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자유주의 레짐은 영국, 아일랜드, 보호주의 레짐은 이

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대표적인 국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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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4) 분석결과 고용보호지수(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제외)가 높으면 NEET 비중이 

증가하였고, 중앙 집중화된 단체협상체계와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 높은 비중의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NEET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 지출비중과 이원화체계의 규모는 모델설정 및 분석방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건하게 NEET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환(2015)은 교육제도의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평균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OECD국가들의 NEET비중이 증가하지만 교육이 시장요구를 충

족하는 정도105)가 높을수록 NEET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의 노

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역량이 부족하면 청년NEET가 증가하지만, 노동

시장의 요구가 교육에 반영되는 정도가 높아 시장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

는 교육체계라면 청년NEET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

업교육의 이원화체계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 결과이다. 

변수
분석결과

+ N.S. -

노동
시장
제도

임금협상적용률 Eurofound(2012)
단체협상조정수준 Eurofound(2012)
고용보호지수(종합) Eurofound(2012)
고용보호지수(정규) Eurofound(2012)
고용보호지수(비정규) Eurofound(2012)
최저임금 Eurofound(2012)

교육 
제도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

Eurofound(2012)

평균교육년수 최용환(2015)
교육의 시장요구 
충족정도

최용환(2015)

복지 
제도

ALMP Eurofound(2012)
Tamesberger 외(2014)

최용환(2015): 
재정지원, 법적지원 

〈표 2-7〉 청년 NEET의 제도적 결정요인-제도의 영향

104)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회귀분석(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105) 전체적인 교육제도와 대학교육이 시장경제의 요구를 충족하는 정도를 1~10까지로 측정

한 IMD 국가경쟁력보고서(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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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NEET 규모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았다. 그러나 청년실업이나 청년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영향력을 밝힌 

선행연구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NEET에 미치는 제도의 영향력을 

밝힌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제도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확인한 

Eurofound(2012)의 연구는 제도 변수를 하나씩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도 존재한다. 최용환(2015)의 연구는 보다 엄밀한 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제도의 영향력을 확인했지만, 노동시장제도가 분석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제 3 절  선행연구 결과의 적용

지금까지 청년NEET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를 큰 틀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EET개념은 정책적 관심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교육·고용·훈련 상태가 아닌 모든 청년을 의

미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실업자와는 다른 집단으로 여겨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

년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이로 인해 청년NEET의 연령 규정부터 시작하여 실업

자 포함여부, 가사육아활동자 포함여부 등 NEET 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존재

하고 있었다. 청년NEET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관심집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NEET정의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NEET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NEET상태에 빠지는 것

을 예방하거나 혹은 이미 발생한 경우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다(Maguire, 2013). 따라

서 검증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연구자가 제시할 수 있는 정

책대안의 범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수준의 결정요인연구

는 거의 대부분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NEET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로 인해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예방책과 대응책도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에 한정되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년의 유보임금과 본인의 시장임

금과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NEET화의 과정을 보다 상세히 밝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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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ozaki(2012)의 경우, 청년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매력적일 만한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자칫 NEET 청년의 

문제를 청년 개인이 갖는 문제로 축약할 위험을 갖고 있다.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

는 문제를 ‘사회문제’로 여기고 있음에도 정작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면밀하

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신희경 외, 2014). 

셋째, 청년이 NEET가 되는 원인을 구조적·사회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밝히는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총량적 수준에서 NEET비율을 통해 사회구조적 차원의 

논의가 일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청년개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다. 청년실업 및 청년의 학교직장이행에 관한 다수의 연

구에서 밝혀진 구조적·제도적 요인들이 청년의 NEET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면

밀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NEET상태에 있

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청년 개인의 인적자원이나 가구배경

과 같은 개인수준의 변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설정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년NEE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청

년 NEET란 의무교육 이수연령(15~16세)이상부터 34세까지의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 

비장애 청년 중,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훈련 상태가 아닌 청년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정의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의 필요성 때문이다. 대학진학률의 증

가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정착까지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 연령까지 포함한다. 또한 청년이 

직면한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NEET내부의 이질성에 

따른 교란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주어져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기 위해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 비장애 청년으로 제한한다. 마지

막으로 청년의 경우 실업과 비경활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실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

다. 더구나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실업자를 제외할 필

요가 없다. 이에 따라 실업자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내부의 이질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질성에 따른 교란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OECD의 구분에 



- 71 -

따라 실업NEET와 비경활NEET를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둘째, 시계열적으로 NEET청년의 규모가 다수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청년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공통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앞의 1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년의 노동시장악화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측면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으므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혹은 진입조차 하지 않은 

청년NEET도 증가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없

는 실정이다. 다만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기변동이 청년NEET 규모에 부적 영향을 끼

친다는 점만 밝혀졌을 뿐이다. 따라서 청년 노동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청년

NEET증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1절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들을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 간에 NEET비중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청년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에

서는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매우 풍부하다. 그러

나 이러한 제도가 과연 NEET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Eurofound(2012)의 연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지만 모델설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

가 존재하고, 최용환(2015)의 연구는 보다 엄밀한 분석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제도의 

영향력을 확인했지만 일부 제도의 영향력만 확인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년의 노동

시장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노동시장제도, 교육제도, 

복지제도의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 노동시장 악화를 초래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측면의 구조적 변화와 제

도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은 

구조적 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구조적 변화를 조절하는 제도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1절에서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

을 때 그것의 영향을 조절하거나 혹은 증폭시키는 제도의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조절효과가 청년NEET에게도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보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그 동안의 NEET결정요인 연구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양분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청년개인에게 눈을 돌리면, 개인수준이나 국가수준의 요인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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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개인수준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더 직접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수준의 위험요인만을 밝히는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은 과거와는 달라진 노동시장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영향력을 개인

요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향후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개인이 NEET상태가 되는 원인을 밝히되, 개인차원의 

변인보다는 거시구조적 차원의 변인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공급 및 수요측면에서 발

생한 구조적 변화와,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노

동·복지제도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그 동안 거시수준의 분석에서 제

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조절하는 제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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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들의 NEET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 동

안 NEET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개인의 인적특성, 가구배경, 부모자원을 중

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개인수준의 결정요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청년 개인이 갖는 문제로 축소할 위험이 있으며, 청년의 고

용기회를 제약하는 구조적·제도적 차원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정요인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조적·사회정책적 측면

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개인수준의 결정요인 연구로는 이런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계이다. 한편 거시수준의 연구는 모두 NEET비율이라는 총량자료(aggregate 

data)를 활용하여 제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총량자료의 활용은 거시차원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분석결과를 통해 개인의 NEET상태를 유추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악화를 초래한 

구조적 변화나 사회정책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개인의 NEET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되, 그 동안 깊이 있게 다루

어지지 않았던 구조적·제도적 변인이 개인의 상태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본 연구는 청년이 NEET상태가 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거시적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청년의 고용기회가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 및 제도에 의해 

변화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청년의 NEET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구조

적 변화의 영향력은 청년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절될 수도 있다. 제도적 장치는 구조의 영향력을 증폭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복잡한 작동과정을 통해 청년의 NEET상태가 결정된다는 것

이 본 연구의 주요 논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1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차례로 분석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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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변화

<노동공급측면> <노동수요측면>
인구구조 변화 고용구조 변화 기술발전 세계화

· 청년 인구비중
· 제조업 고용하락
· 서비스업 고용증가

·(투입)민간R&D
·(산출)공정혁신
·(산출)제품혁신

· 경제적 세계화
· 재화무역자유화
· 재화외 무역자유화

청년 고용기회의 축소 

↓
제도적 필터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을 완화

↓

개인의 NEET확률

[그림 3-1] 연구모형¹⁾
주 ¹⁾Blossfeld 외(2005)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번째 연구질문인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청년 개인의 NEET확률을 높이는가?”

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동공급 곡선과 노동수요 곡선의 이동을 초래한 거시 경제환

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청년 노동시장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로는 청년인구 규모의 변화를,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로는 청년 노동수요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고용구조의 탈산업화, 기술발전, 세계화를 선정한다. 

여기서 고용구조의 탈산업화는 제조업 고용비중의 하락, 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증가라

는 두 가지 현상의 영향력을 별도로 확인한다. 기술발전은 청년 노동시장에 미친 영

향에 대한 상반된 가설인 숙련편향 가설과 루틴화 가설이 존재하고, 기술발전의 내용

에 따라 청년에게 미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세계화 역

시 청년에게 미친 영향이 이론적으로 상반되는데, 이는 재화무역과 재화 외 무역이라

는 두 가지 측면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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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질문인 “제도적 장치가 청년 개인의 NEET확률을 낮추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교육제도, 노

동시장제도, 복지제도로 구분한다. 2장의 이론적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제도는 교

육제도의 선별성, 직업교육 중심성, 직업교육의 노동시장 연계성을 통해 확인한다. 노

동시장제도는 외부자인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합주

의제도와 고용보호제도의 효과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는 실업자 보호제도

의 두 축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 관련 현금급여의 영향력을 확인한다.106)

세 번째 연구질문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제도가 조절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본 연구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다. 그 동안 구조적 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은 청년실업과 관

련된 소수의 문헌에서만 다루어졌고, NEET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어진 바 

없다. 제도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청년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

가 모든 국가의 모든 시기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주효과만으로 특정 제도의 효과성을 논하는 것도 제도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의 조절효과를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제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질문에 해당하는 연구가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NEET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노동수요

가 일정해도 노동공급의 증가는 입시경쟁과 노동시장진입경쟁을 높이고 이는 필연적

106) 활성화프로그램, 혹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과 관련한 제도논의에서는 노동시장제

도에 포함되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NEET정의가 교육, 고용,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을 의미하고, 여기서 훈련 상태는 주로 활성화정책인 복지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Tamesberger et al., 2014:2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NEET논의와

의 일관성을 위해 활성화프로그램을 복지제도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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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쟁에서 뒤쳐진 청년들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Blanchflower and Freeman, 

2000:1-2). 이처럼 경쟁이 심화되면 개인이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들이 교육·고용·훈련체계에 속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즉, 청년인구비중이 

증가하면 청년의 NEET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연구가설 1-1). 

한편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노동수요측면의 구조변화는 그 동안의 선행연

구에서 청년 노동시장 악화를 추동했다고 알려진 고용구조의 탈산업화, 기술발전, 경

제적 세계화이다. 이들이 실제 청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

두 상반된 논의가 존재하나,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들 요인이 청년 노동시장을 악

화시켰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즉 노동수요측면의 구조적 변화로 청년 노동수요가 감

소하면 고용이 줄고 실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이 증

가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노동수요의 감소를 추동하는 수요측면의 구조변화는 개

인의 NEET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한다(연구가설 1-2, 연구가설 1-3, 

연구가설 1-4).  

연구문제 1.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이는가? 

연구가설 1-1. 청년 인구비중이 증가하면 청년의 NEET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1-2. 탈산업화가 진행되면 청년의 NEET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1-3. 기술발전이 진행되면 청년의 NEET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1-4.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되면 청년의 NEET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사회정책 및 제도와 청년NEET확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NEET는 고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 보아도 노동시장, 교육, 복지제도 자체가 NEET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히 

해주는 교육제도나, 청년에게 개방적이며 진입장벽이 낮은 노동시장제도, 또는 제3의 

기회로써 활성화 프로그램의 발달정도나 일자리 매칭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대한 

복지제도는 청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들 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제도가 발달할수록 청년의 NEET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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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사회정책 및 제도가 청년의 NEET확률을 낮추는가? 

연구가설 2-1. 교육제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2. 노동시장제도가 외부자에게 개방적일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3. 복지제도가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

아질 것이다. 

세 번째 연구질문은 청년의 NEET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변화와 NEET가능성을 낮

추는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효과, 즉 제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것이다. 제도의 조절효과

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거시 경제적 변화라 할지라도 그

것이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국가의 제도적 장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Bassinini and Duval, 2006; Dal Dianco et al., 2015; Korenman 

and Neumark, 2000).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청년NEET 결정요인분석에도 적용

한다. 사회제도가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개인의 NEET확률에

도 영향을 미친다면, 제도는 또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구조변화의 영향력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수요감소를 추동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청년개인의 노동시장이탈(NEET) 가능성을 

높이지만,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는 사회제도는 그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구조변화 요인별 연구질문 및 연

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3-1은 청년 노동공급 변화를 조절하는 제도효과에 

관한 것이고, 연구문제 3-2는 산업구조변화를 조절하는 제도효과, 연구문제 3-3은 

기술발전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제도효과, 연구문제 3-4는 세계화의 영향력을 조절하

는 제도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3-1. 청년 노동공급규모의 증가가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노동·

복지제도가 조절하는가? 

연구가설 3-1-1. 교육제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청년 인구비중 증가가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1-2. 노동시장제도가 외부자에게 개방적일수록, 청년 인구비중 증가가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문제 3-1-3. 복지제도가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청년 인구비중 증가

가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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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2. 탈산업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노동·복지제도가 

조절하는가? 

연구가설 3-2-1.  교육제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탈산업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2-2. 노동시장제도가 외부자에게 개방적일수록, 탈산업화가 청년

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문제 3-2-3. 복지제도가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탈산업화가 청년

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문제 3-3.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노동·복지제도가 

조절하는가? 

연구가설 3-3-1. 교육제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확률에 미

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3-2. 노동시장제도가 외부자에게 개방적일수록,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3-3. 복지제도가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문제 3-4. 세계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노동·복지제도가 

조절하는가? 

연구가설 3-4-1. 교육제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세계화가 청년의 NEET확률

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4-2. 노동시장제도가 외부자에게 개방적일수록, 경제적 세계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4-3. 복지제도가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경제적 세계화가 청

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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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청년 개인의 NEET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와의 관계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채택

한 연구전략은 다수 국가의 다시점 미시자료(개인단위)를 결합하여 다수준 모형

(multilevel model)을 활용하는 것이다.107) 

그러나 이 전략은 알맞은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유럽연합차원에서

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하는 EU-SILC(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나 EU-LFS(EU Labour Force Survey)가 있고, 이를 활용하여 거시차원과 

미시차원을 결합하는 다수준분석이 진행되기도 한다(예; 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 그러나 이 자료는 유럽 외 국가가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고, 비 유럽

권 연구자의 자료접근성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개별 연구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자료 중 하나는 CNEF(Cross-National Equivalent File)자료이다. 이 자료는 영국, 독

일,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 러시아, 스위스 등 8개국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를 모

아서 변수를 통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의 경우 NEET상태 판별을 위해 필요한 

경제활동상태가 고용과 실업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NEET상태 판별을 

위해서는 실업이나 고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경활 사유를 알아야 하므로 본 연구

에 적합하지 않다.108) 

107) 또 다른 방법은 단일 국가의 시계열이 긴 개인단위 미시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방법

이다. 이 경우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측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와 제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계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단일국가의 제도

변인은 시간에 따른 변량이 크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충분한 변량이 확보되지 않

은 경우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지 않

았다. 
108) 이 자료의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노동관련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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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

이다.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지출·노동시장상태에 대한 개

인 및 가구단위 미시데이터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NEET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개인의 활동상태가 자세하게 수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

하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에서 포괄하는 국가와 시기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LI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국가는 2016년 현재 48개 선진국 및 중진국이고, 34개 

OECD회원국 중 3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시기도 1980년 기준의 웨이브1에서 

2013년 기준의 웨이브9까지 30년이 넘는다.109)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나타

나는 구조적 변화와 제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셋째, 변수의 비교가능성 문제에서 상

대적으로 자유롭다. 국가단위 연구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바로 변수

의 비교가능성이다(Walther, 2006; Raffe, 2014). 특히 국가마다 자체적으로 수행된 

미시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인 연구자가 개별 국가의 미시데이터에 접근

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설문구조나 변수측정, 코딩기준이 제 각각

이어서 그것을 비교가능 한 수준에서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

다. LIS(Luxembourg Income Study)데이터베이스는 자체 기준에 따라 변수측정을 통

일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110)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개인수준과 국가-시기수준을 포함하는 다수준 분석을 수행한다. 개인수

준의 분석대상 선정은 NEET정의와 관련이 있고, 국가-시기수준의 분석대상은 

국가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패널데이터이므로 개인

수준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 가장 먼

저 확인하였으나, NEET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했다. 실업이나 

고용에 관한 연구라면 이 자료가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109) LI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데이터셋의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1 참고
110)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LIS 자료를 활용할 경우 분석대상 국가에서 한국이 제

외된다는 것이다. 웨이브6에 한국의 가계동향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제활동상태

(CLFS)의 범주가 고용과 비고용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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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T판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LIS데이터셋과 관련이 있다. 각 수준별 분석대상자

는 다음과 같다. 

1) NEET정의에 따른 개인수준 분석대상

먼저 개인수준의 분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NEET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앞의 

2장 2절 NEET정의에 관한 이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NEET 개념은 연구목적과 정

책적 관심사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해 NEE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EET란 18세부터 34세까지의 부양아동

이 없는 미혼 비장애 청년 중,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

상태가 아닌 청년을 말한다. 이처럼 정의한 이유는 NEET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내적 

이질성을 최대한 줄이고 분석대상자를 분명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다. 

NEET정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연령, 실업자 포함여부, 제외되는 비경활 상태와 관

련하여 본 연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문제와 관련하

여 본 연구에서는 18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NEET의 연령하

한선은 의무교육 이수 연령을 채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5~17세 연령은 제외

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다른 의무교육연령을 감안한다하더라도 15~17세 연령의 

경우 국가마다 코딩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111) 개별 국가의 미시

데이터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어 분석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연

령 상한선과 관련하여 대학진학률의 증가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아지

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청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하기까지의 시기가 길어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대 초반까지를 포함하였다. 

둘째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자만 포함한다. 이는 가사육아 활동자를 NEET에 포함

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서구유럽의 경우 가사육아활동자도 모두 

NEET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문제와 중첩되어 내적 이질

성이 증폭되는 문제가 있다.11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육아활동을 모두 NEET에서 

111)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 연령대에 비경활인구가 대다수이고, 독일은 이 연령대에 무응답이 

대다수이다. 덴마크와 멕시코의 경우도 이 연령대에 비경활/퇴직자/가사활동종사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촉진은 청년 NEET 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판

단한다. 기혼여성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청년고



- 82 -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질적으로 NEET상태에 있으면서 간간히 집

안일을 도와주고 있는 청년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법은 기혼의 가사육아

활동은 제외하고 미혼의 가사육아활동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준이 자의

적이고, 기혼의 가사육아활동에 대한 관점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하기

에 국가단위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사육아활동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고 NEET의 내적 이질성문제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

양아동이 없는 미혼자만을 NEET정의의 일차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실업자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도 포함한다. 본 연구가 

NEET에 주목하는 이유가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한 것

이기에 실업자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NEET청년의 경우 실업과 

비경활, 그리고 임시직간의 이동이 잦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김미숙, 

2009:195). 다만, NEET가 전통적인 실업자와는 특성이 다르다는 측면에서(Genda, 

2007; Serracant, 2014; Shinozaki, 2012; 채창균 외, 2008), OECD와 같은 국제기구

에서는 NEET를 실업NEET와 비경활NEET로 구분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

행 논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를 포함하여 NEET를 정의하되, 구체적인 해

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NEET와 비경활NEET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넷째, 비경활 상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가 주어져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unavailable)를 제외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징병제국가의 군인을 제외하

였다. 장애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문제처럼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

기에 청년의 노동시장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NEET개념에서는 제외하였다. 징병제

국가의 군인 또한 많은 연구에서는 세심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징병제국가의 군인

은 비경제활동으로 포함되지만 모병제국가의 군인은 고용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징

병제국가의 군인은 경제적 생산과는 다른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NEET에 포함시

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인수준 분석대상자는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의 18~34세 청년 

중, 고용된 청년과 NEET상태에 있는 청년이다. 기타 비경활로 구분되는 장애·군복무·

학생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용대책과는 다른 접근(예를 들어 일-가정양립이나 보육시설과 같은)이 필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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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시기수준의 분석대상

본 연구의 국가단위 분석대상은 OECD국가이다. LIS 데이터베이스에는 OECD국

가 외에 중진국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정치·사회면에서 발달수준이 다른 국가

가 분석에 포함될 때 모집단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OECD국가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국가-시기수준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개별 국가-시기별 데이터셋에서 

NEET판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NEET판별을 위해서는 개

인의 활동상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IS 데

이터의 현재 경제활동상태(CLFS:current labour force status)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ILO의 고용 및 실업정의에 준해 현재의 노동시장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다른 

변수로는 현재 주된 활동상태(CMAS:current main activity status)가 있다. 이 변수

는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응답자가 보고한 것이다. CLFS와 CMAS의 

차이는 ILO의 고용정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이다. 전자는 ILO의 정의에 따라 조사주

간동안 1시간이라도 유급노동을 했으면 고용된 것으로 구분되나, 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동안 수행한 활동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차이가 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는 CLFS변수로 측정되어 있으나 핀란드, 스웨덴, 노르

웨이와 같은 북유럽국가의 경우 CLFS변수는 없고 CMAS변수만 존재한다. 따라서 

CLFS 변수를 통해 NEET여부를 판별하게 된다면 북유럽국가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

생한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서 CLFS변수가 조사되어 있고 이것이 ILO의 기준과 

일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CLFS변수를 활용한다.113)

국가-시기단위의 분석대상을 선정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 OECD회원

국 가운데, LIS 데이터베이스에 자료수집이 되어 있지 않은 4개국(터키, 포르투갈, 뉴

질랜드)을 제외한 31개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이 국가들의 분석가능

한 시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웨이브1(1980년경)~웨이브3(1990년경)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웨이브4(1995년경)~웨이브8(2010년경)만을 선택하였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가능한 최대의 시계열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웨이브1~웨이브3의 경우 NEET 판별이 가능한 데이터셋이 최

113) 그 외의 다른 변수로는 소득귀속년도의 주된 활동상태(usual activity status in income 

reference period)가 있으나 현재시점에 관한 정보가 아니어서 NEET판별에 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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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5개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다.114) 따라서 안정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웨이브당 10개 이상의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기간으로 제한하였다.115) 이에 따

라 31개국의 웨이브4~웨이브8의 데이터셋 143개가 먼저 선별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경제활동상태(CLFS)변수가 조사되지 않았거나(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학생·장애·

징병제 국가의 군복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웨덴95, 스위스, 영국94, 영국95), 기타 NEET판별이 불가능한 경우(호주95, 호주

01, 호주03)116),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무응답 값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스토니아

00, 슬로베니아97, 슬로베니아99)117)가 제외되어 최종 분석 대상은 22개국, 81개 데

이터셋이다. 분석에 포함된 데이터셋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4-1>과 같다. 

3.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

본 연구는 다수 국가의 다시점 미시자료(개인단위)를 결합한 LIS 데이터셋 중, 

NEET 판별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OECD 22개국의 81개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LIS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는 개별 국가에서 조사된 미시자료이며, 각국의 소득과 소비에 

대해 조사된 대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해 놓은 것이다.118) 수집된 개별국가의 

자료는 패널조사이거나 반복 조사된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인 경

114) 웨이브 1(1980년 경)의 경우 전체 12개국의 자료가 존재하고, 이중 CLFS변수를 통해 

NEET판별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호주뿐이다. 웨이브2(1985년 경)의 경우, 전체 23개국

중 사용가능한 데이터셋은 3개(호주, 독일, 미국)이다. 웨이브3(1990년 경)은 25개국 자료 

중,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5개이다. 
115) 웨이브9(2013년 기준)의 경우, 현재 데이터가 수집중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셋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최대 8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 포함하

지 않았다. 그러나 추후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면 웨이브9까지 포함한 분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116) 본 연구의 개인수준 분석대상은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의 18-34세 청년이다. 호주95, 호

주01, 호주03의 경우 CLFS변수는 활용가능하나 부양아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가 조

사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17)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교육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자료가 에스토니아와 슬

로베니아의 경우 2005년부터 수집되어 있다. 2000년대 이전 자료를 선형 보간하기에는 시

계열적 간극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18) LIS에서 병합에 활용한 원 자료에 대한 정보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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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명
약
어

웨이브4
(1995년경)

웨이브5
(2000년경)

웨이브6
(2004년경)

웨이브7
(2007년경)

웨이브8
(2010년경)

1 호주 AU 1995 2001 2003 2008 2010

2 오스트리아 AT 1994,1995,1997 2000 2004 2007* 2010*

3 벨기에 BE 1995,1997 2000

4 캐나다 CA 1994,1997 1998,2000 2004 2007 2010

5 칠레 CL 　 　 　 2006* 2011*

6 체코 CZ 1996 2002 2004 2007 2010

7 덴마크 DK 1995 2000 2004 2007 2010

8 에스토니아 EE 2000 2004 2007 2010

9 핀란드 FI 1995 2000 2004 2007 2010

10 프랑스 FR 1994 2000 2005 2010

11 독일 DE 1994 2000 2004 2007 2010

12 그리스 GR 1995 2000 2004 2007 2010

13 헝가리 HU 1994 1999 2005 2007 2009

14 아이슬랜드 IS 2004 2007 2010

15 아일랜드 IE 1994,1995,1996 2000 2004 2007 2010

16 이스라엘 IL 1997 2001 2005 2007 2010

17 이탈리아 IT 1993,1995 1998,2000 2004 2008 2010

18 일본 JP 2008

19 룩셈부르크 LU 1994,1997 2000 2004 2007 2010

20 멕시코 MX 1994,1996 1998,2000,2002 2004 2008 2010

21 네덜란드 NL 1993 1999 2004 2007 2010

22 노르웨이 NO 1995 2000 2004 2007 2010

23 폴란드 PL 1995 1999 2004 2007 2010

24 슬로바키아 SK 1996 2004 2007 2010

25 슬로베니아 SI 1997 1999 2004 2007 2010

26 한국 KR 2006 2008* 2010*

27 스페인 ES 1995 2000 2004 2007 2010

28 스웨덴 SE 1995 2000 2005

29 스위스 CH 　 2000,2002 2004 2007* 2010*

30 영국 UK 1994,1995 1999 2004 2007 2010

31 미국 US 1994,1997 2000 2004 2007 2010

N 22/31 11/36 17/31 20/28 17/25 17/25
주: *표시는 LIS 데이터센터에서 개별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나 아직 변수조정이 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 음영표시는 분석에 사용된 dataset을 의미. 한 웨이브에 복수의 사
용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기준년도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셋을 하나 선택함(선택된 데이
터셋은 밑줄표시) 

<표 4-1> 분석에 포함된 자료



- 86 -

우가 대부분이다. 패널자료를 수집한 경우 개인은 실제로 반복측정된 것이지만, LIS 

자료에서 동일 개인을 추적할 수 없으므로 각 시점의 개인은 모두 다른 개인으로 취

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통상 반복 측정된 패널자료의 경우 개인-시기를 1수준, 개인

을 2수준으로 상정하나 LIS데이터의 경우 개인이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1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다시점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이는 패널구

조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기가 2수준, 국가가 3수준인 구조가 

된다. 따라서 LIS 자료에서 1수준인 개인은 2수준의 국가-시기에 속해있고, 2수준의 

국가-시기는 3수준의 국가에 포함되는 3수준의 위계구조가 형성된다(오욱찬, 

2016:62). 

이처럼 위계적 형태의 자료를 분석할 경우, 자료의 형태를 고려한 분석방법인 다

수준 모형(Multilevel models)을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119) 자료의 형태가 위계적인 

경우 하위수준의 개인은 상위수준의 집단(본 연구에서는 2수준의 국가-시기, 3수준의 

국가에 해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곧 개인의 분포가 상위수준에 의해 정해지

는 집단내 의존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통상최소제곱법(OLS)

에 의한 결합회귀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표준오

차의 과대(과소)추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위계적 형태의 자료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합회귀분석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잔차의 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준 모형을 적용한다.120) 다수

준 모형은 또한 센터링(centering)을 통해 각 수준별 회귀계수를 분해해서 추정할 수 

있다. 즉 개인의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변인과 국가-시기변인, 그

리고 국가특성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119) 위계적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multilevel models, mixed-effects 

models, random coefficients model,  covariance components models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s)으로 용

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120) 패널분석 기법을 적용해도 집단내 상관으로 인한 잔차의 상관문제와 이에 따른 표준오차

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내 효과와 집단간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수준의 구조에만 적합하다. 본 연구처럼 3수준의 구조인 경우 일반적인 패널분석 기법은 

적용할 수 없다. 2수준(국가-시기)과 3수준(국가)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즉 제도나 구조적 

변화를 시불변 변수로 취급하여 국가특성으로 가정하거나, 혹은 3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국

가-시기의 2수준만을 고려하면 패널분석 기법도 가능하겠지만, 이처럼 자료의 정보를 손실

하면서 패널분석 기법을 활용해야하는 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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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수준별 변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종속변수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자료의 특성과 정보를 최대한 활

용하여 개인의 NEET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도록 한다. 

제 2 절  변수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수준(개인수준)의 NEET여부이다. NEET여부는 LIS에서 

제공하는 현재 경제활동상태(current labour force status:CLFS)변수를 활용하여 판단

한다. CLFS는 일차적으로 ILO기준으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비고용인 경

우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로 구분한다. 실업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ILO의 실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실업으로 구분된다.121) 비경제활동 상태는 고용되지 않은 사람 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은퇴, 교육, 가사육아, 장애, 군복

무로 구분되며 그 외는 비경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군복무, 학교재학을 

이유로 비경활 상태로 구분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CLFS변수에서 구체적인 비경활 사유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변수, 학교재학변수, 군복무변수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청년의 현재 경제활동상태(CLFS)는 고용, 실업, 비경활(은퇴, 

가사, 기타)로 구분된다. 여기서 NEET는 실업과 비경활 상태에 있는 청년을 의미하

나, 필요한 경우 OECD(2016a)를 따라 실업NEET와 비경활NEET로 구분한다122) 

121) 2015년 10월 개정된 부분이다. 이전에는 응답자가 자기 보고한 값을 그대로 활용했으며, 

ILO기준에 맞는 실업자(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향후 2주 이

내에 취업이 가능한자), ILO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적극적 실업자’, 그 

외에 실업자는 ‘소극적 실업자’로 구분했었다. 그러나 개정이후 소극적 실업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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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2수준의 시변(time-varing) 국가특성

이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노동수요측면과 노동공급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노동공급측면에서의 구조적 변

화는 청년인구비중으로 포착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생산가능 인구(15~64세)대비 

15~34세 인구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노동수요측면에서의 구조변화는 청년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탈산업화, 기술발전, 경제적 세계화로 파악한다. 

첫째, 탈산업화, 즉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포착하

기 위해 민간부문 중 제조업고용비중, 민간부문 중 서비스업고용비중을 활용한다. 2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구조의 탈산업화를 제조업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는지, 서비스업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탈산업화가 청년노동시장에 끼

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탈산업화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기술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GDP대비 R&D지출(민간부분)

비중을 활용한다. 이 변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고 전체적인 기술발

전의 경향성을 포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된다(전병유 외, 2005). 

그러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은(R&D비중) 투입에 기초한(input-based) 것으로, 투입

량이 직접적으로 기술발전이라는 산출을 낳을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즉 

R&D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더 빠른 기술발전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발전에 대한 적절한 대리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Feldmann, 

2013:1105).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기술발전의 산출변수로 많이 사용되는 

특허수와 노동생산성 정보를 추가로 활용한다. 특히 기술발전은 그 내용에 따라 청년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수용하여, 기술발전의 산출변

수는 공정혁신에 관한 것과 제품혁신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 먼저 공정혁신의 결과

는 생산성향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생산성향

상을 포착할 수 있는 노동시간당 노동생산성을 활용한다.123) 한편 제품혁신은 특허수

122) 일반적으로 NEET에는 훈련 중인 실업자를 제외하는데, LIS 데이터에서 훈련장소가 명확

하고 훈련 후에 취업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외의 훈련여부

는 현재 데이터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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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한 특허수를 활용한다. 특허수의 경우 제품혁신 뿐만 아니

라 기술진보의 전반적인 상태를 포착하는 대리변수로 자주 사용되는데(Kortum, 

1997; Porter and Ster, 2000; Felmann, 2013:1105 재인용), 특허수 변수가 갖는 여

러 가지 한계를 인지하여 추가적인 정보로만 활용하도록 한다.124) 

셋째, 경제적 세계화는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제적 세계화정도를 포착하기 위해 KOF 세계화 지수중 실제 경제흐름

에 기초한 세계화지수를 활용한다.125) KOF 경제적 세계화지수는 실제 경제흐름에 기

초한 세계화지수와 무역장벽에 의한 것으로 구분하여 지수를 생산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 중 실제 경제흐름에 관한 지수를 분석에 활용한다. 실제 경제흐름(actual 

flows)에 기초한 경제적 세계화지수는 GDP대비 무역비중(가중치 0.22), GDP대비 외

국인 직접투자량 비중(가중치 0.27), GDP대비 포트폴리오 투자비중(가중치 0.24), 

GDP대비 외국인임금비중(가중치 0.27)로 구성된다(Dreher, 2006). 또한 앞의 선행연

구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세계화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세계화를 재화무역과 재화외 무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

한다. 재화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포착하였고126), 재화외

123) OECD의 노동생산성관련 데이터에 아이슬란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The Conference 

Board(2016)에서 제공하는 Total Economy Database를 활용한다. 총 요소생산성은 기술진

보의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술진보의 정도를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생산함수에서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

술진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전병유 외,2005:54). 따라

서 노동생산성과 총 요소생산성 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124) 전병유 외(2005:54)에 따르면 특허수는 숫자를 정량화하여 사용함으로써 특허마다 존재

하는 질적 수준의 차이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특허수는 산업과 사업

체 규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즉 특허수는 기술발전의 정도뿐만 아니

라 국가마다 상이한 산업구성과 사업체규모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Feldmann, 2013:1106). 
125) KOF 세계화지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세계화를 구분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세계화지

수에 대해 매우 방대한 국가와 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경제적 세계

화를 별도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였다. 
126) 이는 총무역노출도로 알려져 있다.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재화와 서비스의 총무역노출도 통계가 존재하나,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2년부터 정보가 제공되어 본 분석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무역노출도를 직접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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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로 유입

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로 유출되는 자국자본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는 논의를 반영하여 두 가지 모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127) 

3. 조절변수

본 연구는 노동공급 및 수요구조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가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도적 장치가 조절한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청년실업 및 청년의 학

교-직장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제도적 장치는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를 선정한다. 

제도변수는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2수준의 시변(time-varing) 국가특성으로 설정한

다. 다만 시변 변량이 부족한 경우는 3수준의 시불변(time-invaring) 국가특성으로 설

정한다. 

(1) 교육제도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제도의 핵심은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이다. 이는 교육제도의 선별성, 교육체계의 내용(직업교육 중심성), 

교육훈련체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대학교육이 팽창되어 있으면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팽창은 대학진학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가용한 데

이터의 부족128)으로 인해 25~34세 중 대졸자(ISCED 5이상 수준)비중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van der Velden(2001)은 고등교육 팽창정도를 25~59세 인구 중 국제교육

표준분류의 고등교육단계(ISCED 5이상 수준)를 취득한 비중으로 계산하였으나 본 분

석에서는 청년인구로 제한하였다. 이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청년층의 고등교

127) 재화외 무역을 포착하기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FDI 제한성 지표(Foreign Direct 

Investment restrictiveness index)를 고려하였으나, 이 지표는 무역노출도 및 다른 FDI 측정

지표와의 상관이 너무 높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128) OECD Education at a Glance에서 대학진학률정보가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기간 동안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해당 정보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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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팽창 정도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다. 대졸자 비중이 높을수록 선별성은 낮으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한다. 

둘째, 교육내용의 직업교육 중심성정도이다. 직업교육 중심성 정도는 de Lange 외

(2013)를 따라 상급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한국의 고등학교단계에 해

당)에 등록된 전체 학생수 대비 직업교육기관 등록학생수로 측정한다. 그러나 측정과

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먼저, 중등교육수준의 단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국제교육표준분류97(ISCED-97)129)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초등교육

(ISCED1), 전기중등교육(ISCED2), 후기중등교육(ISCED3), 중등후비고등교육

(ISCED4), 고등교육(ISCED5 이상)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중심성은 후기

중등교육과정(ISCED3)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나(Breen, 2005; de Lange 

et al.,2013), 본 연구에서는 중등후비고등교육단계(ISCED4)130)까지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후기중등과정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등후비고등교육단계(ISCED 4)에서 별

도로 직업교육을 분화시킨 나라들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31) ISCED4단계는 고

등교육단계가 아니고 개별 국가마다 교육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SCED3단계로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98년 이전과 이후의 상이한 

분류체계 속에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ISCED4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

다.1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기중등교육단계와 중등후비고등교육단계를 대상으로 

129)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는 

UNESCO가 교육통계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1976년에 처음 도입했다. 그 이

후 OECD와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공동 작업으로 1997년에 개정되었고

(ISCED-97)(OECD, 1999), 교육체제의 변화에 맞추어 2011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ISCED-2011).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이므로 ISCED-97에 따

라 교육수준을 분류한다.
130) 한국의 경우 ISCED4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수준은 없다. 고등학교가 ISCED3에 해당하고, 

대학교(2년제 및 4년제 포함)가 ISCED5에 해당한다. 
131) 호주, 미국, 아일랜드의 경우 ISCED3에서는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이 단계를 이수

한 후에 별도로 ISCED4에서 견습과정을 포함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OECD, 

2010:31). 실제 UNESCO에서 개별 국가의 교육체계를 조사하여 정리한 ISCED-97 지도

(ISCED mapping)를 각 국가별로 확인한 결과, 이들 나라에서는 ISCED3단계에서 일반교육

과 진로탐색이 진행되고 ISCED 4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132) ISCED4(중등후비고등교육)는 1997년 국제표준분류체계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전

에는 이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ISCED 3단계와 ISCED5단계에 포함되어 있었

다(OECD, 1999:14). 따라서 ISCED3으로만 제한할 경우, 1998년을 기점으로 이 단계의 

등록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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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중심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직업교육의 범위에 사전직업교육

(pre-vocational)은 포함하지 않았다. ISCED-97에서는 교육의 지향점(orientation)을 

일반교육(general), 사전직업교육(pre-vocational), 직업교육(vocational)으로 구분한다. 

OECD의 직업훈련관련 보고서에서는 대부분 사전직업교육과 직업교육을 합하여 직업

교육 및 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통계치로 보고하고 있다

(OECD, 2015:1).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직업교육만을 포함했다. 그 이유는 사전직업

교육까지 포함할 경우 1997년 이전 자료를 임의로 재분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133), 

사전직업교육이 직업교육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

며, 또한 사전직업교육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

반적 의미의 직업교육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직업교육 

중심성은 후기중등과정과 중등후비고등과정에 등록한 전체 학생수 대비 직업교육기관

에 등록한 학생수로 측정한다. 

셋째, 교육훈련체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긴밀하면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도움

이 된다. 교육체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는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dual 

system)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Hannan 외(1996)에 따르면, 이원화체계가 

있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이다. 한편 송창용·김민경(2009)은 

OECD(1999)의 유형화를 따라 직업교육체계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

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교육참여자 비중과 도제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비중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직업교육체계를 구분한 것이다. 먼저 일반교육참여자 

비중이 50%이상인지에 따라 일반교육형 국가와 직업교육형 국가를 구분하고, 직업교

육형 국가는 도제식 프로그램 참여자 비중이 20%이하, 20%~50%, 50%이상인지에 

따라 각각 학교기반 직업교육국가, 혼합형 직업교육국가, 도제형 직업교육 국가로 구

분하였다.134) 본 분석에서는 송창용·김민경(2009)이 참고한 OECD(1999)의 구분기준

133) 본 연구의 분석시기는 1994/1995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OECD의 교육기관유형별 등록

학생수 통계치를 보면, 1997년 국제표준분류 개정전에는 후기중등과정이 사전직업교육과 

직업교육으로만 구분되어 등록학생수가 보고되어 있다. 즉 사전직업교육과정에 일반교육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직업교육까지 직업교육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1997년 이전의 

값은 연구자가 추세를 반영하여 임의로 추산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분석시기를 1998년 이후

로 제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의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분

석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지향점이 직업교육인 것만을 포함하였다. 
134) 일반교육형 국가(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

인, 미국), 학교기반 직업교육국가(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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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되, 범주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도제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비중으로 변

수를 구성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교육비중과 직업교육비중은 이미 앞서 논의한 직

업교육 중심성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직업교육을 도제식 교육의 비중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를 연속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보의 손

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른 변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체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정도는 OECD에서 제공

하는 ISCED3과 ISCED4 수준에서 도제형 직업교육 프로그램(combined school & 

work-based programmes)에 참여한 학생의 비중으로 파악한다. 

교육제도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OECD 교육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했다. 그러나 

OECD의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2000년 이후부터 존재하고, 2005년부

터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변수값이 없는 경우는 해당시기와 가장 가까운 연

도의 값으로 대체하였다.135) 

(2) 노동시장제도

노동시장 외부자인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노동시

장제도는 조합주의 관련 제도와 고용보호제도가 있다.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조합주의 요인은 임금결정에서 외부자가 얼마만큼 배제되는지, 혹은 임금결

정과정에서 외부자가 얼마나 고려되는지와 관련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자의 

배제정도는 내부자의 힘으로 포착한다. 내부자의 힘이 강할수록 내부자 중심의 임금

인상 유인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임금인상으로 상승한 노동비용은 외부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저해된다. 본 연구에서 내부자의 힘은 

OECD에서 제공하는 노동조합 조직률(union density)을 통해 파악한다. 즉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내부자의 힘이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임금결정과정에서 

외부자가 얼마나 고려되는지는 단체협상 적용률을 통해 파악한다. 단체협상 적용률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협상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데,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부자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36) 단체협상 적용률은 ICTWSS 데이터베이스 5.0버

스웨덴, 영국), 혼합형 직업교육국가(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도제형 직업

교육국가(독일, 스위스)로 구분된다. 
135) 자료대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136)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2005년 노조가입률은 약 7.7%였으나 단체협상 적용률은 97.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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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Visser, 2015)에서 제공하는 지표 중, 단체협약권이 없는 부문을 제외한 조정된 적

용률 지표를 사용한다.137)

둘째, 강한 고용보호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고용보호제도는 정규직 보호규제와 비정규직 사용규제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가 청년에게 미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과 두 유형의 영향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유형

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고용보호제도는 OECD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호 통합지

수(EPL 지수)와 정규직 개별해고규제와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모두 사용한다. EPL지

수는 0점~6점으로 측정되며 높을수록 고용보호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

로 고용보호의 비대칭성이 청년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호의 비대칭성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

착화하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업을 유예하는 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OECD(2004)를 따라 

고용보호의 비대칭성을 정규직 고용보호와 비정규직 사용규제의 차이로 정의하여 분

석에 활용한다.

(3) 복지제도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복지제도는 실업자 보호제도로써의 복지제도이다. 실

업자에 대한 보호는 장지연 외(2011b:88)를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노동시장진입

에 실패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실업 관련 현금급여 제도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노동시장진입을 위해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NEET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완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검토결과, ALMP내에 이질

적인 프로그램이 공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업자 

달한다.
137) 조합주의의 대리변수로 임금협상 중앙화와 조정력도 추가로 고려하였다. 임금협상 중앙화 

정도는 측정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Soskice, 1990), 임금협상 조정력은 단체

협상 적용률과의 상관이 높을 뿐만 아니라(피어슨 계수:0.72) 범주형 변수로 시계열적 변화

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단체협상 적용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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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대비 ALMP비중을 통해 ALMP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프로그

램을 세분화하여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세부프로그램은 김영범(2014)를 따라 교

육훈련, 고용보조, 구직서비스로 구분한다. 고용보조는 직업훈련, 공공구직서비스 및 

행정을 제외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고용보조 및 재활, 

고용인센티브, 일자리 교대 및 일자리 나누기)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한다.

실업 관련 현금급여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실업 

관련 현금급여제도의 포괄범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모두 고

려한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업 관련 현금급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업부조까지 

포함한 실업자 보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청년의 경우 잦

은 이직과 고용불안으로 기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138) 따라서 실업급여로만 제한할 경우 실제 실직 청년

들이 받는 사회적 보호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업

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호주와 뉴질

랜드는 실업급여는 없이 실업부조만 존재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실업급여로만 제한한

다면 이러한 국가는 실업자 보호제도가 없는 나라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실업자 보호제도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모두 포괄하여 복지급여의 

관대성이 청년NEET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실업 관련 급여제도의 관대성을 급여수준과 제도구성의 두 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급여수준의 관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LIS 데이터셋

에서 직접 추출한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OECD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passive labor market policy)이나 실업급

여의 소득대체율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OECD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의 총 합계액을 기초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실업자 전체(조기퇴직자까지 포함)에게 제공되는 급여정도를 통해 

138) 유길상 외(2003:40)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구직급여 수급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급여수급 가능성이 낮다. 2001년 피보

험자 중 20-24세는 11.6%를 차지하지만, 급여수급자 중 이 연령대의 비중은 3.5%에 불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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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년들이 실업의 위험에서 얼마나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가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OEC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2000년(혹은 2001년)부터 활

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을 포괄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LIS데이터셋에서 청년개인이 받은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

도를 확인하였다.139) 구체적으로 급여의 소득대체정도는 분석대상자의 기준소득 평균

액 대비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기준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제도구성의 관대성은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실업부조의 관대성으로 구분

하였다. 실업급여의 관대성은 기여기간 대비 수급기간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기여기간

과 수급기간은 청년이 실제 기여하거나 받은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도상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자격요건(기여조건)140)과 제도에서 규정된 최소 수급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관대성은 기여기간이 적을수록, 최소 수급기간이 길수록 

관대성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실업부조의 관대성은 각 국의 실업부조 제도의 자격요

건과 급여 지급기간을 통해 파악한다. 실업부조를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에게만 지급

하는지, 또는 실업급여 미충족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이 

달라질 것이다. 실업급여 미충족자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관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한다. 또한 실업부조 급여를 제한된 기간동안만 지급하는 경우와 기한제한 없이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하는 경우도 관대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실업부조 자격요건과 급여지급기간을 중심으로 실업부조의 제도구성을 파악하

되, 자격요건을 급여지급기간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한다. 이는 고용기록이 없

139) A07, CA10, GR95, LU04, MX96, MX00, MX04, PL99, PL04 등 9개 데이터셋은 개

인소득정보가 없다. 이 경우 <부표 2-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국가평균으로 대체하여 분석

에 포함하였다. 
140) 실업급여 자격요건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6개월 기여’와 같이 기여기준기간(12개월)

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여기준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고용 및 기여기간

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준기한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므로 기준기한을 고려하여 기여기간

을 재산정하였다. 기준기한이 길수록 기여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수월하지만, 기준기한을 12

개월로 일괄적으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기준기한 

12개월을 기준으로, 기준기한이 6개월씩 길어질수록 변환 기준기간이 1개월씩 증가하도록 

조정하였다. 예를들어, 기준기한 6개월은 11개월을 기준으로 기여기간을 변환했고, 기준기

한 18개월까지는 13개월로, 24개월까지는 14개월을 기준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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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기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급여기간보다는 관대한 자격요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초점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친 영향과 교

육·노동·복지제도가 구조적 변화의 영향력을 얼마나 조절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NEET 결정요인에서 밝혀진 1수준의 개인특성은 모두 통제한다. 또

한 청년 실업 관련 연구에서 청년의 노동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거

시수준의 변인을 추가로 통제한다. 

먼저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한 학력, 기대수익률가설에 기초한 연령(연령제곱), 성별, 

효용극대화 이론에 기초한 가구소득을 통제한다. 그러나 지위획득이론에 기초한 성장

기가구배경과 부모의 학력 등은 LIS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분석에는 

활용하지 못했다. 부모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반영하기 위해 부모동거여부를 통

제한다. 가구소득의 경우 본인 가처분소득을 제외한 가구 가처분소득을 활용한다. 또

한 Smeeding(2000)이 제안한 최고-최저값 변환(top-bottom coding)방법을 활용하여 

이상치를 조정한다. 소득의 경우 국가별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 연구에서

는 국가별 비교를 위해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대비 

비중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LIS는 교육수준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제표준

분류(ISCED-97) 기준에 따라 낮음(ISCED 1~2), 중간(ISCED 3~4), 높음(ISCED 

5~6)으로 조정한 값을 제공한다.141) 그러나 분류불가와 무응답이 많은 문제가 존재

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교변수(enrlev_c)를 활용하여 무응답을 대체하였다.142) 재학 

중인 학교유형으로 교육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UN의 ISCED97 지도(ISCED97 

mapping) 자료를 통해 각 국의 교육체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했으며, 교육수준이 두 

141) 한국의 교육체계에 대응해 이해하면, ISCED 1은 초등학교, ISCED 2는 중학교, ISCED 

3은 고등학교, ISCED 4는 없음, ISCED 5는 석사과정까지, ISCED 6은 박사과정이상을 의

미한다(박종효 외, 2009).
142)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응답과 분류불가를 대체한 데이터셋은 au10, cz04, ee04, de00 

de07, gr04, hu05, ie04, nl04, es04, uk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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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하위수준으로 분류하였다.143)

다음으로 거시수준의 통제변수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GDP성장률, 35~64세 성인

실업률, 조세격차이다. 청년 노동공급 규모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동공

급 변화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통제한다.144) 또한 전반

적인 거시경제충격과 노동시장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GDP성장률과 35~64세 성인실

업률을 분석에 포함한다. 실업문헌에서 거시경제충격은 산출갭(output gap)을 통해 

포착되고 있으나(Bassinini and Duval, 2006), 룩셈부르크는 분석기간 동안의 값이 보

고되지 않아 GDP성장률을 활용한다. 추가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성인실업률을 활용한다(Eurofound, 2012).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34세까지의 

청년이므로 청년을 제외한 성인실업률 즉 35세~64세의 실업률을 통제한다. 마지막으

로 조세격차는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그리고 모형설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실

업률이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ssinini and Duval, 2006). 

따라서 이를 통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는 다음 <표 4-2>와 같다. 

143) 체코(04)의 분류불가에 해당하는 사람중 현재 재학중인 경우 재학되어 있는 학교의 범주

를 확인한 결과 중간과 높음 사이 혹은 중간과 높음의 혼합형태로 되어 있었다(follow-up 

studies, post-secondary courses, higher technical education). 이 경우 중간으로 분류하였

다.
144)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통제가 과잉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NEET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과 NEET는 개념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또한 여성경활률은 다른 제도와의 상관도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는 미혼자이다.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미혼보다는 기혼여성의 문제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경활률의 국가별·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

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경활률과 NEET와의 관련성보다는, 노동

공급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여성경활률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Korenman and Neymark, 2000). 여성경활률 외에 노동공급규모에 영

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자이다. 그러나 OECD에서 제공하는 이

민자정보는 슬로베니아와 영국의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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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종속변수(1수준)

NEET 여부
NEET(=1), 고용(ref.) LIS(2016)
(NEET=실업NEET+비경활NEET)

독립변수: 공급구조(2수준)
청년인구 
구조

청년인구
비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 
15~34세 청년인구비중

OECD Population 
Statistics(2015)

독립변수: 수요구조(2수준)
탈산업화 제조업 고용비중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대비 제

조업 종사자 비중(%)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2015)

서비스업 
고용비중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대비 서
비스업 종사자 비중(%)

기술발전 민간 R&D비중 GDP대비 민간부문 R&D지출
비중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2015)

노동생산성 노동시간당 노동생산성 (1990
년 US$ 기준)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The Conference Board,2016)

특허수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특
허수(단위:만개)
*개발자 거주지역 기준

OECD patent 
Statistics(2015)

세계화 KOF 세계화 지수 KOF경제적 세계화지수 중 실
제경제흐름(actual economic 
flows). 0~100

Dreher, A. (2006)

무역개방도 GDP대비 수출수입액 비중(%) OECD Economic Outlook(2015)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2015)

외국인 
직접투자_국내유
입

GDP대비 국내로 유입되는 외
국인직접투자(저량)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2015)

외국인 
직접투자_국외유출

GDP대비 해외로 유출되는 외
국인직접투자(저량)

조절변수: 교육제도(2수준)
선별성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역코딩)
100-(25-34세 고등교육 이수
자 비중)

OECD Education 
Database(2016), OECD 
Education at Glance(1998)

교육내용 직업교육중심성 후기중등과 중등후비고등교육
단계 등록자 중 직업교육기관 
등록자 비중

OECD Education 
Database(2016)

노동시장
과의 연계

이원화프로그램 
비중

학교 혹은 직장 기반 직업훈련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
기중등&중등후비고등 학생 비
중

<표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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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조절변수: 노동시장제도(2수준)

조합주의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가입률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2016)

임금협상 적용률 임금협상 결과의 적용률(조정
된 값)

Visser, J. (2015), ICTWSS 
database version 5.0

고용보호
제도

고용보호지수 통합 고용보호지수(0~6점)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2015)

정규직 고용보호 정규직 개별 해고의 엄격성 정
도(0~6점)

비정규직 
사용규제

비정규직 사용규제(0~6점)

고용보호 
비대칭성

정규직EPL-비정규직EPL 자체 계산 

조절변수: 복지제도(2수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LMP 비중 1인당 GDP대비 실업자1인당 
ALMP비중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2016) 

교육훈련 비중 1인당 GDP대비 실업자 1인당 
교육훈련비중 

고용보조비중 직접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고
용보조 및 재활, 고용인센티브, 
일자리 교대 및 일자리 나누기 
지출비중

구직서비스 및 
행정

GDP대비 비중

실업 관련 
현금 급여

실업 관련 현금급
여의 소득대체율
(개인)

실업 관련급여(보험+수당+부
조)의 기준소득 평균대비 비중
(*기준소득=노동소득+자본소
득-조세 및 사회보장세)

LIS 추출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실업급여 최소 자격기준(월) 대
비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월)

OECD(2015b) Country 
chapter for OECD series 
Benefits and Wages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실업부조 자격요건 및 급여지
급기간의 조합으로 구성. 0(없
음)~4(실업급여 미충족자에게 
기한 제한없이 지급)

통제변수(1수준)
학력 낮음(기준), 중간, 높음

LIS(2016)

성별 남성(기준), 여성
연령 만나이
균등화가구 가처분소득 비중 본인소득 제외한 가구 가처분

소득(균등화값)의 중위소득대비 
비중

부모동거여부 그 외(기준), 부모 및 조부모와
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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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통제변수(2수준)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15-64세 대비 여성경제활동참
여율(민간부문)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2015)

GDP 성장률 1인당 GDP성장률 OECD Productivity 
Statistics(2016)

성인실업률 35~64세 평균실업률 OECD statistics: LFS by 
sex and age(2016)

조세격차 조세격차 OECD Tax Statistics(2016)

제 3 절  분석방법

1. 분석모형 

[그림 4-1]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에 따른 분석모형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인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력을 밝히고, 그것이 제도적 요

인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NEET결정요인 연구에서 밝

혀진 개인특성과 청년의 노동시장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거시요인은 통제한다. 

[2수준]
노동시장 구조변화

[1수준]
NEET 여부

[2수준]
제도적 요인

<통제> 개인특성 및 기타 거시요인

연구질문 2

연구질문 1

연구질문 3

[그림 4-1]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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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주 효과와 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준 선형회

귀분석(Multilevel Linear Regression)을 적용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는 

모두 2수준 변수이므로 확률절편(random intercept) 모형을 설정한다. 1수준의 개인

변인은 통제의 목적이므로 확률기울기(random slope)모형은 설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NEET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별로 총 

7개의 모델을 설정한다. Model 0은 비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이다. 이 모

형은 어떤 독립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모형으로, 이는 k 국가의 j 국가-시기에 속하는 

개인 i 의 NEET상태()를 나타낸다. 즉, 개인의 NEET상태는 전체평균( )

과 3수준인 국가차원의 미관측 이질성( ), 2수준인 국가-시기차원의 미관측 이질

성( ), 그리고 1수준인 개인차원의 이질성(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

년 개인의 NEET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설명정도를 비교할 수 있고 3수준 

모형의 설정이 적합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Model 1은 통제모형으로 NEET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1수준의 개인변인( )

과 2수준의 거시요인을 통제한 것이다. Model 1-1은 1수준의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

형으로 성별, 연령, 학력, 가구가처분소득 비중, 부모동거여부를 투입하였다. Model 

1-1에서 개인의 NEET상태는 2수준의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절편( )과 개인특성

변인, 그리고 개인의 잔차항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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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2는 청년의 노동시장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요인인 여성경제활동참

여율, 성인실업률, GDP성장률과 웨이브더미( )를 2수준에서 통제한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은 Model 1-1의 절편( ), 즉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개인의 NEET확

률을 설명하는 거시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요인들을 먼저 통제하였다. 

    

 

            
        

 
       

 
    

Model 2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으로, 2수준인 노동시

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제도()에 따라 Model 1의 절편(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청년인구규모, 고용구조의 탈산업화, 기

술발전, 세계화로 포착되며, 사회정책 및 제도는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로 

구성된다. 청년실업 및 NEET연구에서 제도변수는 대부분 3수준의 국가특성으로 상

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2수준 변인으로 설정한다. 이는 실제로 

제도 변인이 시기별로 변하는 값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를 통해 제도의 인과적인 영

향력을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제도 변인 중 제도구성의 경우 

시기별 변화값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국가별 평균값을 활용하여 3수

준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변인의 일반적인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이들 영향력은 국가별·시기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설정한다. 다만 

3수준인 국가에 따라 변하는 절편( )을 갖는 것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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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에서 Model 6은 연구문제 3, 즉 2수준의 교육·노동·복지제도()가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모형이다. 제도의 조절효과는 노

동시장 구조변화를 포착한 개별 변인과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한다. Model 

3은 노동공급 구조의 변화를 포착한 청년인구비중( )과 제도의 상호작용, 

Model 4는 산업구조 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 Model 5는 기술발전( )

과 제도의 상호작용, Model 6은 세계화( )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것이

다. Model 3~Model 6의 을 통해 각 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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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방법

1)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LPM)의 적용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 사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은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 프로빗모형이다.145) 이 중 선형확률모형은 분석과정의 단순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로짓·프로빗 모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계패키지가 보급되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Gujarati and Porter, 2009:646). 그러나 이분종속변수로 인한 오차의 이

분산성과 비정규성, 그리고 추정된 확률값이 0~1의 범위를 벗어날 위험성, 설명변수

의 영향력을 선형적으로 산출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Caudill, 

1988:425). 이로 인해 사회학분야에서는 이분종속변수인 경우 로짓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146)

그러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형확률모형이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Holm 

et al., 2015:1-2; Mood, 2010:78).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선형확률모형의 본질적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차의 이분

산성은 가중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s)에 의해 극복될 수 있고, 오차의 비정

규분포는 사례수 크기를 증가시키면 해소할 수 있으며, 추정확률이 0-1구간을 넘어서

는 경우에는 제약최소제곱법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Gujarati and Porter, 2009:650-651).147) 둘째, 선형확률모형의 추정치도 로짓 추정

145)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은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되지만 종속변수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선형확률 모형이라고 

불린다(Gujarati and Porter, 2009:639-640).
146) Holm 외(2015:1-2)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사회학리뷰(American Sociological 

Review)에 실린 논문 중 1/3인 60편이 로짓모형을 사용하고 있고, 선형확률모형은 단 한편

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147) Mood(2010:78)는 비현실적인 예측값은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 

만약 비선형회귀모형에서 0-1범위를 벗어난 예측값이 많지 않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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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마찬가지로 불편추정치라는 것이다(DeLeire, 2004; 남재량·박기성, 2010). 특히 

종속변수의 발생확률이 0.2~0.8구간에서는 로짓(log odds)과 확률의 관계가 거의 선

형이므로, 발생확률이 극히 적거나 극히 많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형확률모형

을 사용해도 불편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von Hippel, 2015). 셋째, 선형확

률모형이 갖는 해석상의 용이성 때문이다. von Hippel(2015)은 선형확률모형이 문제

가 있기는 하지만 회귀계수의 크기를 통해 확률차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해

석이 직관적인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로짓모형에서는 승산(odds)

혹은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승산이나 

승산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로짓분석을 수행하지만, 분석결과의 해석은 대부

분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비

선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평균적 효과만 보고하는 것이라면 선형확률모형이 해석의 

직관성으로 인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Mood, 2010). 넷째, 로짓모형이 상호작용항

의 회귀계수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Ai and Norton, 

2003; DeLeire, 2004).148) 선형모형에서 설명변수의 효과는 설명변수의 위치에 관계

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비선형모형에서 설명변수의 효과는 설명변수의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상호작용효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는 설명변수의 위치와 다른 공변인의 값에 따라 크기 및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t-검증결과 유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개별사

례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항 추정치

로 상호작용 효과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Ai and Norton, 

2003:126-128). 

이분형 종속변수를 선형확률모형으로 분석할 때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특히 본 연

구의 종속변수인 NEET여부는 발생확률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로짓모형을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유에서 선형확률 모형을 적용

한다. 첫째, 선형확률모형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문제가 극복가능하기 때문

이다. 오차의 이분산성 문제는 이분산을 교정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의 

는다고 지적한다. 
148) Ai와 Norton(2003:129)은 선형모형과 달리 로짓모형과 같은 비선형모형에서는 상호작용

항 추정치의 크기, 방향성, 통계적 유의성을 기초로 상호작용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로짓모형의 상호작용항에 관한 논쟁은 오욱찬(2016:77-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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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으로149), 비정규성의 문제는 충분한 표본의 확보150)로 극복가능하다. 둘째, 본 연

구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제도적 장치가 개인의 NEET확률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

향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설명변수의 조건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조건

부확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과 해석이 복잡하고 추정하는데 상당

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151) 비선형모형을 채택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제도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제도의 조절효과, 즉 구조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효과 판단에 논쟁이 존재하고 

해석도 복잡한 로짓모형을 적용할 결정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2) 변수의 평균중심화(centering)

다수준 모형에서 변수의 평균중심화는 회귀계수의 의미해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변수의 평균중심화는 절편을 의미있게 해석하기 위해 시도되는데, 본 연

구는 여기에 더해 회귀계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패널자료 분석에서 매우 중

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1수준

의 통제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하고, 2수준의 국가-시기

변인은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를 한다. 

먼저 1수준 통제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한다. 1수준 통제변수를 집단평균으로 중

심화할 경우 즉 개인특성변인의 국가-시기 평균을 구해 그 차이 값을 분석에 사용할 

경우, 1수준의 중심화된 변수와 2수준의 변수사이에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하

지 않는다. 이는 1수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1수준 

149) 오차의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정치는 불편추정치(unbiased estimates)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 정확하지 않은 표준오차로 인해 통계검증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White의 이분산을 교정한 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면 정확한 표준오차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통

계검증 결과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150) 본 연구의 분석표 본은 약 33만 1천명으로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151) LIS분석시스템은 원격시스템으로 명령문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분석결과만 제공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고 있다. LIS분석시스템에서 다수준 로짓모형을 시도해본 결과, 상호작용항까지 

투입하면 최소 4일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결과를 보내주지 않기도 했다. 이처럼 분

석결과 산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수준 로짓

모형을 적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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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전체평균 중심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편을 1수준 변인으로 조정된 평균으로 해석하기 위해 전체평균 중심

화 하였다(Brincks, 2012:52-55).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2수준 변인은 모두 집단평균 중심화 한다. 이는 

국가차원의 분석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생성문제를 해소하고, 추정된 회귀계

수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보았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LIS자

료는 1수준의 개인차원, 2수준의 국가-시기차원, 3수준의 국가차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2수준과 3수준은 일반적인 총량자료를 활용한 패널자료 구조

(    )와 유사하다. 일반적인 패널자료 분석에서는 시불변 국가이

질성을 의미하는 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

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이 적용된다. 전자는 미관측 국가특성이 설명변수

와의 상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시불변 미관측 국

가특성을 확률변수라고 가정하고 시변의 설명변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불변의 미관측 국가특성이 시변의 설명변수와 상관이 

존재하는가, 즉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시변의 국가-시기 차원의 

변인이 미관측된 국가고유 특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시기차원의 2수준 변인을 모두 집단평균 중심화 한다.152) 즉 

2수준 변인의 국가내 평균을 구해 그 차분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함으로써, 2수준 변인

과 3수준 사이에 상관이 없도록 설정한 것이다(Hanchane and Mostafa, 2010). 이처

럼 집단중심 평균화를 하게 되면 회귀계수의 의미도 고정효과모형과 동일하게 순수한 

집단내 효과(within country effects)가 되는 장점이 있다. 즉 집단중심 평균화함으로

써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이 순수하게 설명변수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153) 

152) 내생성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와 상관이 없는 도구변수를 설명변수 대신 사

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패널 일반화적률법(panel GMM)이다. 다수준 

모형에서 패널 일반화적률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단순하며 쉽게 적용이 가능한 집단평균중심화 방법을 택하였다. 
153) 확률효과모형과 같이 회귀계수에 집단내 효과와 집단간 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설

명변수의 영향력에 설명변수의 순수효과와 설명변수의 국가간 차이에 의한 효과가 혼재되

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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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분석

1. LIS 자료의 기본 특성 

NEET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OECD 22개국의 81개 LIS데이터셋(1995

년경~2010년경)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의 18~34세 비장애 

청년 중, 고용이나 NEET상태에 있으며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로 총 

331,611명이다. 

[그림 5-1]은 LIS자료에서 나타난 국가-시기별 NEET비율의 평균을 보여준다. 여

기서 제시된 값은 분석 사례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국가-시기별 가중평균값의 국

가별 비가중 평균값이다. 또한 전체 평균 역시 전체 사례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국

가별 평균값의 평균을 의미한다154). [그림 5-1]를 보면, OECD-22개국의 NEET비율

은 평균 14.5%로 나타났다. NEET정의 및 분석 국가의 상이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OECD(2016a)에서 보고하는 NEET평균이 최저 13.3%(2008년)~최

고15.7%(1997년)범주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LIS자료에서 나타난 수치가 평균적으

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2016a)에서 보고하는 수치는 연도별로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본 분석에 포함된 청년들의 NEET비율은 12.5%(2007년 

경)~19.3%(2010년경)로 연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경

향성은 유사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10년경에 NEET비율이 높고, 중간

시기에는 다소 낮은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155) 

154) LIS데이터셋의 국가-시기별 사례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함된 사례의 평균값이 아니라 

데이터셋별(국가-시기별) 가중평균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사례수에 기초해 평균값을 산출

하면 사례수가 많은 데이터셋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셋별 평균의 국가별 평균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데이터셋

별 평균 계산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IS에서 제공하는 개인횡단가중치

(non-normalized weight)를 적용하였다. 
155) OECD(2016a)에 따르면, NEET비율은 1997년(15.7%)이후 하락하여 2001년 1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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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가별 평균은 국가-시기별 가중평균의 비가중 평균값임. OECD-22는 분석에 포함된 22개 
국가의 평균값. 자세한 수치는 <부표 1-3>에 제시되어 있음. NEET평균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리. 
NL(네덜란드), IS(아이슬란드), AT(오스트리아), CA(캐나다), DE(독일), LU(룩셈부르크), AU(호
주), UK(영국), DK(덴마크), BE(벨기에), EE(에스토니아), CZ(체코), US(미국), SK(슬로바키아), 
FR(프랑스), IE(아일랜드), SI(슬로베니아), MX(멕시코), HU(헝가리), ES(스페인), PL(폴란드), 
GR(그리스)

[그림 5-1] 국가-시기별 NEET비율 

[그림 5-1]에서 발견된 NEET비율의 국가별 편차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아이

슬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의 경우 평균적으로 NEET비율이 낮은 반면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헝가리, 멕시코의 경우 NEET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NEET비율이 가

장 낮은 네덜란드(4.68%)에 비해 그리스는 5.7배가 넘는 청년이 NEET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NEET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정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EET비율이 가

장 높은 2010년경과 가장 낮은 2007년경의 차이가 21%p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NEET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시기별 변화도 크게 나타났고, NEET비율이 낮은 국가에

서는 시기별 변화폭이 그리 크지 않은 특징이 관찰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이슬란

드와 룩셈부르크는 NEET비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변화량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났고, 멕시코와 프랑스의 경우 NEET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별 변화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점을 찍은 후, 2003년 14.8%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 이후 2008년 13.3%까지 하락하다

가 유럽발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15.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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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NEET 정의에 따르면, NEET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포

함된다. 이는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포착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상, 실업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NEET에 실업자와 비

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내적 이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업NEET와 비경활NEET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 제시된 값은 개인횡단가중치를 적용한 국가-시기별 평균의 비가중 국가평균값임. OECD-22
는 분석에 포함된 22개 국가의 평균값. NEET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리

[그림 5-2] 유형에 따른 국가별 NEET비율

[그림 5-2]의 OECD-22 평균을 보면, 실업NEET가 전체 NEET의 약 3/4이고 

비경활NEET는 약 1/4정도로, 분석에 포함된 NEET의 다수는 실업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체 NEET 비중과 실업NEET 비중의 국가별 상관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6) 그러나 NEET중 비경활NEET의 비중은 전체NEET 경향과 

다소 상이했다. OECD 22개국의 비경활NEET 평균은 3.8%로, 네덜란드(1.1%), 독일

(1.14%), 룩셈부르크(1.23%)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멕시코(12.7%), 덴마크

(8.6%), 미국(8.25%)은 매우 높았다. 덴마크와 미국의 경우 전체 NEET 비중은 

OECD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비경활NEET 비중은 가장 높은 국가에 속

했다. 반대로 전체 NEET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였던 그리스와 스페인은 비경활

156) 국가별 전체NEET비중과 실업NEET비중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893으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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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T비중이 OECD평균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비경활NEET의 경우 국가간 격차가 

전체NEET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눈에 띈다. NEET 비중이 가장 높은 국

가(그리스)는 가장 낮은 국가(네덜란드)의 약 5.7배에 달했으나, 비경활NEET의 경우 

가장 높은 국가(멕시코)가 가장 낮은 국가(네덜란드)의 약 11.6배에 달했다. 

비경활NEET와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수치가 

OECD의 공식지표와는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2010년 현재 OECD국가의 NEET비

중은 15.3%이고, 이중 8.4%는 비경활NEET이고 6.9%가 실업NEET로 보고되고 있

다(OECD, 2016a). 즉 절대적 수치가 본 분석의 비경활NEET(3.8%)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기혼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157) [그림 5-3]을 보면 분석에 기혼자를 포함하게 되면 비경활NEET 비중은 

OECD-22개국 평균 5.8%p가 증가하여 9.5%에 이르는데, 이는 OECD의 공식지표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기혼여부에 따라 비경활NEET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

니었다. 슬로베니아와 덴마크의 경우 그 격차가 1%p미만으로 기혼자 포함여부와 관

계없이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는 기혼자를 포함할 경우 비경활

NEET 비중이 13%p이상 증가했다. 체코와 그리스도 분석대상자에 기혼자를 포함할 

경우 비경활NEET의 비중이 8%p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결혼여부에 따라 비경활

NEET 비중이 달라지는 것은, 국가별로 결혼여부가 청년의 활동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 상이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는 해당국가의 문화적·제도적 차이, 즉 기혼여성이 

경제활동보다는 가사육아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혼자를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문제보다는,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노동시

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포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미혼자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157) 일반적으로 OECD지표에서는 기혼여부와 관계없이 가사육아활동을 하는 청년도 비경활

NEET에 포함된다. 반면 본 연구는 가사육아활동과 장애·군 의무복무와 같은 이유로 비경

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은 원천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4장에서 밝혔

듯이,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노동시장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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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기혼자 포함 여부에 따른 비경활NEET 비중

<표 5-1>은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의 개인특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값

역시 분석 사례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데이터셋별 가중평균의 국가별 비가중 평균

값이다. 전체 평균 역시 전체 사례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국가별 평균의 평균값을 

의미한다.158) 먼저 분석대상국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다수 분석에 포함되었다. 평균

적으로 여성이 분석대상자의 40% 정도였는데, 체코가 35.7%로 가장 적고 독일이 

46%로 가장 많았다. 평균연령은 25.2세였으며 23.4세(호주)~26.4세(그리스)로 나타나 

국가별로 비교적 유사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자원의 중위소득대비 비

중은 평균 1.25로 나타났고 역시 국가별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동거 

비율과 교육수준은 국가별 편차가 컸다. OECD 평균 18~34세 미혼청년의 58.1%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슬로바키아(90.5%), 멕시코(87%), 스페인

(79.8%), 그리스(79.4%) 등의 국가에서는 미혼자녀의 독립거주가 흔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미혼자녀라 하더라도 

약 30%정도만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컸는데, 대학교육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

한 청년은 OECD평균 24.3%였는데, 캐나다의 경우 45.9%로 절반정도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반면 멕시코는 약 12.4%만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수준(ISCED 3&4)을 이수한 청년은 OECD-22 평균 52%였으며, 25.1%

158) 데이터셋별 평균값은 <부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 114 -

국가 사례수

NEET
(%) 여성

(%)
연령

(평균)
부모동거

(%)

가구자원
(중위소득
대비 비중)

교육수준 
중간(%)

교육수준 
높음(%)

전체
실업

NEET
비경활
NEET

호주 5,444 8.72 4.25 4.47 40.98 23.35 56.95 1.52 50.80 32.25
오스트리아 2,530 6.30 4.85 1.45 41.17 25.17 61.69 1.13 72.66 13.20
벨기에 647 12.69 10.68 2.01 41.61 25.62 59.44 1.11 43.06 37.64
캐나다 26,368 8.23 4.65 3.58 42.67 24.53 43.43 1.27 41.59 45.86
체코 5,035 14.80 12.33 2.47 35.72 25.64 64.06 1.28 76.59 15.15
덴마크 42,771 12.55 3.94 8.61 42.66 24.94 23.16 0.95 56.84 15.66
에스토니아 3,322 14.35 9.38 4.97 39.42 25.18 38.08 1.30 55.65 17.48
프랑스 6,438 17.74 16.13 1.61 42.28 25.54 42.88 1.00 39.95 29.86
독일 12,594 8.27 7.13 1.14 45.63 25.12 45.87 1.13 56.12 16.75
그리스 7,007 26.77 23.31 3.46 42.14 26.43 79.44 1.38 52.74 26.43
헝가리 2,170 22.20 16.96 5.24 40.56 25.67 62.48 1.27 36.10 14.72
아이슬란드 3,048 6.16 4.79 1.37 40.86 24.36 47.74 1.09 40.20 15.02
아일랜드 5,565 18.13 15.13 3.00 42.38 24.52 67.59 1.33 43.99 31.24
룩셈부르크 4,457 8.54 7.31 1.23 38.88 26.34 52.92 1.02 47.63 27.61
멕시코 42,128 20.68 7.97 12.71 45.44 23.68 86.95 1.68 25.12 12.37
네덜란드 3,246 4.68 3.58 1.10 44.04 25.24 36.47 1.02 48.28 30.60
폴란드 31,450 25.10 19.99 5.11 39.75 24.38 70.39 1.24 71.31 17.92
슬로바키아 5,374 16.23 14.28 1.96 37.46 25.75 90.51 1.38 73.90 22.42
슬로베니아 3,486 19.39 14.95 4.44 34.12 26.33 78.44 1.21 63.74 26.05
스페인 14,587 22.38 18.71 3.67 41.19 26.00 79.80 1.34 30.09 28.87
영국 19,715 10.23 8.26 1.97 41.32 24.79 45.06 1.42 61.26 28.01
미국 84,229 15.38 7.13 8.25 39.75 24.62 45.01 1.35 56.78 29.53
OECD-22 331,611 14.52 10.71 3.81 40.91 25.15 58.11 1.25 52.02 24.30
주: 국가별 값은 국가-시기 평균(개인횡단가중치적용)의 비가중 평균. OECD-22는 OECD22개국 
값의 평균

<표 5-1> 분석대상자의 개인 특성

(멕시코)~73.9%(슬로바키아)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중학교 이하의 의무교육만 

이수한 저학력 청년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OECD-22 평균은 23.7%였으나 멕시코의 

경우 저학력자가 62.5%에 이르고 있었다. 헝가리(49.2%), 아이슬란드(45%), 스페인

(41.1%)도 절반정도의 청년이 의무교육정도만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슬로

바키아(3.7%), 체코(8.3%)는 저학력자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는데, 이 두 나라의 경우 

고학력자보다는 중간수준의 학력소지가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대상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중위소득대비 가구소득은 

국가별로 유사한 특성을 보인 반면, 부모동거여부와 교육수준은 국가별 편차가 상당

히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고유의 문화적 특성뿐만 아니

라 교육제도와 같은 제도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이해된다. 특히 교육수준은 청년의 

노동시장이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의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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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OECD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 및 사회정책·제도 특성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정책·제도의 시계열적 경

향과 국가별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분석시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OECD국가들에서 관찰되는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159) 노동공급 요인으로써 청년

인구변화를, 노동수요 요인으로써 산업구조변화, 기술발전, 세계화 정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제도, 노동시장

제도, 복지제도가 해당 시기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1) 노동시장 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및 특성

[그림 5-4]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15~34세 청년인구 비중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준다. 분석에 포함된 OECD 22개국의 청년인구 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꾸

준히 감소했는데, 1980년 청년인구 비중은 생산가능인구의 49.7%였으나 2012년 

39.9%로 10%p가량 하락했다. 1980년의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1993년 92.4%에

서 2012년 80.2%로 매년 하락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별 하

락경향은 모든 나라에서 예외없이 나타났다(부표 2-1). 그러나 청년 노동공급 감소경

향에서 국가 간 편차는 존재한다. <표5-2>의 국가별 평균을 보면, 독일이 37.3%로 

가장 낮고 멕시코(57.2%)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두 국가의 격차는 20%p나 된다. 

159) 여기서 살펴보는 시기별 변화는 1993~2012년까지의 연도별 변화이다. 특히 노동시장구

조 변화는 그 경향성이 80년대 이래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80년과 비교하여 해당시기동안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러나 이후에 수행될 다수준 분석에서는 LIS 데이터셋의 시기와 동일한 

다섯개 시기의 값만이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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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청년 노동공급 변화(1993-2012년, 1980년 대비)

다음으로 [그림 5-5]~[그림 5-7]은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로 산업구조, 기술발전, 

세계화 경향을 살펴본 것이다. [그림 5-5]를 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

조 변화가 분석기간 동안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구조변화는 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고용총량에서 서비스산

업의 중심성은 이미 80년부터 확인된다160). 그 이후 제조업 고용비중은 전체 고용량

의 24.4%(2012년)까지 하락하였고, 반대로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70.8%(2012년)까지 

증가하였다. 1980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그림 5-5]를 보면 제조업은 1980년의 

70.6%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은 133.6%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분석시기동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절대적 수준이

나 변화정도에서는 국가간 편차가 확인된다. 분석기간 동안의 국가별 평균을 살펴보

면(표 5-2), 체코의 경우 제조업 비중(39.2%)이 가장 높고 서비스업 비중(57.2%)이 

가장 낮았으며,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오스트리아(30.6%)와 독일(32.3%)이 상대적으

로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네덜란드(201.%), 호주(20.2%), 아이슬란드

(20.4%), 미국(20.8%)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은 높은 대표적인 국가들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모든 웨이브가 포함된 8개국(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페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국가간 

160) 1980년 제조업 고용비중은 34.6%,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53%으로 이미 고용량에서 서비

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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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헝가리와 독일은 제조업 비중이 32%이상인 반면, 미국과 그

리스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20%수준에 불과했다. 모든 국가에서 제조업고용의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의 증가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개별 국가 간에 변화의 정도나 절대적 수

준에서는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다. 

[그림 5-5] 산업구조의 변화(1993-2012년, 1980년 대비)

산업구조의 변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반면, 기술발전은 1990년대 이후 급속도

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술발전은 투입측면에서 GDP대비 민간 R&D지출비중, 

산출측면에서 특허수와 노동생산성을 통해 포착되었다. 먼저 R&D 지출비중은 1981

년 0.72%에서 2012년 1.17%까지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1981년을 기준으로 1.6배 

증가한 것이다. 기술발전의 정도는 특허수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술발전의 

산출로 이해할 수 있는 특허수는 1980년 OECD 14개국 평균 92개에서 1993년 

OECD 22개국 평균 1,161.3개, 2012년 4,463.6개로 증가했다. 1980년에 비해 2012

년에 48.1배나 증가한 것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생산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7~2008년을 제외하고 전 시기동안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1981년 대비 1993년에는 112%, 2012년에는 160%로 증가했다(그림 5-6). 

이처럼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왔지만 국가 간 편차도 뚜렷하다. <표 5-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R&D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1.79%)은 가장 낮은 멕시코

(0.13%)의 13.8배에 달하고, 특허수가 가장 많은 미국(약 3만 9천 건)이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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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30건)의 1,315배에 달한다. 노동생산성 역시 가장 높은 미국(34.2)이 가장 

낮은 멕시코(8.8)의 약 3.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술발전에서 미

국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독일과 프랑스가 따르고 있었으며, 기술발전 수준이 가

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그리스였다. 

[그림 5-6] 기술발전(1993-2012년, 1980년 대비)

[그림 5-7]은 90년대 중반이후 진행되어 온 세계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기술발전

과 더불어 세계화도 90년대 이래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먼저 실물경제의 세계화 정도

를 지수화한 KOF 세계화지수를 살펴보면, 1980년 49.7에서 56.3(1993년), 

78.8(2012)까지 증가했다. 1980년 기준으로 2012년에 158.5%까지 증가한 것이다. 재

화무역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무역노출도 역시 1980년 GDP대비 61.4%에서 2012년 

114.5%까지 증가했다. 1980년에 비해 약 2배가량 무역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증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흐름을 의미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 18.4%에서 1993년 16.1%로 소폭상승한데 반해,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그 비중이 68.5%(2010년)까지 증가했다. 1981년에 

비해 최고 3.6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외로 유출하는 외국인직접투자비중, 즉 선진국인 

OECD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로 진출하는 투자량의 비중은 1981년 

GDP대비 6.8%에서 1993년 10.6%로 증가하고, 2012년엔 68.5%까지 증가했다. 

198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에 10배 이상 자본의 해외진출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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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세계화 정도(1993-2012년, 1980년 대비)

세계화 정도에 대한 국가별 편차는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실물경제

영역의 전반적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KOF 지수를 보면, 미국(37.8점), 프랑스(44.5

점), 독일(52.4점)이 낮은 집단에 속하고 룩셈부르크(99.6점), 아일랜드(97.3점), 네덜

란드(92점), 벨기에(91.8점)가 높은 집단에 속한다. 무역개방정도는 미국(25.3%), 호

주(42.6%), 프랑스(50.0%), 그리스(51.4%)가 낮고, 룩셈부르크(285.7%), 아일랜드

(155.5%), 슬로바키아(154.5%)가 높았다. 무역개방도가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는 가장 

낮은 미국의 11배에 달할 정도로 국가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세계화정도의 이러한 

경향은 국내유입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리스(11.8%), 프

랑스(14.1%), 오스트리아(15.5%), 독일(17.1%)의 경우 자국 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

접투자비중이 낮았으나, 룩셈부르크(221.6%), 아일랜드(101.14%)는 재화무역뿐만 아

니라 자국 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자국 자본의 

해외진출을 의미하는 외국인직접투자(해외)는 약간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다른 세계

화지표에서 가장 낮은 집단에 속했던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해외 직접투자 비중에서 

OECD-22개국 중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폴란드(2.4%), 슬로바키아

(3.0%), 멕시코(4.9%)가 해외 투자비중이 낮은 집단에 속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171.2%), 네덜란드(80.0%), 아이슬란드(77.7%), 아일랜드(63.8%)는 세계화의 다른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해외진출도 가장 활발한 집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7]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의 해외진출을 의미하는 외국인직접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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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ypro ind sv berd patent lph kof topen fdii fdio

호주 41.53 20.20 77.00 1.33 1.79 27.77 72.28 42.57 35.00 28.99
오스트리아 41.37 30.63 63.40 1.17 0.73 24.33 72.88 80.95 15.53 13.52
벨기에 41.27 26.35 71.50 1.28 0.59 31.46 91.76 127.11 60.66 51.83
캐나다 39.54 21.57 75.78 1.07 2.68 27.22 75.47 70.13 32.99 35.99
체코 41.47 39.23 57.20 0.75 0.17 13.83 85.41 124.95 56.58 4.97
덴마크 38.33 24.45 72.10 1.57 1.00 31.21 82.53 82.61 45.62 47.40
에스토니아 41.94 33.27 61.77 0.54 0.04 21.68 90.47 136.85 77.37 21.13
프랑스 41.96 22.20 74.30 1.32 4.27 31.52 44.46 49.99 14.10 22.80
독일 37.27 32.30 65.24 1.66 14.29 27.45 52.42 65.57 17.08 32.37
그리스 42.03 21.98 63.26 0.16 0.07 15.14 58.24 51.35 11.79 7.33
헝가리 41.76 33.16 60.70 0.42 0.18 9.28 83.12 120.24 52.79 8.15
아이슬란드 43.81 20.37 73.60 1.37 0.03 24.56 85.42 81.39 60.21 77.67
아일랜드 47.08 25.96 67.02 0.87 0.28 27.58 97.32 155.48 101.17 63.84
룩셈부르크 39.52 23.52 74.88 1.30 0.05 34.04 99.85 285.70 221.60 171.23
멕시코 57.16 24.88 58.84 0.13 0.15 8.81 55.54 56.73 22.76 4.87
네덜란드 39.46 20.15 76.75 1.00 2.88 30.00 91.98 117.73 64.04 79.97
폴란드 44.14 30.48 53.50 0.20 0.16 11.17 64.88 72.52 32.49 2.40
슬로바키아 44.49 38.50 57.30 0.23 0.04 17.85 82.84 154.46 61.38 3.04
슬로베니아 39.27 34.43 56.20 1.06 0.11 20.88 73.49 125.13 21.97 13.77
스페인 43.41 28.78 65.30 0.56 1.10 22.32 68.25 53.88 32.95 27.73
영국 40.13 22.50 76.25 1.07 5.86 28.02 59.90 54.27 35.38 57.45
미국 42.29 20.82 77.36 1.79 39.46 34.15 37.76 25.28 21.25 27.30
OECD-22 42.62 27.08 66.80 0.91 4.22 23.02 72.17 97.04 51.14 36.85
웨이브 4 46.04 28.20 63.26 0.85 2.14 21.05 59.55 75.30 28.77 12.22
웨이브 5 43.08 26.90 66.69 0.99 4.55 23.68 69.93 93.32 43.67 30.72
웨이브 6 41.97 27.32 66.80 0.91 4.21 23.16 72.74 95.52 50.05 33.50
웨이브 7 42.16 27.96 66.56 0.86 4.90 23.04 77.41 106.77 57.82 42.69
웨이브 8 41.18 25.35 69.44 0.91 4.57 23.48 76.51 106.64 67.26 56.65
주: ypro(생산인구대비 15~34세 청년비중), ind(제조업 고용비중), sv(서비스업 고용비중), 
berd(GDP대비 민간 R&D 비중), patent(특허수, 단위:천 개), lph(시간당 노동생산성), kof(KOF 
세계화지수), topen(GDP대비 수출수입액 비중), fdii(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국내유입량 비중), 
fdio(GDP대비 해외로 유출되는 외국인직접투자량 비중). 제시된 값은 분석에 포함된 국가-시기 값
의 국가별 평균값임. 평균계산시 포함된 시기는 국가별로 상이함. 웨이브평균값이 1993~2012년의 
전체 경향성과 다른 이유는 웨이브에 포함된 국가가 다르기 때문임

<표 5-2> 국가-시기별 노동시장구조 특성 

외)는 시계열적으로도 급속하게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편차도 다른 지표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해외투자가 가장 낮은 폴란드(GDP대비 2.4%)에 비해 가

장 높은 룩셈부르크(GDP대비 171.2%)는 그 비중이 7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청년인구비중, 산업구조변화, 기술발전, 세계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청년인구비중과 제조업 고용비중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기술발전, 세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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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술발전과 세계화는 90년대 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향에서 국가간 편차도 존재했다. 특히 세계화나 기술

발전과 같이 급속한 증가경향을 보이는 구조변화에서 국가 간 편차도 더 크게 나타나

고 있었다. 

2) 사회정책 및 제도의 시계열적 변화 및 특성

(1) 교육제도 

본 연구에서 교육제도는 교육제도 선별성, 직업교육 중심성, 노동시장 연계성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1993년~2012년 동안의 교육제도의 선별성은 대졸자 비중을 통해 

파악하였다. 대졸자 비중이 높을수록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반영하

여 역코딩하였다. 직업교육 중심성은 중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에 등록한 학생의 비

중, 노동시장 연계성은 이원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비중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5-8]은 이러한 교육제도의 특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

여준다. 먼저 교육제도의 선별성은 하락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대 이래로 대졸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제도 자체의 선별기능이 떨어져 대졸학력이 노동시장에 보내는 학력의 

신호효과도 하락한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직업교육 중심성을 살펴보면, 1998

년까지 직업교육 등록학생비중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 증가하여 2002년에 최고점

(52.1%)을 찍은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2년 현재 4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8년을 기점으로 시계열적 흐름이 바뀌는 것은 실제 경향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8년에 새롭게 도입된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97)의 영향으로도 이해되

기 때문이다.161) 따라서 1998년을 고려하지 않고 그 전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

반까지 중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에 등록한 학생비중은 5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2년 이후 직업교육 등록학생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161) 앞서 변수정의 부분에서 상술했듯이, 1998년 이전의 교육체계는 ‘일반교육’이 없고 사전

직업교육과 직업교육만으로 구분되었다. ISCED-97의 새로운 분류체계의 적용으로 교육범

주의 재분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등록학생수도 감소한 현상이 많은 국가에

서 발견된다. 이것이 실제 직업교육등록학생수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분류체계의 변경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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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대학교육의 팽창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의 

노동시장 연계성 정도는 전체 학생 중에 학교 혹은 직장 기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으로 확인하였다. 이원화 체계(dual system)로 알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비중은 2000년 15.7%에서 2003년 14.2%로 하락 후, 다시 증가하여 

2006년 16.6%에 달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여 2011년 현재 11.9%로 나

타났다. 

[그림 5-8] 교육제도의 변화(1993-2012년)

<표 5-3>에서 교육제도의 국가 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교육제도의 선별

성은 캐나다(46.5%), 호주(56.8%), 미국(60.8%), 영국(61.7%)에서 낮게 나타나고, 오

스트리아(84.6%), 체코(82.6%), 멕시코(81.3%), 슬로바키아(80.8%) 등에서 높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중심성은 미국(7.7%), 캐나다(11.1%), 멕시

코(11.6%)에서 낮게 나타났고, 오스트리아(76.5%), 체코(74.2%), 슬로바키아(73.3%)

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미국과 오스트리아의 격차가 69%p에 달할 정도로 그 

편차가 컸다. 이원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비중은 이원화체계가 없는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그리스, 멕시코에서부터 중등학교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등

록한 독일(51.3%), 덴마크(49.7%)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 또한 컸다. 특히 독일과 덴

마크의 경우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이원화 프로그램에 등록되

어 있는 반면, 호주와 영국은 중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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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ignal vetrate dual uden adjcov epl eplp eplt diff

호주 56.82 61.24 0.00 18.51 55.65 1.15 1.42 0.88 0.54
오스트리아 84.60 76.51 32.97 37.48 98.00 1.97 2.62 1.31 1.31
벨기에 64.99 68.22 9.11 54.49 96.00 2.67 1.85 3.50 -1.65
캐나다 46.44 11.09 0.00 27.67 29.68 0.59 0.92 0.25 0.67
체코 82.56 74.24 31.66 18.75 48.33 2.06 3.14 0.98 2.16
덴마크 65.44 50.77 49.74 72.15 85.00 1.75 2.13 1.38 0.76
에스토니아 64.88 42.10 27.62 8.36 25.67 2.15 2.43 1.88 0.56
프랑스 66.29 55.41 11.46 8.19 95.73 3.00 2.38 3.63 -1.24
독일 76.90 65.20 51.31 23.11 67.18 2.16 2.68 1.65 1.03
그리스 73.96 37.16 0.00 25.86 79.54 3.18 2.80 3.55 -0.75
헝가리 80.75 20.95 21.58 23.78 35.37 1.46 2.00 0.93 1.08
아이슬란드 65.19 36.12 16.58 90.20 88.33 1.18 1.73 0.63 1.11
아일랜드 65.63 27.58 9.25 36.56 42.74 0.92 1.37 0.47 0.89
룩셈부르크 67.45 67.46 13.46 40.20 59.00 3.00 2.25 3.75 -1.5
멕시코 81.26 11.58 0.00 15.52 13.40 3.10 2.19 4.00 -1.81
네덜란드 68.75 68.86 22.53 22.74 83.41 1.91 2.88 0.94 1.95
폴란드 73.28 57.44 2.81 17.42 18.80 1.87 2.23 1.50 0.73
슬로바키아 80.75 73.28 31.98 19.78 38.33 1.59 2.22 0.96 1.26
슬로베니아 71.32 64.90 1.72 32.27 91.33 2.23 2.65 1.81 0.84
스페인 62.58 41.50 3.64 16.44 80.95 2.75 2.36 3.15 -0.79
영국 61.67 52.74 0.00 28.31 34.08 0.78 1.22 0.34 0.88
미국 60.80 7.72 0.00 12.56 14.02 0.25 0.26 0.25 0.01
OECD-22 69.52 45.02 13.98 27.71 54.18 1.91 2.04 1.78 0.26
웨이브 4 77.19 43.38 13.39 31.61 65.56 2.39 2.08 2.70 -0.62
웨이브 5 72.94 47.49 13.91 29.96 59.60 1.94 2.01 1.86 0.15
웨이브 6 69.18 47.92 17.82 29.67 56.68 1.87 2.14 1.59 0.55
웨이브 7 67.46 43.93 13.31 24.79 47.90 1.75 1.99 1.52 0.47
웨이브 8 63.78 41.43 10.55 23.69 45.06 1.78 1.96 1.59 0.37

주: signal(교육제도의 선별성=100-대졸자 비중), vetrate(직업교육 중심성), dual(노동시장 연계
성), uden(노동조합 조직률), adjcov(조정된 단체협약 적용률), epl(고용보호지수 통합), eplp(정규
직 고용보호지수), eplt(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 diff(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격차). 제시된 
값은 분석에 포함된 국가-시기 값의 국가별 평균값임. 평균계산시 포함된 시기는 국가별로 상이
함. 웨이브평균값이 1993~2012년의 전체 경향성과 다른 이유는 웨이브에 포함된 국가가 다르기 
때문. 국가시기별 자세한 정보는 <부표 2-2>에 제시되어 있음

<표 5-3> 국가-시기별 사회정책제도 특성 :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제도

시장과의 연계없이 학교기반으로 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교육제도의 선별성, 직업교육 중심성, 노동시장 연계성은 모두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을 원활히 해주는 교육체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그리스는 청년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교육팽창으로 인해 교육의 신호효과도 

불분명하고 중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발달시키거나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꾀하는 

정도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네덜란드, 룩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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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크는 세 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에 도움을 주

는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162) 

(2) 노동시장제도

본 연구는 외부자인 청년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정착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노동시장제도로 조합주의와 고용보호제도에 주목한다. 먼저 조합주의 요인은 노동

시장에서의 내부자의 힘을 나타내는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상 결과의 파급력을 의미하

는 단체협상 적용률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림 5-9]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1993년부

터 2012년까지 평균적으로 노조가입률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40%였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2년 25.4%까지 하락하여, 지난 20여년동안 33.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상의 적용을 받

는 노동자 비중인 단체협상 적용률은 하락추세 속에서 연도별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단체협상 적용률은 조합주의 정도를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률이 높을수록 단체협상 과정에서 외부자를 고려한 결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청년

에게 우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65.7%였던 단체협상 적용률은 2012

년 47.2%까지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약 28.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알려진 고용보호제도의 

시계열적 변화는 [그림 5-9]의 오른쪽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다. 고용보호 통합지수를 

살펴보면 1993년 이후로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과 중반에 고용보호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향

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상이하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1993년 2.05에서 2012년 1.94로 하락했지만, 비정규직 고용보호정도는 1993년 1.82

에서 2012년 1.64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격차는 1993년 0.23에서 2012년 0.34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0

년대 들어 비정규직 고용보호정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용보호정도는 비슷

162)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지표별로 각각 국가별 순위를 매기

고, 각 순위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해보았다. 그 결과 캐나다(4점), 미국(5점), 영국(16

점), 호주(17점), 스페인(22점), 그리스(24점), 멕시코(24점), 아일랜드(26점), 아이슬란드(28

점), 에스토니아(32점), 벨기에(35점), 프랑스(35점), 폴란드(36점), 슬로베니아(36점), 헝가

리(37점), 덴마크(40점), 룩셈부르크(42점), 네덜란드(48점), 독일(55점), 슬로바키아(58점), 

체코(60점), 오스트리아(64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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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노동시장제도의 변화(1993-2012년)

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보호 격차는 더욱 커져 2004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

났다. 

노동시장제도의 국가별 특성은 <표 5-3>에서 할 수 있다. 먼저 노동조합 가입률

을 살펴보면, 프랑스(8.2%), 에스토니아(8.4%), 스페인(16.4%)에서 낮았고, 아이슬란

드(90.2%), 덴마크(72.2%), 벨기에(54.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단체협상 적용률

은 멕시코(13.4%), 미국(14.0%), 폴란드(18.8%)에서 낮았고, 오스트리아(98.0%), 벨

기에(96.0%), 프랑스(95.7%)에서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가입률은 8%에 

불과했지만 단체협상적용률은 9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상 

적용률간의 격차가 87.6%p에 달하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도 그 격차가 

60%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상 적용률이 노조가입률에 비해 

노동자 포괄정도가 더 높았으나, 멕시코나 아이슬란드의 경우 단체협상 적용률이 노

조가입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계열적으로는 노조가입률

이나 단체협상 적용률이 모두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국가별 특성을 살펴보면 

이 두 지표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노조가입률이 

높은 국가가 반드시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 5-10]은 <표 5-3>에서 제시된 분석대상 국가의 고용보호정도의 평균을 그

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국가별 평균계산시 포함된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즉자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고용보호정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와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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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국가에서 낮게 나타났고, 그리스, 멕시코, 룩셈부르크, 프랑스에서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규직의 고용보호정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높

았으나, 전반적 고용보호정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비정규직 고용보호정도가 정규직

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체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전반적 

고용보호수준은 중간정도였으나, 정규직의 고용보호정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은 매

우 낮은 반면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중적인 노동시장이 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보호정도

가 매우 낮은 단일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정규직EPL과 비정규직EPL의 막대그래프는 누적 값임

[그림 5-10] 분석대상 국가의 고용보호정도

(3) 복지제도 

본 연구는 실업자 보호제도를 크게 두 가지, OECD 공식통계에서 소극적 노동시

장정책으로 범주화되는 현금급여 중심의 실업자 소득보장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실업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시계열적 

변화와 국가별 특성을 살펴본다. [그림 5-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5-64세 

실업자를 위해 지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1인당 GDP대비 비중은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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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에서 2002년 12.5%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여 2011년 현재 8.9%정도

이다. 유럽발 경제위기 직후인 2009~2010년 ALMP 총지출액 비중은 GDP대비 

0.62% 수준으로 상승하여 1995년 0.63%이래 최고점을 찍었지만, 실업자 1인당 지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수준에서 머물렀다.

이러한 경향은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세부 유형별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

다. 특히 ALMP 하위 범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보조 지출비중은 전체 

경향성과 매우 유사하였고, 훈련지출비중도 그 절대적 지출수준은 낮았지만 거의 유

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ALMP 하위 범주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고용서비스는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008년 이래로 하락하는 추

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1] 복지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의 변화 (1993-2012년)

<표 5-4>에는 국가별 복지제도의 평균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멕시코는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이 1% 미만에 불과했고, 에스토니아, 슬로바키

아, 아이슬란드 또한 3%이하를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1인당 

GDP대비 약 40%가량을 실업자 1인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오스트

리아,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유럽 국가도 1인당 GDP의 13%~17%정도를 실업자

의 활성화조치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하위 범주별 지

출비중을 살펴보면, 네덜란드(14.4%), 덴마크(6.5%), 영국(6.2%)은 공공고용서비스 

지출비중이 큰 나라이고, 덴마크(13.9%), 오스트리아(6.7%), 아일랜드(5.4%)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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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크며, 네덜란드(24.0%), 덴마크(17.2%), 벨기에(11.5%)는 고용보조 지출비중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almp pes training supprt r_punem uige yspe

호주 8.14 4.09 0.75 3.30 1.99 0.00 4.00
오스트리아 14.27 4.19 6.68 3.41 1.66 0.73 2.00
벨기에 17.14 3.17 2.45 11.52 3.91 56.69 4.00
캐나다 5.00 2.59 1.50 0.91 2.61 0.94 0.00
체코 4.49 1.98 0.33 2.17 1.09 1.44 3.00
덴마크 37.65 6.49 13.94 17.22 5.68 0.75 3.00
에스토니아 1.16 0.47 0.45 0.23 0.35 1.02 3.00
프랑스 13.55 2.52 4.59 6.45 4.25 1.06 2.00
독일 13.71 3.64 5.04 5.04 2.81 1.07 2.80
그리스 3.34 0.55 1.36 1.42 1.32 0.92 3.00
헝가리 7.05 1.76 1.28 4.01 1.97 0.58 0.80
아이슬란드 2.30 1.92 0.41 0.00 2.70 19.07 0.00
아일랜드 16.17 3.03 5.40 7.74 5.71 1.27 4.00
룩셈부르크 12.94 1.89 3.16 7.89 1.23 2.00 3.00
멕시코 0.77 0.07 0.67 0.03 0.42 0.00 0.50
네덜란드 41.70 14.38 3.30 24.02 1.91 0.75 0.00
폴란드 5.56 0.81 0.88 3.87 1.18 0.60 2.25
슬로바키아 2.12 0.97 0.05 1.10 0.84 0.44 0.00
슬로베니아 5.51 1.23 1.13 3.14 0.56 0.23 0.33
스페인 6.91 1.05 1.49 4.37 3.08 0.36 1.00
영국 7.56 6.21 0.61 0.73 1.19 1.03 4.00
미국 3.09 0.83 1.26 1.00 0.86 1.00 0.20
OECD-22 9.03 2.45 2.37 4.21 2.08 2.90 1.91
웨이브 4 9.80 2.16 3.31 4.34 2.42 6.01 2.05
웨이브 5 14.71 3.51 4.11 7.09 1.90 4.39 1.84
웨이브 6 9.19 2.74 2.36 4.09 2.01 2.15 1.73
웨이브 7 6.29 2.07 1.44 2.79 1.36 1.63 1.97
웨이브 8 5.77 1.70 1.07 2.99 2.82 1.62 2.03

주: almp(1인당 GDP대비 실업자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지출 비중), pes(1인당 GDP대비 실업자1인
당 공공고용서비스 지출비중), training(1인당 GDP대비 실업자1인당 훈련 지출비중), supprt(1인당 
GDP대비 실업자1인당 고용보조 지출비중), r_punem(개인 순 시장소득 평균 대비 실업보험, 실업
부조, 보편 실업급여 합의 비중), uige(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수급가능기간/기여기간), yspe(보험
기여가 없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의 소득보장 구성. 0(없음)~4(실업급여 미
충족자에게 기한제한 없이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존재). 국가-시기별 자세한 정보는 <부표 2-3>
에 제시되어 있음

<표 5-4> 국가-시기별 사회정책제도 특성 : 복지제도 

[그림 5-12]는 이러한 지출구성의 국가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네덜란드와 프랑

스, 스페인의 경우 다른 범주에 비해 고용보조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반면 

호주, 영국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에, 오스트리아와 미국은 훈련 지출비중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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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pes(공공고용서비스_, supprt(고용보조), training(교육 훈련)을 의미

[그림 5-1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구성 비교

다음으로 현금급여 중심의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를 보장수준과 제도구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보장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LIS 데이터셋에서 직접 추출한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도를 확인하였다. <표 5-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분석대

상 청년이 실업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 관련 급여의 평균소득대비 비중

(r_punem)은 1995년경 2.42%에서 2007년에는 1.36%까지 하락한 후, 2010년 

2.82%로 증가하는 경향을 띈다. 이러한 경향은 2007/2008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이 급증한 결과로 이해된다. 청년 개인이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받

을 수 있는 실업 관련 급여(실업급여, 실업부조 또는 보편급여)의 국가별 차이를 살

펴보면(그림 5-13), 에스토니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미국에서는 1% 이

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은 3%

이상의 개인소득 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도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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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변화량이 크지 않았지만, 미국, 아이슬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아일랜드의 

경우 시기별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2010년경에 급여

의 소득대체정도가 크게 증가했는데, 아일랜드의 경우 그 정도가 14%에 육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은 평균적인 변화와 달리 2006년에 소득대체율이 가장 컸고 

그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13]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도

이상은 청년이 직접 받고 있는 실업 관련 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본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다소 한계가 있다. LIS자료는 개별 국가의 미시자료를 수

집하면서 동일 변수로 조사자료를 결합하였는데, 공적 이전소득의 세부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개인데이터셋과 가구데이터셋으로 나눠서 소득액을 보고하고 있다. 이 때 

개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이 개인데이터셋에 보고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하고, 동일 유형의 공적 이전소득임에도 국가 내 시기별로 가구데이터와 개인데이터

에 혼재되어 보고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163) 이러한 데이터상의 문제로 인해 본 

163)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실업부조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임에도 개인데이터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2010년 이전에 실업 관련 각종 보편급여가 가구데이터에 

보고되어 있었으나 2010년 개인데이터셋으로 이동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2005년 1월 실업

부조와 공공부조의 체계가 새롭게 변경되었는데, 실업부조의 역할을 하는 Arbeitslosengeld 

II가 가구데이터셋에 포함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제도변형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오

스트리아와 스페인의 경우는 제도변형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공

적이전 급여의 증감을 실제 제도변형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감, 즉 개인이 받는 실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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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실업 관련 급여의 제도 구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제도의 구성

을 파악하는 것은 급여수준과 더불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급여의 수준이 비슷할 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

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가에 따라 청년의 이후 노동시장 진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 상황에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크게 실업보험급여와 실업부조, 그리

고 공공부조가 존재한다. 여기서 공공부조는 일차적 목표가 빈곤한 시민에게 최소한

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는 아니

다(장지연 외, 2011b:97). 따라서 실업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업보험급여와 실

업부조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제도 구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실업보험급여의 제도적 측면에서 청년에게 중요한 부분은, 고용 및 기여기간

이 짧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쉽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또

한 실업급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소득보장을 해주는 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결국 쉽

게 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고 오랫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청년 실업자의 보

호를 위해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

으로 파악하였다.164) <표 5-4>를 보면 OECD 22개국의 평균은 2.9로, 1개월의 기여

로 2.9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소 4개월~최

대 13개월의 기여조건이 있고, 이를 만족시킬 시 최소 3개월~무기한의 급여수급 기

간이 존재한다(국가-시기별 구체적 내용은 <부표 2-4>를 참고). 그러나 국가별 편차

는 매우 컸는데, 국가별 실업급여제도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그림 5-14]의 왼쪽 그

래프에 제시되어 있다. 호주와 멕시코165)는 실업급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벨

기에의 경우 기한제한이 없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호주와 멕시코

의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은 0이고, 벨기에의 경우 그 값이 56.7에 이른다. 아이슬

란드의 경우 10주만 보험가입하면 최대 5년(2004년)~최대 3년(2007년 이후)까지 실

업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이런 관대한 제도는 2004년~2010년 동안 악화된 것으로 나

급여액의 증감과는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164) 실업급여 관대성은 급여수급기간(월)을 기여기간(월)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부표 

2-4>에 세부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165) 멕시코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실업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제도 관대성을 0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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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림 5-14]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아이슬란드의 관대성 수준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축소함으로써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아이슬란드 외에 체코, 아일랜드, 폴란드,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영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이 하락하였다. 반면,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

드, 오스트리아의 경우 관대성 정도가 증가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2002년에 

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7개월로 상향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여조건도 완

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그 외의 나라들은 분석기간 동안 제도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5-14] 국가별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 및 변화정도 

실업급여는 그 기간이 짧던 길던 기여를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

우 빈번한 직장이동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기여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졸업 후 바로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준)실업자 상태로 지내야 

하는 기간도 존재한다. 이처럼 실업급여의 기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들을 보호

하는 제도의 존재는 청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

여 미충족자나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를 위한 대표적인 현금 급여제도인 실업부조제도

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확인 결과, 실업부조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경우, 둘째,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실업부조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셋째,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에게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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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간 제한 있음 급여기간 제한 없음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유형 2)

HU, SI04, ES, US10
(유형 3)

AT, FR, DE94-DE04

실업급여 미충족자
(유형 4)

CZ, DK, EE, GR, LU, PL
(유형 5)

AU, BE, DE07-DE10, IE, UK

<표 5-5> 실업부조 유형 

제한 없이 실업부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실업급여 미충족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실업부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섯째, 실업급여 미충족자에게 기한제한 없이 

실업부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표 5-5>에 제시된 것처럼, 캐나다, 아

이슬란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미국, 슬로베니아, 멕시코는 실업급여 외의 다른 실

업자 보호제도가 없었다(유형 1). 스페인과 헝가리는 실업급여 수급종료자에게 제한적

으로만 실업부조를 지급하였고(유형 2),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실업급여 수급종

료자를 대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실업부조를 지급하는 나라이다(유형 3). 한편, 실업

급여의 기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존재

한다(유형 4). 대륙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실업급여 미충족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ALMP와 같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실업부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의 경우는 실업급여 미충족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실업부조를 지급하고 있었다(유형 5). 벨기에의 경우 소득 및 자산조사 없

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가장 관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무기한 실업부조제도

가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은 소득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166). 

실업급여 미충족자를 위한 보호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계열적 변화없이 그대

로 유지되고 있었다. 변화가 관찰된 국가는 독일, 헝가리, 미국에 불과했다. 독일의 

경우 하르츠개혁을 통해 2005년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능력이 있는 실

업자는 모두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부조 제도를 개편했다.167) 미국

의 경우 2007/2008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실업보상프로

166) 벨기에는 실업부조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실업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 미충족자에 

자산조사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67) 2005년 이전에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종료자에게만 지급되었다. 실업급여 미충족자는 공

적부조에서 현금급여가 지급되었다. 개혁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자는 실업부조에서 보호를 

하고, 공공부조는 오직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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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도입했는데, 이는 실업급여가 종료된 자에게 지역의 실업률을 고려하여 기간

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다(김영민, 2010). 헝가리는 2000년 5월 기준으로 기존의 실업

부조를 종료하고 이후 2007년에는 실업급여 종료자에게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보조금(jobseeker aid)을 실시하였다. 

이상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과 실업부조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멕시코의 경우 실업자 보호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의 경우 청년이 쉽게 실

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여가 없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실업부

조의 틀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로 확인되었다. 실업자 보호제도에서 국

가 간 편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지만 국가 내 변화는 극히 일부에서 관찰되었다. 이

처럼 시기별로 변하는 국가특성변인의 변화정도가 크지 않을 때 집단평균 중심화를 

하면 국가 간 변량이 제거되어 분석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제도변

수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국가-시기수준의 거시 통제변인 

본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GDP성장

률, 35세 이상 성인실업률, 조세격차를 다수준 분석에서 통제하였다.168) [그림 5-15]

는 2수준 통제변수의 국가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OECD평

균은 63.9%였으며 45.0%(멕시코)~81.9%(룩셈부르크)의 범위에 있었다. 분석대상 국

가들의 GDP성장률은 평균 3.1%였는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호주

(0.35%)이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슬로바키아(6.9%)였다. 그러나 이는 분

석에 포함된 시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므로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호주

의 경우 경제위기 직후인 2008년과 2010년만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35세 이상 성인실업률은 슬로바키아(12.2%), 스

페인(11.2%)의 국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조세격차는 헝가리(44.1%), 벨기에

(42.7%), 프랑스(41.4%)에서 높게 나타났다. 

168) 2수준 통제변수에 관한 국가-시기별 정보는 <부표 2-5>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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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국가-시기별 통제변수 특성 

[그림 5-16]은 분석에 포함된 최초 관측년도와 마지막 관측년도 사이에 발생한 

통제변수들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별로 최초 관측년도와 마지막 관측년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경우, OECD 

22개국에서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일하게 분석대상 국가 중 다

수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은 평균

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GDP성장률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실

업률은 평균적으로 1995년 이래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 급등하기 시작해 2012

년 현재 7%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다수의 국가에서 성인실업률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프랑스, 폴란드, 독일, 벨기에 등은 성인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조세격차는 평균적으로 1995년 이래 소폭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는데, 분석 국가의 다수에서도 조세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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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화값은 분석대상 국가의 마지막 웨이브와 첫 웨이브 값의 차이로 계산함. 변화값 계산에 포함된 
국가별 시기정보는 다음과 같음: AU(2010-2008), AT(2004-1994), BE(2000-1995), CA(2010-2000), 
CZ(2010-2004), DK(2004-2000), EE(2010-2004), FR(2005-1994), DE(2010-1994), 
GR(2010-1995), HU(2009-1994), IS(2010-2004), IE(2010-1995), LU(2010-1997), MX(2010-1996), 
NL(2004-1999), PL(2010-1999), SK(2010-2004), SI(2010-2004), ES(2010-1995), UK(2010-1999), 
US(2010-1994). lfwo(여성경활률), gdp(GDP성장률), aur(35-64세 성인실업률), taxw(조세격차)

[그림 5-16] 통제변수의 국가내 변화정도

제 2 절  다수준 선형확률모형 분석 결과 

여기서는 청년의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수준 선형확

률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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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분석과정에서 문

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점검하고,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

인한다. 둘째,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제도요인이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친 

주 효과(main effect)를 확인한다.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로 포착할 수 있고, 어떤 지표를 활용했는지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 효과 분석은 기본모형 분석결과를 먼저 제

시하고, 기본모형에서 측정 지표들을 달리했을 때 분석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

인하는 민감도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기본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이론적으로 

더 중요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인 지표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를 제시한다. 조절효과는 

기본모형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할 필요

가 있거나 보다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표로 변경한 분석결과를 추

가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NEET는 세부적으로 비경활NEET와 실업NEET로 구분될 

수 있다.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NEET의 3/4은 실업NEET이고 실업NEET

와 전체NEET의 상관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비경활NEET는 전체NEET와는 다른 경

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수준 선형확률 모형의 분석과 결과해석은 전체NEET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비경활NEET와 실업NEET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

로 제시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1. 기초 모형 

<표 5-6>은 비조건부 모형(Model 0)의 결과를 활용하여 다수준 분석에 활용될 

각 수준별 사례수 및 가중치를 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셋 별, 국가별 사례수 차이가 

분석결과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의 다수준 분석에 활용된 2수준의 국가-시기자료는 총 81개이고, 한 데이터셋에 최

소 298사례(BE95)에서 최대 21,971사례(DK00)가 포함되어 있다. 최소 데이터셋과 

최대 데이터셋의 사례수 격차가 무려 74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수 차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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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한다면, 사례수가 큰 집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

이 있다. 다수준 분석에서는 집단간 사례수 격차를 반영해 회귀계수를 도출해 주는 

장점이 있는데(Raundenbush and Bryk, 2002:230; 오욱찬, 2016:80 재인용)169), 실

제 분석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수 격차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 <표 5-6>을 보면 2수준에서의 사례수 격차는 73.7배이지만, 가중치 격차는 1.8배

에 불과했다. 3수준의 사례수 격차는 130.2배이지만 가중치 격차는 1.2배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수의 차이가 그대로 회귀계수 도출에 반영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준 구분 최소 최대 평균 최대/최소

2수준(N=81) 사례수 298 21,971 4,094.0 73.7

가중치 2274.6 4082.0 3896.1 1.8

(해당 데이터셋) (BE95) (DK00)

3수준(N=22) 사례수 647 84,229 15,073.2 130.2

가중치 985.6 1174.6 1171.4 1.2

(해당 국가) (BE) (US)

<표 5-6> 수준별 사례수 및 가중치 

<표 5-7>은 설명변수 없이 종속변수의 평균과 잔차의 분산을 추정한 무조건부 모

형(Model 0)에서 시작하여, 1수준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Model 1-1)과 2수준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Model 1-2)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무조건부 모형을 보면, 

분석대상자의 NEET확률은 평균 14.89%이며, 대상자의 95%가 12.03%에서 17.74% 

범위에 있었다. NEET확률의 분산은 거의 대부분 개인수준에서 나타났으며, 2수준과 

3수준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정도(Intra Class Correlation)는 4.79%였다. 그러나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크기가 미미함에도 다수준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9) 각 수준별 가중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Raundenbush and 

Bryk(2002:230)와 오욱찬(2016:80-81)을 참고. 

2수준 가중치수준 분산 수준 분산수준 집단 사례수 


3수준 가중치
수준 분산 수준 가중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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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0

(비조건부 모형)
Model 1-1
(1수준통제)

Model 1-2
(2수준통제)

절편 0.1489 (0.015)*** 0.1457 (0.014)*** 0.1446 (0.013)***
여성(ref.남성) 0.0258 (0.021) 0.0258 (0.021)
연령 -0.0011 (0.002) -0.0011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6 (0.015)*** 0.069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6 (0.013)*** -0.0955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016)*** -0.1233 (0.016)***
가구자원 -0.0179 (0.007)* -0.0179 (0.007)*
성인실업률 0.0129 (0.003)***
GDP성장률 -0.0065 (0.003)*
조세격차 -0.0026 (0.002)
여성경활률 0.0009 (0.001)
웨이브 5 -0.0040 (0.016)
웨이브 6 -0.0107 (0.018)
웨이브 7 -0.0139 (0.018)
웨이브 8 -0.0041 (0.017)

1수준 분산(잔차) 0.127691 0.1240488 0.1240495
2수준 분산(절편) 0.002527 0.0025998 0.0007202
3수준 분산(절편) 0.003893 0.0031632 0.0036768
Intra Class Correlation 0.0479 (0.010)*** 0.0444 (0.010)*** 0.0342 (0.008)***
R²(전체) 0.032 0.042
R²(1수준) 0.029 0.029
R²(2수준) 0.715
R²(3수준) 0.056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강건화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
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하였음. IntraClass Correlation의 유의수준은 계수
값과 SE에 기초하여 자체 계산하였음

<표 5-7> multi-level LPM : 비조건부모형 및 통제모형 

1수준 개인특성을 통제한 [Model 1-1]을 보면, 분석에 투입된 1수준 개인특성이 

NEET확률을 설명하는 정도는 3.2%로 나타났다. 1수준 변량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설명력이 낮은 것은 개인차원의 다른 변인들이 포

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LIS데이터셋의 한계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부모학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장기의 가구배경 등의 지위획득이론과 

관련한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NEET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차원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셋

이 허락하는 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다른 영향요인들은 모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를 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가구자원

이 적을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은 NEET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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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기혼자를 분석에 포함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NEET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만을 분석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수준 개인특성 변인에 추가적으로 2수준 거시특성을 통제한 [Model 1-2]를 보

면, 2수준의 설명력이 71.5%, 3수준의 설명력이 5.6%로 나타났다. 2수준 통제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불변 특성이 제거된 상태이고, 통제된 거시변

인 중 시불변 국가특성은 없으므로 3수준의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된 거시변인 중 성인실업률과 GDP성장률이 NEET확률에 영향을 미쳤는데, 예측

되는 바와 같이 성인실업률이 높고 GDP성장률이 낮을수록 NEET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효과 모형

1) 기본 모형

앞서 언급했듯이 주효과 모형의 분석은 기본모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기본모

형에 포함된 변인은 노동공급 요인으로써 15~34세 청년인구비중을 선정하였고, 노동

수요 요인 중 산업구조 변화는 제조업 고용비중, 기술발전은 민간 R&D비중, 세계화

는 KOF세계화 지수를 선정하였다. 기술발전의 특허수와 노동생산성은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이라는 특정 부분의 기술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

는 민간R&D비중을 택하였다. 세계화 또한 KOF세계화 지수가 무역, 자본이동을 포

괄적으로 포착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기본모형에 포함하였다. 그 외 무역노출정도, 외

국인 직접투자 변인은 추가 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인한다. 교육제도로는 교육제

도 선별성, 직업교육 중심성, 노동시장 연계성이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모두 기본모형에 포함하였다. 노동시장제도의 조합주의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을 선택하였고170), 고용보호제도 요인으로는 통합EPL지수를 선정하

170) 조합주의 요인으로 단체협상 조정력(coordination) 변수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상 

적용률(adjusted coverage)과의 상관이 0.7이상으로 높으며, 범주형 변수로써 시기별 변화가 

크지 않아 다수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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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정규직 고용보호와 비정규직 고용보호, 그리고 둘 간의 고용보호 격차가 청년에

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는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세부 지표

들의 영향력을 민감도 분석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실업자 보호제도로써 복지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과 청년이 받은 실업(관련)급여의 소득대체정도를 기본

모형에 포함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유형, 실업(관련)급여의 시차변수, 

실업 관련 제도구성은 민감도 분석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변수
NEET확률
(ref.고용)

노동공급 15-34세 비중(생산인구대비) -0.0076 (0.005)
노동수요 (산업구조) 제조업 비중 -0.0061 (0.003)***  

(기술발전) 민간 R&D 비중 -0.0420 (0.039)
(세계화) KOF 세계화지수 -0.0015 (0.001)

제도요인 (교육제도) 교육신호 선명성 -0.0012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6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 연계성 0.0005 (0.001)

(노동시장제도) 노동조합 가입률 -0.0016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0 (0.000)
고용보호정도 -0.0016 (0.018)

(복지제도) ALMP 비중 0.0012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도 0.0022 (0.003)

1수준 분산(잔차) 0.124050
2수준 분산(절편) 0.000550
3수준 분산(절편) 0.003731
Intraclass Correlation 0.0334 (0.008)***
R²(전체) 0.043
R²(1수준) 0.029
R²(2수준) 0.782
R²(3수준) 0.042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하였음. IntraClass Correlation의 유
의수준은 계수값과 SE에 기초하여 자체 계산하였음. 1수준 변수는 전체 평균 중심화, 2수준 변수
는 집단 평균 중심화를 하였음. 통제변수까지 포함된 분석결과는 <부표 3-1>에 제시되어 있음

<표 5-8> multi-level LPM 1: 기본모형(Model 2)

<표 5-8>은 기본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NEET확률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한 것

이다. 기본모형은 NEET확률의 국가-시기 변량을 78.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동공급 요인인 청년인구비중이나 노동수요 요인인 기술발전과 세계화, 

그리고 제도 요인인 교육·노동·복지 제도가 청년NEET확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측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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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은 산업구조 변화를 포착한 제조업 고용비중이었다. 제

조업 고용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제조업 고용비중의 1%p 하락은 NEET확률을 0.61%p 높였다. 이를 통해 

청년의 주된 노동시장 진입 통로였던 제조업의 하락이 청년NEET 증가의 주요 원인

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민감도 분석 

이하에서는 기본모형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들을 변화했을 때 분석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1)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 

앞서 청년NEET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조업 고용비중임을 확인

하였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의 영향력은 어떠할까?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제

조업의 하락은 청년 노동시장악화의 주요 요인이지만 서비스업은 오히려 청년에게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청년 집중 일자리가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이 전

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청년에게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표 5-9>는 이를 확인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서비스업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

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변수
Model S1
(서비스업)

Model S2
(특허수+lph)

산업구조(기본: 제조업 고용비중) - - -0.0028 (0.003)

서비스업 고용비중 0.0005 (0.005) - -

기술발전(기본: 민간 R&D 비중) -0.0383 (0.040) - -
특허수 - - 0.0005 (0.001)

노동생산성(lph) - - 0.0049 (0.004)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전체 분석 결과는 
<부표 3-2>에 제시되어 있음

<표 5-9> 민감도 분석 1: 산업구조, 기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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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모형에서 민간 R&D로 포착된 기술발전은 청년의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기술발전의 투입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 투입보다는 산출 측면이 오히려 노동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기술발전의 산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특허수와 노동생산성 수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표 5-9>를 보면, 산출 측면 역시 청년의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발전은 투입 측면이던 산출 측면이던, 노동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혁신이던 공정혁신이던, 청년의 NEET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Model S3

(무역노출도)
Model S4
(대내 FDI)

Model S5
(대외 FDI)

세계화(기본: KOF 세계화지수) - - - - - -

무역노출도 0.0002 (0.000) - - - -
GDP대비 FDI비중(대내) - - -0.0003 (0.000) - -

GDP대비 FDI비중(대외) - - - - 0.0000 (0.000)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전체 분석 결과는 
<부표 3-3>에 제시되어 있음

<표 5-10> 민감도 분석 2 : 세계화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 <표 5-10>이다. 기본모형

에서 세계화는 KOF 세계화 지수를 통해 포착되었고, 분석결과 청년의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세계화의 상반된 영향력이 하나의 

지수로 통합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무역과 재화외 무역, 그리고 대내로 유입되는 자본이동과 해외로 진출하는 자본

이동이 청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상반될 수 있다. 선진국의 해외무역증가는 

자국내의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청년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대내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은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와 연결될 수 있으

나, 해외로 진출하는 자본이동은 국내의 저숙련 노동수요를 감소하게 만들어 청년 노

동시장을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어떤 측면의 세계화도 청년NEET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그 뱡향

성은 이론적 예측과 같았다. 즉 재화무역과 해외로 진출하는 자본이동이 활발하면 청

년의 NEET확률이 증가하고, 대내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증가하면 NEET확률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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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사회정책 및 제도의 영향 

<표 5-8>의 기본모형에서 어떠한 사회정책·제도도 청년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 모형에 사용된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를 제기한다. 지표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방향성이 상반된 세부 지표를 하나로 통

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동시

장제도의 고용보호정도, 복지제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 관련 급여 수준 및 

급여 구성을 중심으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고용보호정도와 관련하여, 정규직 

고용보호와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고용보호 격차를 투입한 

모델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어떠한 변수도 청년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부표 3-4). 다음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

여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171) 분석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위 3가지 영역

으로 구분한 3분형 모형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부표 3-5). 

실업 관련 급여수준의 영향력은 측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있

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미시자료에서 추출한 값을 사용함으로써 내생성172)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개인이 받은 실업 관련 급여가 제대로 복지급여의 관대성을 측정하

고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내생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모형에 투입

된 변인도 전년도 소득으로 추출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일 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

지만 시차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분석에서는 전 웨

이브의 값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173) 또한 기본모형의 실업 관련 급여수준은 개인

소득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개인이 받은 급여액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

의 복지급여 수준의 관대성을 포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

17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공공고용서비스, 훈련, 고용보조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72)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청년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 관련 급여를 받게 되는 청년이 증가

할 것이고 이것이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준이 관대하기 때문에 NEET확률이 높아지는 것인지, 

청년이 NEET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인지 관계성이 모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73) 국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4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145 -

지 못하는 저소득 청년 NEET의 경우 공공부조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소득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174) 더불어 LIS데이터셋

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구분이 국가-시기별로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하므

로, 분석대상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공적이전급여의 소득대체정도

의 영향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 5-11>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구의 공적이전 수준이 NEET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가구단위)의 이전 웨이브 값을 

투입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공적이전 수준의 경우 내생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개인의 실업 관련 급여수준은 내생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석결과와 내생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기본모형의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Model S9

(개인 실업 관련 
급여 w-1)

Model S10
(가구 공적이전)

Model S11
(가구 공적이전 

w-1)
실업 관련 급여 소득대체정도

실업 관련 급여수준(w-1) -0.0006 (0.004)

공적이전 수준(가구) 0.0056 (0.001)***
공적이전 수준(w-1) 0.0015 (0.001)

N 299,163 331,611 305,703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델[S11]에서는 이
전 웨이브값을 추출할 수 없는 5개 데이터셋(AT94, CZ04, DK00, GR95, IS04)이 제거됨. 모델
[S9]에서는 개인단위 소득의 이전 웨이브값을 추출할 수 없는 1개 데이터셋(MX 96)이 추가로 더 
제거되었음. 전체 분석결과는 <부표 3-6>에 제시되어 있음

<표 5-11> 민감도 분석 5 : 복지급여 수준 

<표 5-12>는 복지제도의 영향력을 제도 구성 측면에서 추가로 살펴본 것이다. 기

본모형에는 급여수준만 투입하였으나, 실업 관련 제도의 구성측면을 추가로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제도구성은 실업급여(보험급여) 제도의 관대성과 실업부조 제도

의 관대성으로 구분하였다.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은 청년이 실업급여에 얼마나 쉽

게 접근할 수 있는가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실업부조제도의 관대성은 실업급

여 이외의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관대성 정도를 포착한 것이다.175) 여기서 실업부조 

174) 그러나 가구소득 자료를 활용할 경우, 청년이 받지 않은 전체 공적이전이 모두 포함되므

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실업 관련 급여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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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성은 시기별 변량이 있는 국가가 5개국(독일,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22개 데이터셋만이 시기별 변량이 존재한다. 이처럼 변량이 

부족한 경우 집단평균 중심화를 하게 되면 효율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실업부조 관대성은 국가별 평균값을 구하여 3수준 변수로 투입하였다. 이 경우 3

수준 변수는 시불변 국가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보다는 국가

별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수
기본모형

(급여수준)
Model S12
(제도구성)

Model S13
(수준+구성)

Model S14
(제도구성, 

IS제외)

Model S15
(수준+구성, 

IS제외)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22 0.0033　 0.0055

(0.003) (0.003) (0.004)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50* 0.0054 0.0228 0.0198
(0.003)　 (0.003) (0.015) (0.014)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027 0.0029 0.0010 0.0010
(0.006) (0.006)　 (0.007) (0.006)

N 331,611 331,611 331,611 328,563 328,563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Model 
S12]~[Model S15]에서 실업부조제도의 영향력(3수준)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1수준과 2수준 통
제변수는 모두 전체평균 중심화하였음. [Model S14]와 [Model S15]에서는 아이슬란드 자료(IS04, 
IS07, IS10)가 제외됨

<표 5-12> 민감도 분석 6 : 실업 관련 제도 구성 

<표 5-1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복지급여의 민감도 분석은 총 4개의 모델을 통해 

수행되었다. 급여수준을 제외하고 제도구성만 투입한 Model S12를 보면,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이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

급여의 관대성이 실업기간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함정’, ‘비경활함정’으로 요약되는 실업급여의 부

정적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실업급여의 유동성완화 효과와 도덕적 해이

가 그것이다. 유동성 완화효과가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므로176) 도덕

175) 실업부조 관대성은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실업부조의 유형을 연속변수로 개념화한 

것이다. 실업부조 유형은 없음(0)~실업급여 미수급자에게 기한제한 없이 지급(4)로 구분하

였다. 숫자가 높을수록 고용보험 기여기록이 없는 청년에게 더 관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엄밀히 분석하면 더미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여야 하나, 본 연구의 다수준 선형확률모형에 투

입된 2수준 변수가 너무 많아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다수준 분석에서는 실업부조

의 유형이 아니라 실업부조의 관대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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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Chetty, 2006; Card et al., 

2006), 본 분석결과를 통해 두 가지 효과를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이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통해 복지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양산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효과가 다른 모델

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급여

수준과 제도구성을 모두 포함한 모델(S13),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에서 이상치

(outlier)를 보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델(S14~S15)177)에서는 공통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의 영향력은 청년 NEET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

우 비정규 고용형태,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보다는 실업부조가 청년에게는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

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 실업부조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3) 소결 

<표 5-13>은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제도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친 주

효과(main effect)를 정리한 것이다. 기본모형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제조업 고

용비중으로 포착된 산업구조의 변화, 즉 탈산업화가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이는 주

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인구의 감소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완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

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술발전을 다양한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아도 청년의 

NEET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세계화를 재화무역과 자본이동

176) 실업급여가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부당한 일자리를 수용하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실업 탈출률이 낮아지지만, 일자리 매칭의 질을 높여 반복실업을 방지하므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77) 앞서 실업제도 구성에 관한 기술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그림 5-12),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변화가 없거나 혹은 있다 해도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아이슬란드의 경우 그 

변화폭이 매우 컸다.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변화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

에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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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세계화가 청년NEET확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는 없었

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과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통로였던 제조업의 하락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어려움을 초래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진입과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노동·복지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은 복지제도 뿐이었다. 가구단위

의 공적이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업급여 제도로의 진입이 수월할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단위 공적이전 수준은 지표의 문제와 

내생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해도, 실업급여 제도

의 관대성이 청년의 노동시장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부 모델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청년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가 실업확률을 높이는 것을 실

업급여의 유동성 제약 완화효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로 인해 일자

리 매칭의 질이 높아진다면 장기적으로 반복실업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반

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다른 모델에서는 확

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분 NEET확률

[기본모형에 포함된 변수] [민감도 분석에 포함된 변수 ]
청년노동공급변화 · 15세 인구비중 (변화없음)
산업구조변화 · 제조업고용비중(-) → · 서비스업고용비중
기술발전 · 민간R&D → · 특허수+노동생산성
세계화 · KOF 세계화지수 → · 무역노출도

· 대내 FDI
· 대외 FDI

교육제도 · 교육제도 선별성
· 직업교육 중심성
· 노동시장 연계성

(변화없음)

노동시장제도 · 노동조합 가입률
· 단체협약 적용률

(변화없음)

· 고용보호정도(통합지수) → · 정규직 고용보호+비정규직 고용보호
· 고용보호 격차

복지제도 · ALMP전체 → · ALMP 3분류: 공공고용서비스, 
교육훈련, 고용보조

·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도

→ · 실업 관련 개인급여 시차변수
· 가구단위 공적이전수준(+++)
·  가구단위 공적이전수준 시차변수

(추가) ·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
· 실업부조제도의 관대성

주: 변수명 뒤의 (+)와 (-)는 회귀계수의 방향성을 의미. (+)와 (-)의 개수는 신뢰수준을 의미. 

<표 5-13> 다수준 선형확률모형 분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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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모형: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절효과

이하에서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다. 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책, 즉 정책적 함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구조변화 

각각에 대해 모든 제도와의 상호작용항을 하나의 모델에 투입하였다. 이처럼 모델을 

구축한 이유는 제도간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

는 제도가 다양하고 변수도 많아 제도 간 상호작용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구조변화를 

조절하는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영향력도 동일 모델

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청년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표 5-14>는 노동공급 요인으로써 청년인구비중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결

과이다. 앞의 주 효과 분석결과,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NEET확률을 높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절효과 분석결과, 청년인구 비중의 영

향력은 노동시장제도, 특히 단체협상 적용률과 고용보호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아질수록 청년인구 비중의 영향력이 완화되고, 고용보호정도가 

증가할수록 청년인구 비중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변수 NEET확률 

(구조변수) 청년비중(생산인구 대비 15~34세 인구 비중) -0.0075 (0.004)*
(상호작용효과) 청년비중×교육제도 선별성 0.0002 (0.001)

청년비중×직업교육 중심성 -0.0011 (0.001)
청년비중×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5 (0.001)
청년비중×노동조합 가입률 0.0017 (0.002)
청년비중×단체협상 적용률 0.0023 (0.001)***
청년비중×고용보호정도 -0.0233 (0.010)*
청년비중×ALMP 비중 -0.0001 (0.001)
청년비중×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32 (0.002)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전체 분석결과는 
<부표 3-8>에 제시되어 있음

<표 5-14> multi-level LPM : 청년노동공급과 제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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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가 청년 노동공급 변화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방향이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5-17]이다. [그림 5-17]을 보면, 제도변화가 없

을 때 청년 인구비중이 1 표준편차만큼 감소하면 NEET확률이 13.79%에서 15.14%

로 증가한다.178) 그러나 만약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와 함께 단체협상 적용률이 감소

한다면, 청년의 NEET확률은 13.79%에서 17.56%로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 반면 청

년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아지면, NEET확률은 13.79%에서 

12.72%로 오히려 낮아진다. 한편 고용보호 정도가 청년노동공급 변화의 영향력을 조

절하는 방식은 반대이다.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와 함께 고용보호 정도가 완화된다면, 

NEET확률은 13.79%에서 14.36%로 소폭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와 함께 고용보호 정도가 강화된다면, 청년의 NEET확률은 13.79%에서 15.92%

로 상승한다. 

주: 왼쪽 그래프(단체협상 적용률의 조절효과), 오른쪽 그래프(고용보호제도의 조절효과)

[그림 5-17] 노동공급변화에 대한 교육제도의 조절효과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의 증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하고, 이에 따라 

경쟁에서 낙오한 청년들이 증가하므로 청년NEET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노

동공급량이 감소하면 경쟁이 줄어들어 청년의 고용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178) OECD 국가들의 청년인구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추세를 반영하여 청년인구비중이 

감소할 때 청년NEET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 151 -

분석결과 청년 노동공급 감소는 오히려 청년의 활동 상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에는 청년들 간의 경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미 Shimer(2001)는 청년인구 규모의 감소가 

실업률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일자리 매칭이 이미 이뤄진 고령노동자가 풍부하면 기

업들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인구규모를 연령코호트의 사회적 힘(영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규

모가 큰 연령코호트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쟁률’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

로는 해당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클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의 규

모가 크면 그 집단이 갖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여지도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록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인구비

중의 감소는 노동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줄어드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청년인구에 대한 정치적·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행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시장제도의 조절효과도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일자리 매칭이 

이뤄진 고령노동자가 많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자

에 대한 고용보호 조치가 더 강화된다면, 당연히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의 고용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청년의 NEET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아지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문제가 상쇄되

고 완화된다.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체협상에 포괄되는 의제 및 대상

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외부자가 고려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의 문제가 단체협상의 의제가 되

고 단체협상 과정에서 청년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면, 청년 인구규

모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력이 완화되고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호조치의 완화, 단체협상 적용률의 확

대는 청년 인구규모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둘 중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단체협상 적용률이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용보

호 조치가 완화되면 청년의 NEET확률은 다소 상승한다. 그러나 청년 인구가 감소하

는 상황에서 단체협상 적용률이 확대되면 청년의 NEET확률은 오히려 감소한다. 즉 

단체협상 적용률의 확대는 청년 인구 규모의 부적 영향력을 압도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제도가 청년 노동공급의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것이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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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단체협상 적용률, 즉 조합주의의 확

대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표 5-15>는 제조업의 감소로 포착된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제도효

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주 효과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조업 고용비중의 

감소는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

화의 영향력은 교육·노동·복지제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제도의 

선별적 기능이 강화되어 청년의 생산성에 대한 신호를 노동시장에 더 정확히 보낼수

록,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아 노동시장 외부자가 더 많이 포섭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실업 관련 급여 수준이 관대할수록, 산업구조변화의 부

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교육제도의 선별성은 고등교육 팽창을 역코딩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등교육이 팽창할수록 산업구조 변화의 부적 영향력이 강화된다

고도 해석할 수 있다.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수

준이 높아지면 노동시장 성과가 좋아지지만, 사회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

은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Müller and Gangle, 

2003:193).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대졸자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 이것이 대

졸자에게는 하향취업으로, 저학년자에게는 노동시장 구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MacDonald, 2011:429; Raffe, 2013:183; Roberts, 2009: 359). 교육제도 선별성

의 이러한 영향력은 특히 노동수요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더 크게 청년들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산업구조 변화의 부

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실업 관련 급여가 구

직활동과 훈련 조건을 연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의 완화효과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수당의 경우, 구직활동에 소

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청년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 가능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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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EET확률 

(구조변수) 제조업 고용비중 -0.0078 (0.002)***
(상호작용효과) 제조업비중×교육제도 선별성 0.0024 (0.001)**

제조업비중×직업교육 중심성 -0.0012 (0.000)**
제조업비중×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9 (0.001)
제조업비중×노동조합 가입률 -0.0028 (0.001)*
제조업비중×단체협상 적용률 0.0032 (0.001)***
제조업비중×고용보호정도 -0.0280 (0.020)
제조업비중×ALMP 비중 0.0029 (0.001)*
제조업비중×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91 (0.003)***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전체 분석결과는 
<부표 3-8>에 제시되어 있음

<표 5-15> multi-level LPM : 산업구조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 

한편 산업구조 변화의 부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정책도 존재한다. 교육체

계의 직업교육 중심성이 커질수록, 노동조합 가입률로 포착된 내부자의 힘이 커질수

록 산업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제조업의 감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미 고용된 노동시장 내부자의 힘이 강하면 

외부자의 노동시장진입이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가능하다. 본 

분석 결과도 이러한 예측을 지지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확대나 직업교육의 노동시

장 연계성 강화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도와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석

결과 오히려 산업구조 변화의 부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산업구조 변화의 부적 영향력은 직업교육이 확대되면 더 커지는가? 

이는 제조업 비중의 하락으로 전통적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통로가 좁아지는 상황에

서 직업교육으로 인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증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청년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구직자가 증가하기 때

문에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이 

새로운 노동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지만, 직업교육의 내용이 과거의 제조

업 기반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면 직업교육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179) 

179) Salvisberg and Sacchi(2013)는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가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강하여 서

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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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의 부정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일자

리 부족과 직업교육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이다. Brunello(2009)는 직업교육 등록학생

수와 실업률의 관계를 통해 실업률과 직업교육 등록학생수의 정적(positive) 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즉 실업률이 낮은 경기호황기에는 직업교육 등록학생수가 줄어든다

는 것이다. 그는 경기호황기에는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느라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제조업 비중의 

하락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가 직업교육 등록생의 증가를 야기하고, 이것이 결과적으

로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이는 관계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청년NEET확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정책 및 제도가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력을 완화

하는 사회정책 및 제도는 확대하는 반면, 그것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사회정책 및 제

도는 축소한다면 청년의 NEET확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발전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표 5-16>은 기술발전의 영향력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제도

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에서, 민간R&D로 측정된 기술발전은 NEET가능성을 

낮추고 있었다.180) [그림 5-18]을 보면, 제도의 변화가 없을 때 기술발전이 1표준편

차만큼 진행되면 청년의 NEET확률은 13.90%로 12.81%로 낮아졌다. 기술발전이 저

숙련 청년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상반된다. 숙련편향 가설은 저숙

련 일자리가 자동화되면서 청년의 노동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루틴

화 가설은 루틴화된 저숙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숙련편향 가설을 따라 기술발전이 진행되면 청년 노동수요가 줄어들

어 NEET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으나, 분석결과 기술발전은 오히려 청

년의 NEET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 효과분석에서 기술발전의 독립

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기술발전이 저숙련 일자

180) 기술발전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기술발전이 진척되면 NEET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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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줄이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변수 NEET확률 

(구조변수) 민간 R&D 비중 -0.0893 (0.039)*
(상호작용효과) 민간 R&D 비중×교육제도 선별성 -0.0206 (0.010)*

민간 R&D 비중×직업교육 중심성 0.0171 (0.010)
민간 R&D 비중×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15 (0.009)
민간 R&D 비중×노동조합 가입률 0.0240 (0.010)*
민간 R&D 비중×단체협상 적용률 -0.0273 (0.009)**
민간 R&D 비중×고용보호정도 -0.1892 (0.180)
민간 R&D 비중×ALMP 비중 -0.0136 (0.020)
민간 R&D 비중×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555 (0.033)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전체 분석결과는 <부
표 3-9>에 제시되어 있음

<표 5-16> multi-level LPM : 기술발전과 제도의 상호작용 

여기에 일부 제도는 기술발전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교육제도 선별성이 높을수록,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을수록 기술발전의 NEET 

감소효과는 더 커졌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률은 기술발전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즉 노동시장 내부자의 힘이 강할수록 기술발전의 긍정적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그림 

5-18]은 노동시장제도의 상반된 조절방식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노조 조직률

이 높아지면 청년의 NEET확률은 13.90%에서 14.09%로 다소 증가했으나,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아지면 NEET확률이 10.56%까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왼쪽 그래프(노조 조직률의 조절효과), 오른쪽 그래프(단체협상 적용률의 조절효과)

[그림 5-18] 기술발전에 대한 노동시장제도의 조절효과 



- 156 -

4) 세계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표 5-17>은 세계화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제도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앞서 주 

효과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실물 경제의 세계화를 지수화한 KOF 세계화지수는 청년

NEET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화의 

영향력은 사회정책 및 제도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아

질수록 세계화의 NEET감소 효과가 더 커졌고 직업교육 중심성이 높아질수록 NEET 

감소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변수 NEET확률 

(구조변수) KOF 세계화지수 -0.0001 (0.001)
(상호작용효과) KOF 지수×교육제도 선별성 -0.0002 (0.000)

KOF 지수×직업교육 중심성 0.0004 (0.000)***
KOF 지수×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6 (0.000)
KOF 지수×노동조합 가입률 0.0003 (0.000)
KOF 지수×단체협상 적용률 -0.0007 (0.000)***
KOF 지수×고용보호정도 0.0021 (0.003)
KOF 지수×ALMP 비중 -0.0004 (0.000)
KOF 지수×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03 (0.001)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전체 분석결과는 <부
표 3-9>에 제시되어 있음

<표 5-17> multi-level LPM : 세계화와 제도의 상호작용 

5) 민감도 분석

앞서 주 효과분석의 민감도 분석결과, 복지제도 중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구성측

면이 일부 모델에서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2). 따라서 

이하에서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변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에 반영할 때, 복지급

여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복지변수의 

구성과 아이슬란드 포함여부에 따라 4개의 모델을 구성하고181), 이 4개의 모델을 청

년 노동공급, 산업구조, 기술발전, 세계화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182)

181) 앞의 주효과 분석에서 아이슬란드를 분석에서 제외했을 때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조절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슬란드를 고려하여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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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본모형

(급여수준)
[1]

제도구성
[2]

수준+구성
[3]

제도구성, 
IS제외

[4]
수준+구성, 

IS제외

15-34세 비중(ypro) -0.0075* -0.0052 -0.0054 -0.0030 -0.0015**
(0.004) (0.004) (0.004) (0.004) (0.004)

 ypro×실업 관련 급여수준 0.0032 0.0033 0.0056**
(0.002) (0.002) (0.002)

 ypro×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34 -0.0006 0.0103 0.0064
(0.014) (0.013) (0.014) (0.012)

 ypro×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005 -0.0017 -0.0012 -0.0026
(0.002) (0.002) (0.002) (0.002)

제조업고용비중(ind) -0.0078*** -0.0033 -0.0043* -0.0011 -0.0040
(0.002) (0.003) (0.002) (0.003) (0.002)

 ind×실업 관련 급여수준 0.0091*** 0.0094** 0.0089**
(0.003) (0.003) (0.003)

 in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22 0.0024 0.020 0.0177*
(0.002) (0.003) (0.011) (0.009)

 ind×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023 -0.0026* -0.003 -0.0025
(0.001) (0.001) (0.002) (0.001)

민간R&D비중(berd) -0.0893* -0.1681 -0.1861 -0.1636 -0.2059*

(0.039) (0.106) (0.100) (0.106) (0.099)
 berd×실업 관련 급여수준 -0.0555 -0.0773** -0.0854***

(0.033) (0.024) (0.026)
 ber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1789* -0.2987** -0.1368 -0.0655

(0.084) (0.095) (0.304) (0.353)
 berd×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381 0.0444 0.0373 0.0546

(0.040) (0.040) (0.039) (0.040)
KOF 세계화지수(kof) -0.0001 -0.0001 -0.0002 -0.0001 0.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kof×실업 관련 급여수준 -0.0003 -0.0003 0.0004

(0.001) (0.001) (0.001)
 kof×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18 0.0022* 0.0012 0.0003

(0.001) (0.001) (0.003) (0.003)
 kof×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005 -0.0004 -0.0005 -0.0003

(0.000) (0.000) (0.000) (0.000)

N 331,611 331,611 331,611 328,563 328,563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실업부조제도의 영
향력(3수준)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1수준과 2수준 통제변수는 모두 전체평균 중심화하였음. 제
외된 아이슬란드 자료는 IS04, IS07, IS10임. 전체분석결과는 <부표 3-10>, <부표 3-11>에 제시
되어 있음

<표 5-18> 민감도 분석 7 :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상호작용

182) 따라서 민감도 분석에서 16개의 분석이 별도로 수행되었다. <표 5-18>은 그 결과를 하

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다. 



- 158 -

<표 5-18>은 민감도 분석 결과 중 복지급여에 관한 것만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

과를 보면,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도(급여수준)는 상당히 일관되게 청년의 

NEET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의 영향력을 조절했다. 제조업 고용비중의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NEET확률을 낮추

고, 기술발전에 따라 감소하는 NEET확률을 더 크게 낮추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

과는 모형 변형에 관계없이 거의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와 실업부조 제도의 영향력은 모형설정 및 분석대상에 따라 결

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아이슬란드가 포함된 모형에서 기술

발전과 세계화의 영향력을 다른 방향으로 조절했고(열[2] 분석결과 참고), 산업구조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는 아이슬란드가 제외된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열[4] 분석결과 참고). 또한 실업부조 제도의 경우 산업구조와의 상호작용 모델 중 

일부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열[2]-ind모형). 

이처럼 일치되지 않은 분석결과와 일부 모형에서만 드물게 확인되는 결과는 본 연

구에서 정의한 NEET 개념의 내적 이질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서로 다른 특성

을 가진 두 집단183)을 하나의 집단으로 포괄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NEET에는 실업NEET와 비경활NEET가 포함되어 

있고, NEET의 3/4은 실업상태이고 나머지는 비경활 상태이다. 그리고 앞서 기술통계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비경활NEET의 경우 전체 NEET의 경향성과는 다소 상이한 경

향이 관찰되기도 했다. 특히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는 많은 국가에서 실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이 비경활NEET와 실업NEET에 미친 영향

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5-18>에서 제시한 민감도 분석을 비경활NEET와 

실업NEET로 구분하여 다시 수행하였다. 다만 제도구성과 급여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아이슬란드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포함여부에 따라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비경활NEET에 관한 분석에서는 경활과 비경활의 구분을, 

실업NEET에 관한 분석에서는 실업과 고용의 구분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184)

183) 예를 들어, 비경활NEET(전체 21,319명)의 56%가 여성인데 반해, 실업NEET(전체 

30,580명)의 36%가 여성이었다. 학력 구성도 달랐는데, 비경활NEET의 47.6%가 저학력, 

39.6%가 중간학력, 12.9%가 고학력인데 반해, 실업NEET의 경우 33.1%가 저학력, 51.6%

가 중간학력, 15.4%가 고학력이었다. 
184) 비경활NEET 확률을 고용과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비경활과 고용의 구분보다 비경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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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경활NEET 확률(ref. 경활) 실업NEET 확률(ref.고용)

[1]
기본모형

[2]
IS포함

[3]
IS제외

[1]
기본모형

[2]
IS포함

[3]
IS제외

15-34세 비중(ypro) -0.0060 -0.0083**-0.0082 -0.0019 0.0019 0.0055
(0.003) (0.003) (0.003) (0.005) (0.005) (0.005)

 ypro×실업 관련 급여수준 0.0003 0.0004 0.0002 0.0025 0.0024 0.0049*
(0.001) (0.001) (0.001) (0.002) (0.002) (0.002)

 ypro×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52 -0.0046 0.0057 0.0122
(0.004) (0.004) (0.015) (0.015)

 ypro×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027* 0.0028* -0.0043 -0.0054**
(0.001) (0.001) (0.002) (0.002)

제조업고용비중(ind) -0.0061* -0.0078 -0.0087*** -0.0026 0.0027 0.0039
(0.000) (0.001) (0.002) (0.002) (0.002) (0.003)

 ind×실업 관련 급여수준 -0.0001 -0.0010 -0.0005 0.0089** 0.0096*** 0.0087**
(0.001) (0.001) (0.001) (0.003) (0.003) (0.003)

 in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43* -0.0084* 0.0065* 0.0257*
(0.002) (0.004) (0.003) (0.011)

 ind×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015** 0.0017** -0.0040** -0.0042**
(0.001) (0.001) (0.001) (0.001)

민간R&D비중(berd) -0.0386* -0.0046 -0.0010 -0.0589 -0.2038 -0.2291*
(0.016) (0.026) (0.025) (0.046) (0.109) (0.109)

 berd×실업 관련 급여수준 -0.0114 -0.0044 -0.0053 -0.0390 -0.0637* -0.0719*
(0.017) (0.016) (0.016) (0.044) (0.025) (0.029)

 ber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1172** 0.3095 -0.3695*** -0.2447
(0.041) (0.182) (0.112) (0.411)

 berd×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149 -0.0128 0.0668 0.0767
(0.008) (0.008) (0.042) (0.042)

KOF 세계화지수(kof) -0.0011 0.0004 0.0004 0.0009 -0.0005 -0.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kof×실업 관련 급여수준 -0.0003 0.0000 -0.0001 -0.0002 -0.0003 0.0007
(0.000) (0.000) (0.000) (0.001) (0.001) (0.002)

 kof×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16** 0.0019 0.0004 -0.0026
(0.001) (0.002) (0.001) (0.004)

 kof×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008**-0.0008*** 0.0004 0.0005
(0.000) (0.000) (0.000) (0.001)

N 331,611 331,611 331,611 310,292 310,292 310,292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실업부조제도의 영향
력(3수준)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실업부조 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1수준과 2수준 통제변수는 
모두 전체평균 중심화하였음. NEET유형별 기본모형 전체 분석결과는 <부표 3-12>~<부표 3-15>
에, NEET유형별 민감도 분석 전체결과는 <부표 3-16>, <부표 3-17>에 제시되어 있음

<표 5-19> 민감도 분석 8 : NEET유형별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조절효과 

경활의 구분이 더 핵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경활NEET는 경제활동에 참여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체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경활-비경활의 

구분이 더 핵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고용을 기준으로 하여 비경활NEET 확률을 추가로 분

석하였으나 분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밝힌다. 실업NEET 확률 분석에는 비경활

NEET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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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표 5-18>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던 실업급여 수준의 영향력은 실업NEET 확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부정적 영향력은 

완화되고 긍정적 영향력은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고용대비 실업NEET 확률에만 해당

한다는 것이다. 실업 관련 급여수준은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비경활NEET 확률에 미

치는 영향은 조절하지 못했다. 둘째, 실업급여제도가 관대하면 비경활NEET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실업NEET 확률은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의 하락으로 인해 청

년의 NEET확률이 높아지는데, 실업급여 제도가 관대하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아

예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반대로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관대한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비

경활NEET 확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약하고 긍정적 영향력은 더 강했다. 반대

로 실업부조 제도가 관대한 국가에서는 실업NEET 확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185) 즉, 실업부조는 청년들의 비경활 가능성을 줄이고 반대

로 실업 가능성은 더 크게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관련)급여 수준과 실업

급여 제도의 관대성이 실업NEET 확률을 낮추고 고용확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는 점은, 실업급여 제도의 자격효과(entitlement effect)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실업급여제도가 관대할수록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게 된다는 것이 실업급여의 자격효과이다. 약간의 기여로 오랫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의 소득대체정도가 높다면 자격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즉, 

일을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업자의 경우 이러한 

자격효과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비경활NEET의 경우 실업급여의 

자격효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186). 따라서 자격효과의 존재하는 일단 노동시장 내에 

185) 실업부조제도의 관대성은 국가-시기별 변량의 부족으로 인해 3수준의 시불변 국가특성으

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국가간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86) 실업급여 자격을 획득하기가 쉬워진다면 비경활보다는 경활상태(실업이던 고용이던)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자격효과에 따른 설명이다. 그러나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비경활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획득이 쉬워지면 이 제도를 통해 비경활 상태로 빠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관대한 실업급여제도가 청년들의 비경활 이행통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그런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정도

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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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된 청년들에게만 확인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의 비경활

NEET 확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은 실업부조 제도가 유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부조는 반대로 

청년의 실업NEET 확률은 더 크게 했다. 결국 실업급여 미충족자에게 관대하게 지급

되는 실업부조는 청년의 비경활NEET 가능성을 줄이고 이들을 실업의 형태이지만 경

제활동영역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체계내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가 부여된

다. 이처럼 실업부조를 통해 비경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사회체계내로 이끌기만 하

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업급여 제도와 실업부조 제도의 작동이 비경활

NEET 확률과 실업NEET 확률에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실업급여

를 관대하게 하면 실업자는 줄어드는 반면, 비경활 청년과 고용청년은 늘어날 것이다. 

반대로 실업부조 제도를 관대하게 하면 비경활 청년은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실업청

년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목표가 실업자 감소인지, 사회체계 밖의 

청년을 사회체계 내로 흡수하는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6) 소결

지금까지 청년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력을 조절하

는 사회정책·제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5-20>은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일면 동일한 제도가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력을 상반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평균적인 경향성에 맞춰 해석을 하면 조절양식

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회귀계수 방향이 음(-)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 요인들이 증가할 때 청년NEET확률은 줄어들지

만, 감소할 때는 청년NEET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변화 요

인의 증감여부가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보았

듯이 노동공급 요인으로써 청년인구 비중과 산업구조 요인으로써 제조업 비중은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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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술발전과 세계화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의 

두 요인이 감소할 때 청년NEET확률은 증가하고, 뒤의 두 요인이 증가할 때 청년

NEET확률은 감소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기초로 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수
NEET확률

노동공급 산업구조 기술발전 세계화

(구조변인) - --- -

(제도의 조절효과) 교육제도 선별성 ++ -
직업교육 중심성 -- +++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노동조합 가입률 - +
단체협상 적용률 +++ +++ -- ---
고용보호정도 -
ALMP 비중 +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

주: (+)와 (-)는 회귀계수의 방향을 의미. (+), (-)의 개수는 통계적 유의성 정도를 의미. 즉 +++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

<표 5-20> multi-level LPM :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요약)

먼저 교육제도 중 교육제도 선별성과 직업교육 중심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선별성이 높은 교육제도는 산업구조의 부정적 영향력(NEET확률을 늘리는 영향)을 

완화하고, 기술발전의 긍정적 영향력(NEET확률을 줄이는 영향)을 더 크게 했다. 한

편 직업교육 중심성은 청년의 NEET확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했다. 산업구조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하고,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력은 상쇄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제도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의 조절효과가 크

게 나타났다. 진입장벽으로써 고용보호정도도 노동공급모델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노

조가입률과 고용보호제도는 이론적 예측과 같이 청년의 NEET확률을 더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힘이 강하고 기존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보호정도가 강할수록 

외부자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은 당연히 더 어려울 것이다. 본 분석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주었다. 한편 단체협상 과정에서 외부자 고

려정도를 포착하기 위해 사용된 단체협상 적용률은, 실질적으로 청년이 NEET상태를 

벗어나 고용으로 연결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로 확인되었다.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으면 노동공급과 산업구조변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고,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단체협상 적용률은 노동시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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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화의 모든 요인들을 조절하는 유일한 제도이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다른 제도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의 조절효과는 산업구조 모형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실업청년

에게 제공하는 급여의 소득대체정도는 산업구조변화가 청년NEET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통로였던 제

조업의 감소로 인해 청년의 NEET확률이 증가하지만, 복지제도는 이러한 증가경향을 

완화하고 상쇄하는 것이었다. 특히 복지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동기가 약화될 것

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복지급여 수준이 올라가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영향력이 복지급여 변수의 변형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

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먼저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변수와 분석

대상 국가를 재설정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업급여 수준의 

긍정적 영향력이 다양한 모델에서 상당히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

의 관대성과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은 소수의 모형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변인들이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조절하는 방향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NEET의 내적 이질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고, NEET 유

형별 복지급여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비경활NEET와 실업NEET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실업급여 수준과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실업

NEET 확률에서만 관찰할 수 있었다. 즉 관대한 실업급여 수준과 제도는 청년의 실

업NEET 확률을 낮추고 고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대한 실업부조 

제도는 비경활NEET 확률을 낮추지만 실업확률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처럼 NEET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분석결과가 다양한 모형에서 상

당히 일관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정책 및 제도의 작동방

식이 NEET의 내적 이질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복지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효과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비

경활인구로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교육·노동·복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배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실업부조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업

NEET의 경우, 소득수준을 보장해주고 실업급여 요건을 관대하게 하는 것이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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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업부조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가 청년의 상태에 다양

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며 두 제도간 상충문제나 풍선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목표에 맞는 설계와 정책실행에 따른 부가효과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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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제도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동안의 

NEET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인적특성, 가구배경, 부모자원을 중심으로 

NEET 위험요인을 밝히는 것에 주로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청년의 고용기회를 제약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날 청년이 겪

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인이 갖는 결함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

편 소수의 거시수준의 연구는 NEET비율이라는 총량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일부 확인했으나, 청년 노동시장 붕괴를 초래한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 

제도의 영향력, 그리고 구조변화를 조절하는 제도의 힘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의 NEET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거시적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하였다. 특히 그 동안 실증적으

로 확인되지 않았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제도의 영향,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요인들이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이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수 국가의 다시점 미시자료를 결합한 다수준 선형확률모형

(multilevel linear probability model)을 분석전략으로 채택하였다.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자료로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 개인의 NEET상태에 미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수준 분석에 포

함된 최종 분석대상은 NEET판별이 가능한 OECD 22개국의 81개 데이터셋(1995

년~2010년경)에 포함된 331,611명이었다. NEET 판별은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를 기

초로 판단하였고, NEET 내의 이질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대상자를 18~34

세 중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 비장애 청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의 노

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포착하기 위해 NEET에 실업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업NEET와 비경활NEET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질문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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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청년 개인의 NEET확률을 높이는가?”에 대한 답을 얻

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노동공급측 요인과 노동수요측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노동공급측 요인으로는 청년 인구규모의 감소를, 노동수요측 요인으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세계화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을 인과관계에 

보다 적합하게 해석하기 위해 2수준 시변 국가특성을 모두 집단평균 중심화 하였다. 

분석결과, 예측과 달리 노동수요 요인 중 산업구조 변화, 특히 제조업 고용비중의 

변화만이 청년 NEET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고용비중의 1%p 하락은(즉 탈산업화가 진행되면) 청년의 

NEET확률을 0.6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청년의 주된 노동시장 진

입통로였던 제조업의 하락이 개인의 NEET확률을 높이는 핵심 원인임을 말해주는 결

과이다. 한편 산업구조, 기술발전, 세계화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세부 지표를 활용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에 따라 측정지

표를 달리해도 다른 변인들은 청년의 NEET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제조업 비중의 하락이라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청년 

노동수요의 하락이 청년의 NEET확률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구질문인 “사회정책 및 제도가 청년 개인의 NEET확률을 낮추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청년의 노동시장진입과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제도의 신뢰성이 높으면, 즉 

교육제도가 선별적이고 직업교육 중심적이며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제도가 외부자에게 개

방적일수록, 즉 내부자의 힘이 약하고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고 고용보호제도가 낮을

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가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즉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중이 크고 실업 관련 급여가 

관대할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주요변수가 모두 포함된 기본모형에서는 어떤 사회정책·제도도 청년NEET

확률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변수를 통해 제도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유일하게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은 복지제도 뿐이었다. 

그러나 영향의 방향은 예측과 달랐다. 가구단위의 공적이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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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도로의 진입이 수월할수록 청년의 NEET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투입변수와 분석대상 국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복지급여가 청년의 NEET확률을 높인다는 일부 모델의 결과는 실업급여의 부정

적 영향력에 대한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실업기간이 갖는 오점효과

와 숙련퇴화 효과로 인해 청년의 생애노동소득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실업

급여의 부정적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석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델에 따라, 분석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구질문인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청년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

노동·복지제도가 조절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의 상호

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질문에서 확인했듯이 사회정책 및 제도가 청년

NEET확률에 미친 영향은 복지제도를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결

과를 바탕으로 제도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독립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조절하는 영향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교육제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제도가 외부자에게 개방적일수

록, 복지제도가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력이 완

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에서 확인된 제도의 조절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제도 중 교육제도 선별성과 직업교육 중심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높아지면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

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즉 높은 선별성은 산업구조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고, 기술발전의 긍정적 영향력은 강화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확대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최근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는 선별성의 약화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나타나는 선별성

의 약화는 특히 청년의 주요 노동시장 진입통로였던 제조업의 하락과 결합하여 청년

들의 NEET확률을 높이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팽창으로 인해 교육

의 신호기능이 교란됨으로써 고학력자의 하향취업이나 저학력자들의 노동시장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직업교육 중심성이 NEET확

률을 더 높인다는 것은 직업교육의 고용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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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최근 청년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직업교육의 확대와 노동시장 연계성 확

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그 효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는 제조업의 하락이라는 산업구조 변화에 직업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제도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용보호정도는 청년 인구비중과의 상호작용 모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

되었다. 노동조합 가입률과 고용보호정도는 청년의 NEET확률을 더 높이는 반면, 단

체협상 적용률은 NEET확률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률과 고용

보호정도는 기존 노동자의 단결된 힘과 보호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

에서 이들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결과도 내부자의 힘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보호정도는 청년의 고용에 

장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제도가 바

로 단체협상 적용률이었다.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을수록 노동공급과 산업구조의 부정

적 영향력은 완화되고,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력은 더 강화되었다. 이는 단

체협상에서 외부자를 포괄하는 정도에 따라 청년의 고용성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암

시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중이 높고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가 클수록 산업구조 변화가 NEET확률을 높이는 것

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급여 관대성을 제도구성의 측면까지 포함하여 살

펴본 결과에서도 실업(관련)급여 수준의 영향력은 상당히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복지급여가 NEET의 내적 이질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급여 수준의 관대성과 실업(보험)급여 제도의 관대성은 실업NEET 확률

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은 비경활NEET 확률을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급여가 관대할수록 

노동동기가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우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수준의 관대성과 

실업(보험)급여 제도의 관대성이 실업확률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청년층에게 

복지급여의 자격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

서 관대한 복지급여가 오히려 고용인센티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둘째, 실업부조 제도가 특히 비경활NEET 확률을 줄인다는 점은, 이 제도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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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들을 사회체계 내로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실업(보험)급여와 실업부조 제

도가 NEET에 미치는 효과가 NEET의 내적 이질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

은, 제도 설계와 제도 집행의 과정에서 NEET의 내적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NEET 개념에 주목함으로

써 실업률과 고용률이 갖는 개념상의 한계로 국가통계에서 제외되었던, 그래서 사실

상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청년을 직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청년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실업률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187) 이러한 차이는 사회정책이 현실

과 괴리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정책적 소외감까

지 느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된다.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청년NEET 개념은 교

육, 고용,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모든 청년을 포괄함으로써 내적 이질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장애나 군복무, 가사·육아·돌봄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청년들까지 포함함으로써 내적 이질성을 증폭시킨 것이다. 노동

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이 퇴색된 

것이다. 본 연구는 NEET 개념과 관련한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적 이질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일정 부분 제거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극복하였다. 

둘째, 청년의 NEET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밝힘으로써 그 

동안 NEET 결정요인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결함관점’을 극복했다. 그 동안 청년 

187)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에 12.2%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3년까지 7~8%수준

을 유지하다 최근에야 9%로 소폭 상승했다(통계청 청년고용동향지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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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T에 대해 사회구조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학력이나 성별,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개인특성,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의 가구배경, 또는 노동수요공급의 미스

매치와 같은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자칫 

NEET의 문제가 개인이 갖는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이런 접근에 기초해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고용이나 훈련상태에 있지 않고 소위 ‘무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원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밝힘으로써, 청년들의 그러한 상태

가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서 전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셋째, 청년취업난의 원인을 청년 노동시장 붕괴, 청년 일자리 부족, 경기불황 등에

서 흔히들 찾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청년의 활동상태, 특히 NEET상태의 원인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는 

어느 순간 전제처럼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헌을 중심으로 사회정

책 및 제도의 영향력을 검증하려는 연구가 존재하나, 이들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직접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제도의 작동이란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적 환경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제도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0

년까지의 OECD 국가의 다시점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의 영향력과 구조적 변화의 흐름속에서 제

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책대안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한국사회에 제공하는 정책적 함의에 관해 논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청년고용(실업)대책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NEET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취업성공패키지 I(취약계층지원)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에 불과하여 청년대상 고용 및 실업대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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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한국의 청년고용(실업) 관련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2004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이 제정되고, 2009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청년의 일자리 대책은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2010~2011년에는 범부처 차원의 고용대책인 ‘청년 내일 만

들기’ 프로젝트가 제시되면서 노동시장 진입 이전, 진입과정, 진입 이후 단계를 아우

르는 청년 고용정책의 종합적 틀이 마련되었다. 2014년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은 중

앙정부 133개, 지방정부 50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이규용, 

2015:17-21). 그러나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2015~18년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던 20대의 노

동공급량이 증가하고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장 잔

류가 길어지는 상황이 결합되어, 2018~19년경에는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

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에 2015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세부정책 과제가 제시

되었지만, 이 정책들은 일자리창출, 인력양성, 취업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188) 이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제공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

한 방법은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Bell and Blanchflower, 

2011).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NEET확률을 높이는 핵심 원인은 제조업 고용비중의 

감소로 나타난 산업구조 변화였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의 

감소가 결과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이 접근

188) 청년고용절벽 대책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정년연장 등에 따

른 단기 고용충격완화를 위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일

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이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다. 둘째,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 산업수요에 기반 한 대학체질 개선, 중소기업 취

업촉진이 세부과제로 선정되었다. 셋째,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재편,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청년 해외취업 촉진이 세부과제로 제시

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5). 그러나 이 대책은 발표됨과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실효성

이 없는 ‘속빈 강정’이자 ‘알바와 인터’ 중심의 ‘나쁜 일자리만 양상’, ‘급한 불 끄기식 대책’이

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리서치 미디어스,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②] ‘속빈 강정’,비판 

일색”, 2015년 8월 28일, http://www.poll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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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에서 추

진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직업능력향상이나 취업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일자리 부족

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창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해외취

업 지원, 고용촉진 보조금사업 등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15). 그나마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라고 불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관계부처합동, 2015), 이 중 실질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4만개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청년인턴 및 직업훈련, 일·학

습 병행제 일자리로 이것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해외취업 

및 민간부문 신규채용 지원으로 3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로 귀결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책도 제시되었지

만,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서비스업의 확대가 청년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공공서비스 부문의 영리화 논란과 연결되면서 오히려 사회

적 논란만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부족문제를 보다 근본

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거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청년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 의지하는 정책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 부적절한 것으

로 보인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 노동

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대책 등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점차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공성 있는 활동을 시민 스스로 조직화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대안적 정책들도 현실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 확대나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당위적이고 단편

적인 접근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고등교육이 상당히 팽창되어 있으며, 직업교육은 약하고 그 마저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돼 노동시장 연계성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교육을 강

화하고 노동시장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

면과제로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을 거점으로 일자리센터나 고용센터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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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취업지원관을 지원하는 사업, 산업수요 및 취업률을 기초로 한 대학구조 개편, 

우수대학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등은 대학에 직업교육 중심성을 강

화하려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학업의 이원화체계가 존재하는 독일과 오스

트리아,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청년의 고용성과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에 주목하여 

2013년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예산규모나 참여기업도 크게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강세욱, 2016:16-23).189) 이러한 정책들은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노

동시장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직업교육 중심성이나 노동시장 연계성은 제조업의 하락 국면

에서 오히려 청년의 NEET확률을 더 높이거나 혹은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

었다. 그러나 또한 교육제도의 선별성 약화, 즉 고등교육의 팽창은 NEET확률을 높이

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교육제도의 선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직업교

육의 확대나 노동시장 연계를 단편적·당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즉 이 제도들이 작동하게 되는 노동시장의 상황, 거시적 변화를 고려한 정책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은 제조업 하락으로 인한 수요부족 상황에서는 오히

려 실업률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시장 연계성은 이원화체계(dual system)가 있는 독

일어권 국가에서 제조업과의 강한 연계성으로 인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이원화체계를 양적으로 확산하려는 정책방향은 오히려 청년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의 노동시장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분단구조를 완화하고 노

동시장 외부자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원

인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과잉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이다. 과잉학

력으로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구직활동

을 포기하고 취업준비에 몰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경활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

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 직면한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

업 취업 촉진’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탐방프로그램, 강소기업 체험 

189) 2013년 참여기업 51개, 4억원의 예산규모로 시작된 일학습병행제는 2016년 현재 1,721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그 예산규모도 3,5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강세욱, 

20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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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고

용노동부, 2015).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청년의 눈높이를 조정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이 당장의 취업보다는 취업준비에 매진

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에서 찾는 것은 상당히 안

일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취

업준비에 매진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한국 

노동시장의 분단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시균·양수경, 2012

).190)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에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

지만, 실질적인 근로환경과 임금불평등에 대한 논의 없이 주택특별공급 대상 확대, 산

업단지 통근용 버스,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대책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지 상당히 의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고용보호법제의 완화,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체

계 개선, 직무중심의 노동시장 구축과 같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이규용, 2015:23). 

이러한 장치들은 기존 노동자의 보호를 의미하기에 청년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외

부자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단체협상 적용률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0%수준이고 단체협상 적용률은 

평균 12%수준으로 OECD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더구나 시계열적으로 노동조합 가

입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소수의 내부 노동자를 중심

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나, 기업단위의 제한적인 단체협상 구조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단구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 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완

화하겠다는 정책목표는 제시되어 있지만, 막상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구체적 정책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불평등을 대표하는 임금 

및 복지 불평등을 개별 기업단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단체협

상 적용률을 높이고 중앙 집중적인 협상구조가 만들어질 때, 노동시장 분단구조가 완

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단체협상 적용률의 확대로 나타나는 외부자 

190) 이시균과 양수경(2012)은 미취업기간으로 인한 오점효과와 숙련의 감가상각에도 불구하

고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매진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즉 첫 일자리의 질이 향후 노동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를 반영한 것이고, 이러한 분단구조로 인해 청년들은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취

업준비 활동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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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노동시장 제도가 청년의 NEET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양

한 분석모델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 만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

련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 정도를 높이

고 자격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가 최소 

90일로 매우 짧은 수준이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제도설계상 50%로 고정되어 

있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실업급여제도의 개선 필요

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 실업급여 개정

안(정부안)에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6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실업급여 자격취득

을 위한 기여요건을 지난 24개월 동안 270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비판

을 받았다.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에는 실업급여제도의 개편 취지가 청년층

의 실직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자

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을 더욱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이 높아질수록 실업

NEET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으로 구직활동이나 훈련활동을 의무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중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의 긍정적 효

과가 나타난 것은, 실업급여의 자격효과가 청년실업자에게 작동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대한 실업급여가 구직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보다는 취업유인을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개편과정에서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보

다는 실업급여의 자격효과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191) 

다섯째, 비경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사회체계내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인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로 인해, 

두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부

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지연 외, 2011:117). 그러나 실업부조 제도의 

191)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는 비경활NEET 확률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도 일부 모델에서 발견

되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로는 비경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저학력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일자리라면, 관대한 실업급여제도로 인해 경제

활동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혜원 외, 2007:160).



- 176 -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는 적극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젊고 건강한 청년’에게까지 

관대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선심성 정책’이며, 청년 개인

에게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적 다툼까지 진행하는 

상황도 펼쳐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실업부조 제도가 관대한 나라에서 노동

시장 구조변화가 비경활NEET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고 부정적 효과

는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효과는 모델설정에 관계없이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다. 비경활NEET의 경우 교육, 복지, 노동의 어떤 체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

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의 일환으로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업부

조제도가 실업급여 만료자에게만 지급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 고용기록이 없거나 짧은 청년은 원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 벨기

에, 독일, 영국과 같이 실업급여 미충족자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부조가 도

입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업부조와 실업(보험)급여가 실업상태의 청년과 비경활 상태

의 청년에게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거시수준과 개인수준

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분석은 수행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진행된 NEET 결

정요인 연구가 개인수준의 미시연구와 총량수준의 거시연구로 양분되어 왔던 것을 지

적하며, 청년 개인의 NEET상태를 결정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는 거시수준의 변인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미시와 거시연구를 

결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던 개인수준

의 변인들은 통제하였고, 거시변인 중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의 조절효과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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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수준의 변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는 분석모형에 반영하지 못했다. 청년이 직면한 사회적 조

건이 전통적인 불평등의 원천(성별, 학력, 가구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Furlong and Cartmel, 2006:12) 분석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구조변화와 제도의 영향력과 조절효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

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이 개인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사회

구조적 변화가 개인들 간에 어떻게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된 지표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 변화

의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90년

대 중반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세계화, 기술발전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급속도

로 나타난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표의 불안정

성과 부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지표의 불안정성은 특히 제도 지표에

서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제도 변인이 2000년대 이후로 안정적인 값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90년대 중반을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보고되지 않은 값을 

평균대체하거나 가까운 연도의 값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음으로 지표의 

부적합성 문제는 특히 노동시장 구조 지표에서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노동시장 

구조 변인 중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은 제조업 고용비중뿐이었

다.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경우, 이론적으로 청년 및 저숙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존재

하여 이를 기초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정작 분석에 포함된 지표만 보면, 이것

들이 과연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과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물론 보다 적절한 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본 분석에 사용된 분석대상 

국가와 분석시기를 포괄하는 지표를 찾지 못했다. 보다 포괄적인 시기와 국가를 분석

에 포함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만약 청년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사용가능하다면 더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도 간 결합이 NEET확률에 미친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노

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조절하는 제도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

조적 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그것의 영향력을 인과관계에 부

합하게 해석하기 위해 구조 및 제도변수 간의 내생성 문제와 미관측 이질성(국가특

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모든 변인을 2수준의 시변 국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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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구성하여 집단평균 중심화를 한 후, 노동시장 구조요인과 제도 요인들의 일반

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인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분해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제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특정한 조합으

로 결합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제도간 결합은 한편으로는 

Walther(2006)가 제안한 청년이행 레짐에 기초한 레짐연구로, 다른 한편으로는 

Bassinini 와 Duval(2006)이 제안한 제도전체와 개별제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체

계적 상호작용(systemic interaction)’에 대한 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

한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보여준 개별 제도들의 일반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제도 전체, 그리고 제도 간 결합으로써의 레짐에 대한 큰 그림을 더욱 명확하

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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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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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4 2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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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코 CZ 　 　 1992 1996 2002 2004 2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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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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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슬로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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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SI 　 　 　 1997 1999 2004 2007 2010 2012

26 한국 KR 　 　 　 　 　 2006 2008* 2010* 2012*
27 스페인 ES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7 2010 2013
28 스웨덴 SE 1981 1987 1992 1995 2000 2005 　 　 　

<부표 1-1> LIS 데이터셋 전체 자료 정보 

[부록 1] LIS 데이터셋의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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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스위스 CH 1982 　 199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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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국 UK 1979 1986 1991 1994
1995 1999 2004 2007 2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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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000 2004 2007 2010 2013

N 22/31 0/12 /023 /025 12/36 19/31 20/28 17/24 17/24 8/9
주 1)* =  자료수집완료,  ** =  변수조정중
   2)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음영표시되어있음. 한 웨이브에 두 개의 데이터셋이 존재하
는 경우 분석에 사용된 웨이브는 밑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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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원자료 명 
버전

(수정일)
사례수

AU08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Costs 2015-09-26 2,224
AU10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and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2015-09-26 3,220
AT94 European Household Panel 2015-09-26 707
AT00 European Household Panel 2015-09-26 710
AT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113
BE95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5-09-26 298
BE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5-09-26 349
CA00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2015-09-26 6,811
CA04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2015-09-26 7,118
CA07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2015-09-26 6,634
CA10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2015-09-26 5,805
CZ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951
CZ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2,350
CZ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734
DK00 Law Model 2015-09-26 21,971
DK04 Law Model 2015-09-26 20,800
EE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094
EE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114
EE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114
FR94 Family Budget Survey (BdF) 2015-09-27 2,146
FR00 Family Budget Survey (BdF) 2015-09-26 2,115
FR05 Family Budget Survey (BdF) 2015-09-26 2,177
DE94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015-09-27 2,019
DE00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015-09-26 2,988
DE04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015-09-26 2,689
DE07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015-09-26 2,418
DE10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015-09-26 2,480
GR95 Household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5-09-26 1,303
GR00 Household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5-09-26 1,179
GR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593
GR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687
GR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245
HU94 Household Monitor Survey 2015-09-27 444
HU99 Household Monitor Survey 2015-09-26 414
HU05 Household Monitor Survey 2015-09-26 419
HU07 Household Monitor Survey 2015-09-26 447
HU09 Household Monitor Survey 2015-09-26 446
IS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976
IS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059
IS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013
IE95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5-09-26 1,253
IE00 Living in Ireland Survey / IE ECHP 2015-09-26 972
IE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435
IE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089

<부표 1-2> LIS 분석자료의 원자료, 버전(수정일), 18~34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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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원자료 명 
버전

(수정일)
사례수

IE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816
LU97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6-05-27 883
LU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6-05-27 700
LU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6-05-27 946
LU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6-05-27 872
LU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6-05-27 1,056
MX96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2015-09-26 6,540
MX0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2015-09-26 4,099
MX04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2015-09-26 9,111
MX08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2015-09-26 12,791
MX1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2015-09-26 9,587
NL99 Socio-Economic Panel Survey 2015-09-26 1,075
NL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2,171
PL99 Household Budget Survey 2015-09-26 6,403
PL04 Household Budget Survey 2015-09-26 7,606
PL07 Household Budget Survey 2015-09-26 8,814
PL10 Household Budget Survey 2015-09-26 8,627
SK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677
SK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895
SK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1,802
SI04 Household Budget Survey 2015-09-26 1,177
SI07 Household Budget Survey 2016-05-27 1,200
SI10 Household Budget Survey 2016-05-27 1,109
ES95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5-09-26 2,011
ES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5-09-26 1,696
ES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09-26 4,500
ES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12-18 3,509
ES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5-12-18 2,871
UK99 Family Resources Survey (FRS) 2016-03-23 5,157
UK04 Family Resources Survey (FRS) 2016-03-23 5,436
UK07 Family Resources Survey (FRS) 2016-03-23 4,634
UK10 Family Resources Survey (FRS) 2016-03-23 4,488
US94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March Supplement 2015-09-27 13,956
US00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March Supplement 2015-09-26 18,047
US04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2015-09-26 17,162
US07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2015-09-26 17,403
US10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2015-09-26 17,661
주 1) ECHP, EU-SILC의 국가별 조사명은 다를 수 있음
   2) 오욱찬(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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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사례수
NEET(%)

여성
(%)

연령
(평균)

부모동거
(%)

가구자원
(중위소득
대비 비중)

교육수준 
중간(%)

교육수준 
높음(%)전체

실업
NEET

비경활
NEET

AU08 2,224 8.42 3.10 5.32 41.71 23.40 57.04 1.49 49.78 31.89
AU10 3,220 9.01 5.40 3.61 40.26 23.30 56.86 1.54 51.82 32.62
AT94 707 5.12 3.98 1.14 40.54 24.93 71.04 1.08 75.27 8.44
AT00 710 6.21 5.04 1.17 40.40 25.51 60.27 1.18 72.32 13.20
AT04 1,113 7.59 5.55 2.04 42.57 25.05 53.76 1.12 70.39 17.95
BE95 298 16.32 13.16 3.16 36.86 25.50 70.44 1.14 43.51 32.12
BE00 349 9.05 8.19 0.86 46.36 25.74 48.44 1.08 42.60 43.16
CA00 6,811 8.48 4.63 3.85 40.63 24.50 44.48 1.27 44.26 42.40
CA04 7,118 7.58 4.31 3.27 42.38 24.51 42.36 1.26 40.30 47.42
CA07 6,634 8.00 4.19 3.81 44.04 24.52 42.63 1.25 40.62 46.60
CA10 5,805 8.84 5.47 3.37 43.63 24.59 44.28 1.29 41.17 47.04
CZ04 951 16.82 14.56 2.26 35.66 25.14 62.93 1.30 78.98 11.98
CZ07 2,350 11.73 8.67 3.06 35.72 25.73 66.36 1.30 77.08 15.01
CZ10 1,734 15.86 13.76 2.10 35.78 26.04 62.90 1.26 73.71 18.47
DK00 21,971 10.85 3.48 7.37 42.10 24.92 23.86 0.96 57.71 15.12
DK04 20,800 14.25 4.41 9.84 43.22 24.96 22.45 0.94 55.96 16.21
EE04 1,094 14.59 8.58 6.01 40.18 25.00 40.35 1.46 56.90 14.53
EE07 1,114 7.92 4.41 3.51 38.27 25.20 34.81 1.20 55.01 18.34
EE10 1,114 20.54 15.16 5.38 39.82 25.35 39.07 1.23 55.03 19.58
FR94 2,146 16.93 15.99 0.94 41.91 25.79 40.98 0.98 28.35 20.27
FR00 2,115 15.85 14.24 1.61 42.67 25.46 43.52 1.01 44.59 34.98
FR05 2,177 20.45 18.17 2.28 42.25 25.36 44.14 1.01 46.91 34.34
DE94 2,019 7.72 6.76 0.96 42.23 25.42 44.90 1.06 57.71 15.12
DE00 2,988 6.32 5.60 0.72 44.52 24.99 47.28 1.11 55.96 16.21
DE04 2,689 11.57 10.57 1.00 44.97 25.16 45.76 1.16 56.90 14.53
DE07 2,418 7.55 6.47 1.08 49.08 24.98 44.28 1.12 55.01 18.34
DE10 2,480 8.21 6.28 1.93 47.33 25.06 47.13 1.21 55.03 19.58
GR95 1,303 34.00 29.29 4.71 44.64 25.33 77.90 1.29 47.80 16.43
GR00 1,179 20.63 17.16 3.47 41.58 25.91 86.30 1.39 53.72 20.11
GR04 1,593 21.51 16.14 5.37 40.96 26.34 74.00 1.36 57.13 23.67
GR07 1,687 18.47 16.80 1.67 42.34 26.97 78.68 1.40 54.15 31.02
GR10 1,245 39.22 37.13 2.09 41.20 27.60 80.32 1.46 50.90 40.93
HU94 444 23.85 10.86 12.99 38.10 24.43 71.52 1.24 31.56 10.99
HU99 414 29.09 24.02 5.07 41.66 25.12 58.07 1.26 35.44 9.15
HU05 419 14.85 13.17 1.68 40.39 25.92 58.07 1.29 40.04 14.59
HU07 447 17.30 14.37 2.93 41.01 26.54 61.60 1.24 38.31 16.34
HU09 446 25.92 22.39 3.53 41.63 26.34 63.17 1.30 35.17 22.51
IS04 976 4.37 2.62 1.75 39.39 24.44 45.61 1.04 41.17 13.32
IS07 1,059 3.07 2.31 0.76 41.23 24.27 49.91 1.15 36.40 16.74
IS10 1,013 11.05 9.45 1.60 41.95 24.37 47.70 1.09 43.04 15.01
IE95 1,253 24.13 20.56 3.57 42.09 24.51 73.97 1.25 31.00 15.52
IE00 972 10.02 6.15 3.87 41.41 24.74 70.31 1.25 42.35 32.79
IE04 1,435 11.44 8.68 2.76 43.97 23.95 67.95 1.47 51.09 29.41
IE07 1,089 17.68 15.51 2.17 43.06 24.31 66.11 1.38 49.75 34.59

<부표 1-3> LIS 분석대상의 개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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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사례수
NEET(%)

여성
(%)

연령
(평균)

부모동거
(%)

가구자원
(중위소득
대비 비중)

교육수준 
중간(%)

교육수준 
높음(%)전체

실업
NEET

비경활
NEET

IE10 816 27.40 24.78 2.62 41.37 25.09 59.60 1.32 45.74 43.91
LU97 883 6.71 5.73 0.98 42.27 26.16 54.01 1.00 55.52 24.25
LU00 700 5.51 4.63 0.88 40.90 26.25 46.01 1.02 50.32 29.76
LU04 946 7.04 6.14 0.90 35.50 26.23 52.71 0.95 38.08 30.68
LU07 872 8.57 7.92 0.65 38.36 26.47 52.16 1.04 45.21 28.32
LU10 1,056 14.87 12.12 2.75 37.36 26.60 59.71 1.07 48.99 25.02
MX96 6,540 23.57 9.01 14.56 47.81 23.33 86.55 1.62 18.36 5.71
MX00 4,099 18.14 4.60 13.54 46.26 23.71 87.36 1.72 21.98 8.50
MX04 9,111 20.74 7.90 12.84 47.26 23.75 86.91 1.59 25.78 14.59
MX08 12,791 20.58 7.96 12.62 46.95 23.93 87.82 1.71 29.45 13.74
MX10 9,587 20.37 10.37 10.00 38.95 23.69 86.11 1.75 30.03 19.32
NL99 1,075 4.28 3.62 0.66 43.81 25.66 30.54 0.95 46.19 35.24
NL04 2,171 5.07 3.53 1.54 44.28 24.82 42.41 1.10 50.37 25.97
PL99 6,403 26.05 19.67 6.38 40.17 23.59 73.54 1.18 79.31 7.21
PL04 7,606 33.52 26.81 6.71 40.10 24.46 69.60 1.18 72.29 16.28
PL07 8,814 19.46 14.68 4.78 40.13 24.59 77.72 1.31 68.50 21.47
PL10 8,627 21.35 18.78 2.57 38.59 24.87 60.72 1.27 65.14 26.73
SK04 1,677 17.31 15.40 1.91 39.47 25.00 92.09 1.40 77.71 18.68
SK07 1,895 10.78 8.58 2.20 37.61 25.59 89.98 1.35 77.35 20.07
SK10 1,802 20.62 18.84 1.78 35.29 26.65 89.45 1.39 66.65 28.50
SI04 1,177 19.76 19.34 0.42 35.40 26.13 82.15 1.20 66.63 22.67
SI07 1,200 15.87 10.56 5.31 34.32 26.30 78.96 1.24 61.21 28.07
SI10 1,109 22.55 14.96 7.59 32.65 26.56 74.20 1.21 63.38 27.42
ES95 2,011 36.19 34.07 2.12 40.81 24.98 92.54 1.32 36.39 15.83
ES00 1,696 18.21 15.65 2.56 44.62 25.72 81.05 1.46 40.60 22.89
ES04 4,500 14.09 9.87 4.22 42.17 26.08 75.57 1.32 28.32 32.05
ES07 3,509 14.21 10.35 3.86 38.64 26.30 76.63 1.28 23.97 36.30
ES10 2,871 29.20 23.62 5.58 39.72 26.91 73.23 1.31 21.16 37.27
UK99 5,157 11.45 9.27 2.18 39.03 24.92 46.98 1.43 59.28 22.44
UK04 5,436 8.14 5.89 2.25 42.62 24.76 44.19 1.40 60.68 28.15
UK07 4,634 7.94 6.15 1.79 42.14 24.68 43.76 1.46 62.93 30.51
UK10 4,488 13.39 11.75 1.64 41.51 24.79 45.32 1.40 62.16 30.91
US94 13,956 13.41 6.73 6.68 38.59 24.79 48.43 1.38 58.31 26.90
US00 18,047 12.54 5.38 7.16 40.13 24.47 43.93 1.31 55.96 28.38
US04 17,162 15.48 6.64 8.84 39.87 24.50 42.91 1.32 56.72 28.45
US07 17,403 15.13 6.62 8.51 40.04 24.54 44.20 1.35 56.78 30.74
US10 17,661 20.33 10.29 10.04 40.11 24.82 45.59 1.38 56.14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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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청년인구
비중

산업구조 기술발전 세계화

제조업
고용
비중

서비스업
고용비중

민간
R&D 비중 

특허수
(천개)

노동
생산성

kof 
세계화지

수

무역 
개방도

FDI비중
(국내)

FDI비중
(국외)

AU08 41.36 20.60 76.60 1.37 1.84 27.43 71.32 45.32 29.15 23.13

AU10 41.69 19.80 77.40 1.28 1.74 28.12 73.23 39.82 40.85 34.85
AT94 45.55 33.40 59.30 0.80(93) 0.34 21.77 59.20 66.31 7.15 4.65

AT00 40.57 30.60 63.60 1.24(평균) 0.77 24.89 77.46 85.54 15.87 12.64
AT04 37.97 27.90 67.30 1.47 1.08 26.34 81.99 91.00 23.58 23.28

BE95 42.58 26.40 71.10 1.17 0.38 30.26 89.17 112.76 39.07 27.91
BE00 39.95 26.30 71.90 1.39 0.81 32.65 94.35 141.46 82.25 75.75
CA00 40.53 23.10 73.60 1.13 2.24 25.94 79.05 83.16 28.77 32.14

CA04 39.33 22.40 75.00 1.14 2.50 26.82 73.21 70.61 30.96 36.59
CA07 39.03 21.10 76.40 1.07 3.04 27.75 76.51 66.71 35.56 35.77

CA10 39.25 19.70 78.10 0.95 2.93 28.39 73.11 60.04 36.67 39.45
CZ04 42.49 39.30 56.50 0.72 0.12 12.52 82.35 113.99 48.13 3.16

CZ07 41.90 40.30 56.30 0.77 0.22 14.51 87.33 131.53 59.53 4.53

CZ10 40.03 38.10 58.80 0.77 0.15 14.48 86.56 129.33 62.07 7.21
DK00 39.47 25.30 71.10 1.49(평균) 0.92 30.38 84.38 82.95 44.82 44.53

DK04 37.19 23.60 73.10 1.65 1.09 32.05 80.68 82.27 46.41 50.27
EE04 42.71 34.20 59.90 0.33 0.02 18.88 89.61 131.19 83.30 11.75

EE07 42.34 35.20 60.10 0.50 0.05 22.70 91.67 135.54 70.51 26.76
EE10 40.78 30.40 65.30 0.79 0.05 23.47 90.13 143.83 78.30 24.89
FR94 44.17 24.50 71.30 1.40 1.76 28.04 36.12 41.59 11.67 13.02

FR00 41.72 22.50 74.20 1.30 4.69 32.05 45.55 55.35 13.44 26.69
FR05 40.01 19.60 77.40 1.27 6.36 34.48 51.71 53.03 17.18 28.69

DE94 42.26 37.70 59.00 1.42 4.92 23.66 36.96 42.12 12.02 19.50
DE00 37.79 33.70 63.70 1.68 13.31 26.53 51.65 61.40 13.95 27.83

DE04 35.85 31.50 66.00 1.69 15.97 28.08 53.22 65.56 18.19 32.86

DE07 35.32 30.10 67.70 1.71 18.74 29.49 61.98 79.80 20.24 38.76
DE10 35.13 28.50 69.80 1.82(11) 18.50 29.50 58.29 78.96 21.01 42.88

GR95 44.17 23.20 56.40 0.12 0.03 12.30 44.16 37.08 7.99 2.14
GR00 44.10 22.60 60.00 0.14 0.05 14.20 54.82 59.48 10.68 4.61

GR04 42.35 22.10 65.60 0.16 0.06 16.19 58.03 49.97 11.88 5.75
GR07 40.72 22.10 66.50 0.16 0.12 16.84 68.55 57.47 16.70 9.93
GR10 38.83 19.90 67.80 0.23 0.09 16.17 65.66 52.78 11.69 14.23

HU94 41.55 33.90 57.10 0.30 0.06 7.16 60.09 56.41 16.52 0.51
HU99 42.42 34.60 58.20 0.27 0.16 7.72 83.02 113.81 47.50 1.89

HU05 42.02 32.80 62.20 0.40 0.20 10.25 87.28 127.86 54.62 7.72
HU07 41.72 33.10 62.10 0.49 0.25 10.67 92.30 156.34 68.89 13.92

HU09 41.09 31.40 63.90 0.65 0.23 10.60 92.89 146.78 76.43 16.72

IS04 43.98 22.40 71.30 1.40(평균) 0.04 22.83 77.59 70.87 15.20 29.41
IS07 43.75 20.70 73.40 1.40 0.03 24.90 87.78 76.20 76.56 117.14
IS10 43.69 18.00 76.10 1.32 0.03 25.97 90.88 97.08 88.86 86.47

<부표 2-1> 국가-시기별 거시지표 세부정보 1 : 노동시장구조 특성 

[부록 2] 국가-시기별 거시지표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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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청년인구
비중

산업구조 기술발전 세계화

제조업
고용
비중

서비스업
고용비중

민간
R&D 비중 

특허수
(천개)

노동
생산성

kof 
세계화지

수

무역 
개방도

FDI비중
(국내)

FDI비중
(국외)

IE95 49.21 28.30 59.90 0.86 0.10 19.38 94.83 135.63 63.97 24.36
IE00 47.62 28.10 64.30 0.78 0.22 25.63 97.77 176.90 127.96 28.12

IE04 46.70 26.70 67.20 0.78 0.30 29.11 97.13 145.92 107.57 55.27
IE07 47.15 27.00 67.90 0.81 0.44 30.48 97.58 146.15 75.64 55.73

IE10 44.73 19.70 75.80 1.11 0.34 33.29 99.29 172.81 130.74 155.70
LU97 41.68 25.90 72.20 1.22(보간) 0.03 31.21 99.51 216.38 118.23(보간) 20.40(보간)

LU00 40.46 24.00 74.40 1.46 0.06 34.06 99.73 269.20 157.62(보간) 84.32(보간)

LU04 38.86 23.80 74.50 1.43 0.05 34.18 100.00 281.31 222.60 156.51
LU07 38.28 22.60 75.80 1.38 0.04 36.28 100.00 335.17 279.18 236.25

LU10 38.32 21.30 77.50 1.02 0.05 34.45 100.00 326.46 330.35 358.68
MX96 61.35 22.70 55.50 0.06 0.05 7.98 54.15 54.18 12.64 1.14

MX00 59.28 27.00 55.70 0.10 0.10 8.89 52.51 55.94 18.76 1.28
MX04 56.89 24.90 59.40 0.17 0.16 9.06 52.74 54.17 25.02 5.81
MX08 54.63 25.80 61.30 0.16 0.23 9.26 59.13 58.38 22.72 5.68

MX10 53.62 24.00 62.30 0.17 0.24 8.85 59.19 61.00 34.65 10.48
NL99 41.02 21.20 75.80 1.03 2.55 28.83 90.94 117.11 43.70 59.30

NL04 37.90 19.10 77.70 0.97 3.21 31.18 93.01 118.36 84.38 100.65
PL99 44.44 31.30 50.60 0.28 0.07 8.76 43.72 53.99 15.50 0.61

PL04 44.85 28.80 53.20 0.16 0.12 11.02 67.64 72.21 33.32 0.42

PL07 44.45 30.70 54.50 0.17 0.17 11.83 73.58 81.47 40.14 3.50
PL10 42.81 31.10 55.70 0.19 0.28 13.08 74.58 82.41 40.99 5.08

SK04 45.61 39.00 55.90 0.25 0.03 15.74 79.55 140.45 65.36 2.51
SK07 44.87 39.40 56.40 0.18 0.05 18.50 82.51 168.82 62.22 2.71

SK10 42.99 37.10 59.60 0.26 0.05 19.32 86.45 154.12 56.54 3.88
SI04 40.36 36.00 54.40 0.92 0.09 18.88 64.85 111.48 20.92 8.76
SI07 39.47 34.80 55.40 0.85 0.12 22.29 80.69 136.84 22.74 15.57

SI10 37.98 32.50 58.80 1.40 0.13 21.47 74.92 127.07 22.24 16.98
ES95 48.10 30.20 60.90 0.37 0.28 21.69 52.10 44.87 16.90 5.60

ES00 45.78 31.20 62.20 0.47 0.64 21.81 68.06 60.28 26.26 21.70
ES04 43.25 30.30 64.30 0.56 1.16 21.99 69.15 54.31 38.10 26.39

ES07 41.35 29.10 66.40 0.69 1.54 22.47 77.97 57.54 39.60 39.35

ES10 38.55 23.10 72.70 0.69 1.90 23.65 73.98 52.39 43.89 45.63
UK99 41.67 25.80 72.60 1.17 5.30 24.93 57.88 51.66 24.71 44.05

UK04 39.64 22.00 76.70 1.01 5.96 28.17 58.44 51.60 32.22 56.99
UK07 39.50 23.00 76.00 1.06 6.42 29.69 61.78 53.96 39.11 60.83

UK10 39.69 19.20 79.70 1.03 5.76 29.30 61.48 59.87 45.47 67.93
US94 45.85 24.00 73.20 1.61 15.57 28.14 28.77 20.99 10.31 15.16
US00 42.40 23.10 75.20 1.94 40.84 31.63 38.02 24.98 26.88 26.02

US04 41.45 20.00 78.40 1.70 45.61 35.35 36.66 24.29 21.99 27.21
US07 40.87 19.80 78.80 1.86 50.04 36.67 45.36 27.96 24.37 36.20

US10 40.88 17.20 81.20 1.86 45.23 38.97 40.01 28.18 22.72 31.93

주: 괄호 안은 결측자료의 대체연도 혹은 대체방법. 보간은 인근 시기의 값이 없을 경우 경향성을 
반영하여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으로 대체한 것. 평균은 결측 년도 인근 전후 값이 제시
된 경우 두 값의 평균값으로 대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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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교육제도 조합주의 고용보호정도

선별성
직업교육 
중심성

노동시장 
연계성

노조가입률
단체협상 
적용률

통합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AU08 41.99 65.55 0.00 18.57 53.30 1.02 1.17 0.88 0.29
AU10 44.37 56.93 0.00 18.44 58.00 1.27 1.67 0.88 0.79
AT94 12.00(97) 77.79 33.48(00) 41.43 98.00(95) 2.03 2.75 1.31 1.44
AT00 14.48 74.95 33.48 36.60 98.00 2.03 2.75 1.31 1.44
AT04 19.71(05) 76.80 31.95 34.42 98.00(05) 1.84 2.37 1.31 1.06
BE95 34.00 67.62 8.68(99) 52.79 96.00 3.24 1.85 4.63 -2.78
BE00 36.02 68.83 9.54 56.18 96.00 2.11 1.85 2.38 -0.53
CA00 48.39 15.73 0.00 28.20 30.35 0.59 0.92 0.25 0.67
CA04 53.66(05) 2.54 0.00 27.78 29.63 0.59 0.92 0.25 0.67
CA07 55.70 20.50 0.00 27.29 29.36 0.59 0.92 0.25 0.67
CA10 56.47 5.57 0.00 27.41 29.30 0.59 0.92 0.25 0.67
CZ04 14.23(05) 77.78 37.54 21.02 43.42 1.90 3.31 0.50 2.81
CZ07 15.47 73.41 29.28 18.26 50.35 2.09 3.05 1.13 1.93
CZ10 22.63 71.51 28.17 16.97 51.17 2.18 3.05 1.31 1.74
DK00 29.29 54.92 53.55 73.93 85.00 1.75 2.13 1.38 0.76
DK04 39.83(05) 46.62 45.92 70.37 85.00 1.75 2.13 1.38 0.76
EE04 32.74(05) 41.34(05) 41.34 10.08 28.00 2.31 2.74(평균) 1.88(평균) 0.87
EE07 34.59 40.62 40.62 7.35 25.00 2.31 2.74(평균 1.88(평균) 0.87
EE10 38.04 44.33 0.90 7.65 24.00(09) 1.84 1.81 1.88 -0.07
FR94 30.00 52.51 11.63(00) 8.93 94.17(평균) 2.98 2.34 3.63 -1.28
FR00 31.37 57.28 11.63 7.97 95.28(평균) 2.98 2.34 3.63 -1.28
FR05 39.77 56.44 11.10 7.67 97.72(04) 3.05 2.47 3.63 -1.16
DE94 22.00 77.51 53.74(00) 30.38 80.80(95) 2.96 2.68 3.25 -0.57
DE00 22.25 66.56 53.74 24.57 67.75 2.34 2.68 2.00 0.68
DE04 22.50(05) 64.59 51.78 22.17 65.75 1.84 2.68 1.00 1.68
DE07 22.62 62.11 48.51 19.89 61.65 1.84 2.68 1.00 1.68
DE10 26.13 55.22 48.79 18.56 59.76 1.84 2.68 1.00 1.68
GR95 22.00(97) 29.32 0.00 31.30 85.00 3.78 2.80 4.75 -1.95
GR00 23.92 43.78 0.00 26.51 83.71(보간) 3.78 2.80 4.75 -1.95
GR04 25.50(05) 39.33 0.00 24.52 82.00 2.78 2.80 2.75 0.05
GR07 27.86 38.73 0.00 24.51 83.00 2.78 2.80 2.75 0.05
GR10 30.93 34.64 0.00 22.46 64.00 2.78 2.80 2.75 0.05
HU94 14.00 15.18(98) 18.33(99) 49.11(95) 39.50 1.31 2.00 0.63 1.38
HU99 14.69(00) 18.33 18.33 24.53 38.90 1.31 2.00 0.63 1.38
HU05 19.57 23.75 23.75 17.47 32.51 1.56 2.00 1.13 0.88
HU07 21.98 23.80 23.80 14.98 37.29 1.56 2.00 1.13 0.88
HU09 26.01 23.70 23.70 12.80 28.68 1.56 2.00 1.13 0.88
IS04 35.79(05) 38.84 17.64 99.07 89.00(02) 1.18 1.73(10) 0.63(10) 1.11
IS07 32.46 34.79 16.21 87.11 88.00(08) 1.18 1.73(10) 0.63(10) 1.11
IS10 36.18 34.71 15.89 84.42 88.00(08) 1.18 1.73 0.63 1.11
IE95 9.00 20.83 2.60(00) 45.14 46.19(보간) 0.84 1.44 0.25 1.19
IE00 29.80 20.39 2.60 37.99 44.22 0.84 1.44 0.25 1.19
IE04 40.67(05) 31.56 14.15 35.50 41.73(05) 1.03 1.44 0.63 0.81
IE07 44.08 33.67 15.77 31.47 41.10(평균) 0.95 1.27 0.63 0.64

<부표 2-2> 국가-시기별 거시지표 세부정보 2 :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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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교육제도 조합주의 고용보호정도

선별성
직업교육 
중심성

노동시장 
연계성

노조가입률
단체협상 
적용률

통합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IE10 48.32 31.43 11.15 32.69 40.49(09) 0.95 1.27 0.63 0.64
LU97 22.88(00) 67.11 13.75(98) 42.39 60.00(98) 3.00 2.25(08) 3.75(08) -1.50
LU00 22.88 68.50 13.01 42.53 60.00 3.00 2.25(08) 3.75(08) -1.50
LU04 37.01(05) 69.42 13.17 42.26 58.00 3.00 2.25(08) 3.75(08) -1.50
LU07 35.74 66.67 13.44 38.74 58.00 3.00 2.25(08) 3.75(08) -1.50
LU10 44.22 65.57 13.91 35.10 59.00 3.00 2.25(10) 3.75(10) -1.50
MX96 17.00 15.91 0.00 14.51 13.72(09) 3.10 2.19 4.00 -1.81
MX00 17.45 12.96 0.00 15.61 13.72(09) 3.10 2.19 4.00 -1.81
MX04 18.22(05) 10.45 0.00 17.46 13.72(09) 3.10 2.19 4.00 -1.81
MX08 19.70 9.36 0.00 15.67 13.72(09) 3.10 2.19 4.00 -1.81
MX10 21.34 9.20 0.00 14.38 12.20 3.10 2.19 4.00 -1.81
NL99 27.13(00) 68.35 21.60(98) 24.68 81.83(00) 1.91 2.88 0.94 1.95
NL04 35.37(05) 69.37 23.46 20.80 84.99 1.91 2.88 0.94 1.95
PL99 14.18 68.29 0.00 20.50 25.00(00) 1.49 2.23 0.75 1.48
PL04 25.53 54.56 0.00 19.00 19.70(보간) 1.99 2.23 1.75 0.48
PL07 30.04 51.92 5.49 15.60 15.73 1.99 2.23 1.75 0.48
PL10 37.12 54.97 5.76 14.58 14.84(11) 1.99 2.23 1.75 0.48
SK04 16.25(05) 74.50 37.22 23.61 40.00 1.42 2.22 0.63 1.60
SK07 17.47 73.57 29.79 18.76 40.00 1.42 2.22 0.63 1.60
SK10 24.02 71.78 28.92 16.95 35.00(11) 1.92 2.22 1.63 0.60
SI04 24.68(05) 66.62(05) 3.61(05) 43.70(03) 100.00 2.23 2.65(08) 1.81(08) 0.84
SI07 30.06 64.10 1.55 28.08(08) 94.00 2.23 2.65(08) 1.81(08) 0.84
SI10 31.30 63.99 0.00 25.02 80.00 2.23 2.65(10) 1.81(10) 0.84
ES95 32.00 39.75 5.14(00) 16.79 90.94 2.80 2.36 3.25 -0.89
ES00 34.08 41.04 5.14 16.57 83.40 2.80 2.36 3.25 -0.89
ES04 40.70(05) 38.70 3.79 15.57 76.56 2.80 2.36 3.25 -0.89
ES07 40.02 43.42 1.90 15.73 76.40 2.68 2.36 3.00 -0.64
ES10 40.31 44.57 2.23 17.57 77.45 2.68 2.36 3.00 -0.64
UK99 28.89(00) 66.73 0.00 30.13 36.10 0.67 1.10 0.25 0.85
UK04 35.33(05) 71.48 0.00 28.86 34.70 0.82 1.26 0.38 0.89
UK07 43.08 41.01 0.00 27.88 34.60 0.82 1.26 0.38 0.89
UK10 46.04 31.73 0.00 26.36 30.90 0.82 1.26 0.38 0.89
US94 36.00 13.67(98) 0.00 14.92 16.79 0.25 0.26 0.25 0.01
US00 38.08 13.15 0.00 12.91 14.18 0.25 0.26 0.25 0.01
US04 39.24(05) 3.73 0.00 12.02 13.28 0.25 0.26 0.25 0.01
US07 40.38 3.67 0.00 11.56 12.73 0.25 0.26 0.25 0.01
US10 42.31 4.40 0.00 11.38 13.13 0.25 0.26 0.25 0.01

주: 괄호 안은 결측자료의 대체연도 혹은 대체방법. 보간은 인근 시기의 값이 없을 경우 경향성을 
반영하여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으로 대체한 것. 평균은 결측 년도 인근 전후 값이 제시된 
경우 두 값의 평균값으로 대체한 것임. 룩셈부르크와 슬로베니아의 고용보호지수는 2008년 이후 조
사되었으며 2008~2012년 동안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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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복지급여 수준 복지제도 구성(청년대상)

전체
공공고용 
서비스

훈련 고용보조
실업급여 

소득대체정도
(개인단위)

실업급여 
제도구성의 

관대성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AU08  9.24 11.23 -0.01 0.42 1.80 0.00 4.00
AU10  7.04 11.71 0.02 0.41 2.18 0.00 4.00
AT94 12.28 8.02 0.31 0.27 1.68 0.66 2.00
AT00 17.17 8.23 0.78 0.45 1.44 0.77 2.00
AT04 13.36 10.84 0.61 0.61 1.85 0.77 2.00
BE95 17.91 11.43 0.35 5.85 5.29 56.69 4.00
BE00 16.37 9.96 0.46 2.75 2.54 56.69 4.00
CA00  6.19 13.89 0.38 0.42 2.50 0.86 0.00
CA04  4.98 13.14 0.18 0.33 2.71 0.86 0.00
CA07  4.76 10.05 0.08 0.22 2.61(평균) 0.86 0.00
CA10  4.06 9.44 0.25 0.28 2.61(평균) 1.17 0.00
CZ04  3.30 7.35 0.08 0.72 1.67 2.25 3.00
CZ07  5.11 8.01 0.03 0.54 0.52 1.13 3.00
CZ10  5.05 6.98 0.09 1.07 1.06 0.94 3.00
DK00 43.40 21.88 2.63 3.33 5.07 0.75 3.00
DK04 31.90 25.49 1.29 3.83 6.30 0.75 3.00
EE04  0.73 1.60 0.22 0.08 0.15 0.85 3.00
EE07  1.23 1.73 0.21 0.01 0.02 1.11 3.00
EE10  1.50 6.43 0.16 1.25 0.89 1.11 3.00
FR94 12.25 10.76 0.89 4.95 4.10 0.67 2.00
FR00 14.83 11.26 1.17 5.21 3.84 0.67 2.00
FR05 13.58 15.41 0.25 2.33 4.82 1.83 2.00
DE94 15.47 13.63 1.04 4.08 3.70 1.13 2.00
DE00 17.76 14.69 1.45 4.17 2.42 1.13 2.00
DE04 11.70 15.53 0.49 4.78 5.30 1.13 2.00
DE07  9.38 20.20 0.88 1.71 1.13 1.13 4.00
DE10 14.25 27.60 1.32 1.66 1.51 0.86 4.00
GR95  6.92 5.59 0.38 0.33(94) 1.32(평균) 1.31 3.00
GR00  3.04 0.35 0.52 0.56 0.87 0.82 3.00
GR04  1.97 1.04 0.15 0.75 1.31 0.82 3.00
GR07  2.52 0.72 0.17 0.51 0.78 0.82 3.00
GR10  2.26 0.64 -0.10 1.87 2.32 0.82 3.00
HU94  8.12 7.55 0.61 2.21 2.90 0.66 1.00
HU99  8.33 5.93 0.24 1.16 1.62 0.66 1.00
HU05  6.17 5.11 0.18 1.09 1.82 0.53 0.00
HU07  6.25 4.63 0.03 1.26 1.91 0.53 1.00
HU09  6.36 4.85 -0.32 2.77 1.63 0.53 1.00
IS04  3.45 5.75 0.13 0.00 1.39 26.00 0.00
IS07  2.49 3.12 0.07 0.00 0.34 15.60 0.00
IS10  0.97 5.50 0.00 0.00 6.36 15.60 0.00
IE95 16.03 14.05 2.88 7.43 2.10 1.67 4.00
IE00 22.63 7.52 1.81 1.74 3.24 1.67 4.00
IE04 18.36 7.55 0.67 0.95 2.54 1.00 4.00

<부표 2-3> 국가-시기별 거시지표 세부정보 3 :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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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복지급여 수준 복지제도 구성(청년대상)

전체
공공고용 
서비스

훈련 고용보조
실업급여 

소득대체정도
(개인단위)

실업급여 
제도구성의 

관대성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IE07 15.89 7.79 0.63 0.86 7.36 1.00 4.00
IE10  7.94 9.73 -0.03 3.45 13.32 1.00 4.00
LU97 11.48 2.56 0.38 0.12 1.33 2.00 3.00
LU00 11.43 3.68 0.51 0.10 0.46 2.00 3.00
LU04 11.56 4.08 0.33 1.05 1.23(평균) 2.00 3.00
LU07 14.60 4.24 0.66 0.77 0.89 2.00 3.00
LU10 15.62 5.10 0.15 1.53 2.23 2.00 3.00
MX96  0.98 0.04 0.10 0.00 0.42(평균) 0.00 0.50
MX00  1.60 0.04 0.12 0.00 0.42(평균) 0.00 0.50
MX04  0.46 0.09 0.02 0.00 0.42(평균) 0.00 0.50
MX08  0.49 0.09 0.00 0.00 0.59 0.00 0.50
MX10  0.31 0.10 0.03 0.01 0.25 0.00 0.50
NL99 51.98 34.41 0.46 2.49 0.95 0.75 0.00
NL04 31.42 31.72 0.22 3.29 2.87 0.75 0.00
PL99  3.90 2.16 0.49 2.21 1.18(평균) 1.01 0.00
PL04  2.34 3.07 0.45 3.09 1.18(평균) 0.46 3.00
PL07  6.74 5.38 0.73 2.31 1.26 0.46 3.00
PL10  9.28 5.12 0.10 4.11 1.11 0.46 3.00
SK04  1.50 10.50 0.05 0.94 0.98 0.44 0.00
SK07  2.29 6.48 0.05 1.07 0.47 0.44 0.00
SK10  2.58 6.23 0.02 2.61 1.08 0.44 0.00
SI04  4.36 0.34 0.18 0.85 0.78 0.23 1.00
SI07  4.52 5.97 0.22 0.27 0.39 0.23 0.00
SI10  7.65 7.53 0.11 1.47 0.52 0.23 0.00
ES95  2.70 4.01 0.36 3.01 3.01 0.36 1.00
ES00  7.46 4.17 0.90 5.29 1.71 0.36 1.00
ES04  8.16 6.72 0.23 4.05 1.78 0.36 1.00
ES07 11.06 7.75 0.27 3.36 1.85 0.36 1.00
ES10  5.20 11.09 -0.08 9.28 7.08 0.36 1.00
UK99  4.71 9.99 0.12 0.17 1.74 1.04 4.00
UK04 11.75 26.99 0.07 0.07 0.65 1.04 4.00
UK07  7.44 18.70 0.03 0.10 0.72 1.04 4.00
UK10  6.33 23.19 0.01 0.32 1.68 1.00 4.00
US94  3.65 3.62 0.20 0.24 0.79 1.00 0.00
US00  4.60 2.69 0.19 0.12 0.37 1.00 0.00
US04  2.71 2.23 0.15 0.16 0.51 1.00 0.00
US07  2.90 1.81 0.04 0.13 0.49 1.00 0.00
US10  1.60 2.89 0.07 0.34 2.13 1.00 1.00

주: 괄호 안은 결측 자료의 대체연도 혹은 대체방법. 보간은 인근 시기의 값이 없을 경우 경향
성을 반영하여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으로 대체한 것. 평균은 결측 년도 인근 전후 값
이 제시된 경우 두 값의 평균값으로 대체한 것임. 룩셈부르크와 슬로베니아의 고용보호지수는 
2008년 이후 조사되었으며 2008~2012년 동안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호주는 실업급여제도가 
없고, 멕시코는 일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업급여제도가 존재하므로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
을 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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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s

실업급여 
기여기간

(월)

실업급여 
지급기간

(월)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구체적 내용 

AU08
AU10

0.00
0.00

0.00
0.00

0.00
0.00

4
4

1)실업급여 없음. 0으로코딩
2)실업부조는YA(youth allowance)와 NSA(New Start 

Allowance)가 있음. 연령에 따라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
음. 무기한으로 지급. 자산조사 있음 

AT94 7.00 4.62 0.66 2 1)2년동안 12개월(->14개월 기준으로 변환). 급여는 최소 20주
2)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종료자에게 무기한으로 제공
3)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는 공공부조대상 

AT00
AT04

6.00
6.00

4.62
4.62

0.77
0.77

2
2

1)청년대상 특별조치 도입:25세이하 청년은 26주 기여만으로도 
급여자격 취득 

BE95
BE00

7.41
7.41

420.00
420.00

56.69
56.69

4
4

1)36세 이하는 18개월 동안 312일(13개월 기준으로 바꿈). 실
업급여 자격기준은 연령에 따라 상이함.

2)한달에 26일 기준으로 급여지급. 급여기간 제한 없음 (무제한
이므로 30세가 65세까지 35년을 받는다고 계산)

3)고용기록이 없는 청년의 경우(18-29세 해당), 학업을 마친 
후 일정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중간수준의 급여로 기한 제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에 포함됨). 자산조사 없
음. 

CA00
CA04
CA07

3.74
3.74
3.74

3.23
3.23
3.23

0.86
0.86
0.86

0
0
0

1)지역실업률에 따라 자격기준도 달라짐. 지역실업률 6%이하
는 지난 52주 동안 700시간 근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
하는 경우 910시간이상 근로(하루8시간 근무로 가정하고 월
로 계산)

2)급여기간은 최소14주~45주.2주 대기기간 

CA10 3.74 4.38 1.17 0 1)급여 지급기간 상향조정. 최소 19~최대 50주 

CZ04 2.67 6.00 2.25 3 1)지난 3년간 12개월 고용기간 중 6개월 기여(16개월 기준으
로변경). 청년의 경우 12개월 고용기간 조건 없음. 6개월만 
기여하면 됨

2)모든 구직자에게 6개월(50세 이상은 증가)
3)재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 지급(실업부조에서). 고용 

및 기여조건 없음 

CZ07 5.33 6.00 1.13 3 1)2004년 10월 이후 변경됨. 지난 3년동안 12개월기 여 

CZ10 5.33 5.00 0.94 3 1)기여조건 동일
2)급여기간 5개월로 단축
3)기존에 실업부조에 있던 재훈련 급여가 실업보험의 재훈련수

당으로 변경. 그러나 내용은 동일 
DK00
DK04

5.33
5.33

4.00
4.00

0.75
0.75

3
3

1)지난 3년 동안 52주 풀타임 노동을 하거나(기준16개월), 직
업훈련에 18개월 이상 참여한 18세이상 청년은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2)최대 4년
3)청년의 경우, 학업 끝내고 바로 보험가입하거나 최소 18개월 

직업훈련 완료하면 일정금액의 급여제공. 실업부조는 없음. 
사회부조에서 청년실업자 급여 지급 가능함

<부표 2-4> 국가-시기별 거시지표 세부정보 4: 실업 관련 급여의 제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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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s

실업급여 
기여기간

(월)

실업급여 
지급기간

(월)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구체적 내용 

EE04 7.00 5.92 0.85 3 1)24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기여(기준 월 14개월로 변경)
2)기여5년 이하는 180일까지 지급, 7일의 대기기간 있음
3)실업급여 만료자 또는 미자격자에게 실업수당(부조)있음. 자

산조사 있음. 270일까지 지급

EE07
EE10

5.33
5.33

5.92
5.92

1.11
1.11

3
3

1)36개월 동안 최소 12개월로 변경 (기준16개월로 변경)

FR94
FR00

6.00
6.00

4.00
4.00

0.67
0.67

2
2

1)지난 8개월 동안 4개월 기여(기준12개월로 변경해야)
2)4개월 급여지급. 급여지급 기간은 기여기간에 비례해 증가
3)실업부조 있음. 지난 10년 동안 5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 자

에게 무기한으로 지급. 연도별 변화 없음  
FR05 3.82 7.00 1.83 2 1)22개월 동안 6개월 기여하면 7개월 급여지급(기준기한 14개

월로 변환)

DE94
DE00
DE04

5.33
5.33
5.33

6.00
6.00
6.00

1.13
1.13
1.13

2
2
2

1)지난 3년 동안 12개월 기여
2)12개월 기여시 6개월 급여지급
3)기여가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공공부조에서 커버되었음 

DE07 5.33 6.00 1.13 4 1)하르츠개혁으로 인해 2005년1월부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
닌 근로능력자는 실업부조로 묶이게 됨. 기한제한 없이 소득
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있음. 가구단위로 지급. 

DE10 7.00 6.00 0.86 4 1)지난 2년동안 12개월기여(기준연도 변경)

GR95 3.82 5.00 1.31 3 1)Papadopoulos(2000), 유길상(1999)참고, 97년값으로 대체
2)최초 실업시, 최근 2년 동안 매해 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두 번째부터는 최근 14개월 동안 125일 또는 지난 2년동안 
200일이상 보험료 납부

3)대기기간 6일후
4)125~149일:5개월 

GR00
GR04
GR07
GR10

6.11
6.11
6.11
6.11

5.00
5.00
5.00
5.00

0.82
0.82
0.82
0.82

3
3
3
3

1)지난 14개월 동안 200일
2)125-149일 고용되면 5개월
3)20-29세 1년 동안 실업상태인 경우 73.37유로를 5개월 제한

으로 지급. 기여기록 없어도 됨

HU94
HU99

4.50
4.50

2.96
2.96

0.66
0.66

1
1

1)지난 4년 동안 1년 기여
2)최저 90일 급여지급
3)수급자를 대상으로 기한 제한이 있는 실업부조 

HU05 2.47 1.32 0.53 0 1)지난 4년 동안 200일 기여
2)최소40일~270일. 기여 5일당 하루보장
3)실업부조는 2000년 5월부터 종료

HU07
HU09

4.50
4.50

2.40
2.40

0.53
0.53

1
1

1)지난 4년 동안 365일 기여하면 jobseeker allowance. 기여 5
일당 하루 보장

2)지난 4년 동안 200일 기여하면 jobseeker aid. UI종료자에게 
일시로 지급. 기여기록 없으면 공공부조로 

IS04 2.31 60.00 26.00 0 1)10주(400시간) 보험가입하면 최대 5년 급여 받을 수 있음
2)공공부조의 경우, 18세 이상의 다른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음. 자산조사가 아닌 소득조사를 함. 18-24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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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s

실업급여 
기여기간

(월)

실업급여 
지급기간

(월)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구체적 내용 

년 중 저소득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급여의 반을 추가로 받
을 수 있음

IS07 2.31 36.00 15.60 0 1)10주 보험가입 최대 3년까지 급여지급
2)공공부조 연도별 변화 없음 

IS10 2.31 36.00 15.60 0 1)10주 보험가입 최대 3년까지 급여지급
2)청년의 학업기간(6개월 전일제)를 13주 노동기간으로 인정해

줌=>청년의 급여액 상승
3)공공부조 변화 없음 

IE95
IE00

9.00
9.00

15.00
15.00

1.67
1.67

4
4

1)최근 과세연도에 39주 기여. 390일 급여지급(1주 6일 기준 
15개월)

*청년조치:18세 이상인 청년의 경우 390일 까지 급여 받을 수 
있음

2)실업부조: 미충족자도 해당. 기간제한 없음(asset tested)
3)공적부조는 실업자에게 지급하지않음 

IE04
IE07

12.00
12.00

12.00
12.00

1.00
1.00

4
4

1)52주 기여, 390일 급여 지급
2)18세 이상 청년의 경우, 최대 급여기간 312일로 감소 

IE10 12.00 12.00 1.00 4 1)일반적으로 52주 기여, 최대 12개월 급여지급. 2008년 10월 
15일 이후 개정됨

2)18세 이상 청년의 경우 최대 312일
3)20세미만, 실업부조로 신규 진입한 청년의 경우 실업부조 급

여액 절반으로 삭감됨. 

LU97
LU00
LU04
LU07
LU10

6.00
6.00
6.00
6.00
6.00

12.00
12.00
12.00
12.00
12.00

2.00
2.00
2.00
2.00
2.00

3
3
3
3
3

1)일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26주 기여
2)16세 이상 청년의 경우, 특별조치 존재함. 기여기간 못 채우

는 경우 급여수준 하향조정하여 365일 급여지급. 그러나 대
기기간 39주~26주(최소 9년 교육 이수한 경우)

3)실업급여 미충족자를 실업부조가 아닌 실업급여에서 지급하
고있음. 미충족자에게 기한제한으로 현금급여 지급. 

MX96
MX00
MX04
MX08
MX10

0.00
0.00
0.00
0.00
0.00

3.00
3.00
3.00
3.00
3.00

0.00
0.00
0.00
0.00
0.00

0.5
0.5
0.5
0.5
0.5

1)노동자 기여조건 없음. 고용주가 해고한 경우, 고용주가 3개
월 분량의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2)전국 단위의 사회보험체계 없음=>관대성==0으로 코딩
3)실업부조가 있기는 하나,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 처한 경우만 

지급. 저소득 실업자에게 모두 지급 

NL99
NL04

8.00
8.00

6.00
6.00

0.75
0.75

0
0

1)지난 39주(9개월) 동안 최소 26주 기여. 급여 지급기간 6개
월

*네덜란드의 실업급여는 소득연계급여와 소득비연계급여가 있
음. 소득연계는 지난 5년 동안 4년간 일을 했어야 하며 마지
막 임금수준 대비 실업급여를 지급. 소득 비연계급여는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70%를 지급

3)실업부조 없음. 공공부조는 고령자, 장애가 있는 자에게 주로 
지급. 21세 이하의 실업자의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가 
없음을 명시

PL99 5.92 6.00 1.01 0 1)지난 1년 동안 180일 고용하면 최소 6개월 정률로 급여받을 
수 있음 

PL04
PL07

13.00
13.00

6.00
6.00

0.46
0.46

3
3

1)지난 18개월 동안 365일 고용(기준기한 13개월로 변환), 최
소 6개월 급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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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s

실업급여 
기여기간

(월)

실업급여 
지급기간

(월)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구체적 내용 

PL10 13.00 6.00 0.46 3
2)2004년부터 청년특별조치 존재. 훈련이나 ALMP프로그램 참

여시 실업급여의 약 40%를 받을 수 있음(최장12개월)

SK04
SK07
SK10

13.50
13.50
13.50

6.00
6.00
6.00

0.44
0.44
0.44

0
0
0

1)지난 4년 동안 3년 이상 기여
2)급여지급기간 최대 6개월
3)청년을 위한 특별조치 없음
4)실업부조 없음 

SI04 13.00 3.00 0.23 1 1)18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기여
2)1~5년 기여한 경우 3개월 급여지급
3)04년에 실업부조 있음. 실업급여 종료자 중 기준소득 이하의 

자, 최대 15개월. 그 이후에 실업부조 확인 안됨SI07 13.00 3.00 0.23 0
SI10 13.00 3.00 0.23 0

ES95
ES00
ES04
ES07
ES10

11.00
11.00
11.00
11.00
11.00

4.00
4.00
4.00
4.00
4.00

0.36
0.36
0.36
0.36
0.36

1
1
1
1
1

1)지난 6년 동안 12개월 기여
2)최소 4개월~2년 급여지급. 기여기간에 따라 상이
3)00년~10년 동안 변함없음. 95년 값도 평균대체
4)실업급여 종료자에게 실업부조 평균 6개월~최대 18개월까지 

지급 

UK99
UK04
UK07

5.77
5.77
5.77

5.98
5.98
5.98

1.04
1.04
1.04

4
4
4

1)지난 2년중, 1년 동안 최저 보험료의 25배 기여(즉25주기여)
하고 급여는 최대 182일까지 지급

3)실업급여 종료자나 미수급자 중, 일정 소득이하인 실업자에
게 기한 제한 없이 급여지급 

UK10 6.00 5.98 1.00 4 1)최저 보험료 25배를 26배로 상향조정 

US94 6.00 6.00 1.00 0
1)자료없음. 유길상 외에서 제시된 1997년 미국현황 참고하여 

대체

US00
US04
US07

6.00
6.00
6.00

6.00
6.00
6.00

1.00
1.00
1.00

0
0
0

1)주마다 다름. 소수의 주에서 15~20주. 미시간의 경우 6개월. 
최소값으로 15주라고 간주. 기여기간보다는 일정 이상의 소
득액이 더중요. 분기별로 계산.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한의 분기는 2분기로 여겨짐

2)최대 급여수급 기간이 평균적으로 26주 
US10 6.00 6.00 1.00 1 1)긴급실업보상프로그램 일시적으로 도입. 2008년 법개정,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긴급실업보상은 실업급여 기본급여가 종료된 후에도 실업상

태인 경우에 지급. 소득 및 자산조사없음. 연방정부 재원으
로 지원 

주: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은 실업급여기여기간 대비 실업급여 지급기간으로 측정함. 실업급여 미
수급자의 소득보장의 값은 다음의 의미를 가짐. 0=없음 1=실업급여 종료자에게 기한제한으로 지급, 
2=실업급여 종료자에게 기한제한없이 지급, 3=실업급여 미충족자에게 기한제한으로 지급, 4=실업급
여 미충족자에게 기한 무제한으로 지급. 멕시코의 경우 실업부조가 있기는 하나, 특수한 지역적 상
황에 처한 경우만 지급
출처: OECD(2015b)에서 제공하는 Wages and Benefits의 국가-시기별 제도소개 자료를 주로 참고
하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자료와 LIS에서 제공하는 제도
개요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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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s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GDP 성장률 35세 이상 성인실업률 조세격차

AU08 71.10 -0.30 2.97 14.87
AU10 71.40 0.96 3.50 14.63
AT94 61.70 2.01 3.34 33.73(보간)
AT00 61.90 3.12 3.30 35.24
AT04 63.40 2.06 4.39 36.07
BE95 56.30 2.17 6.89 42.87(보간)
BE00 56.60 3.40 4.99 42.58
CA00 69.80 4.21 5.45 23.10
CA04 73.00 2.13 5.70 20.96
CA07 73.90 1.08 4.85 19.74
CA10 74.30 1.94 6.53 17.71
CZ04 62.80 4.89 6.60 28.93
CZ07 62.10 4.96 4.74 21.34
CZ10 62.30 2.04 6.00 21.11
DK00 75.70 3.42 4.00 28.77
DK04 76.10 2.39 4.71 27.15
EE04 69.40 6.99 8.34 31.79
EE07 72.00 8.37 4.09 29.48
EE10 73.90 2.65 15.23 31.01
FR94 61.50 1.97 9.11 40.68(보간)
FR00 64.50 3.17 8.07 41.27
FR05 65.60 0.85 6.26 42.19
DE94 61.40 2.20 8.46 36.62(보간)
DE00 63.60 2.92 8.14 35.27
DE04 66.10 1.29 10.18 35.02
DE07 69.90 3.49 8.11 35.46
DE10 71.50 4.34 6.51 32.62
GR95 44.70 1.83 4.75 40.49(보간)
GR00 49.50 3.50 6.19 40.70
GR04 54.50 4.80 6.77 42.64
GR07 55.40 3.01 5.25 42.37
GR10 58.00 -5.60 9.06 40.42
HU94 52.40 3.28 8.24 48.62(보간)
HU99 51.10 3.54 5.35 43.93(00)
HU05 54.40 4.56 5.54 40.63
HU07 54.50 0.58 6.04 44.03
HU09 54.50 -6.41 8.13 43.22
IS04 79.90 6.99 1.91 18.60
IS07 82.00 7.01 1.15 19.10
IS10 82.10 -3.21 4.57 19.19
IE95 47.80 9.17 10.32 12.03(보간)
IE00 57.00 8.79 3.74 15.50
IE04 59.00 2.60 3.38 6.59
IE07 64.40 2.42 3.36 3.96
IE10 63.20 -0.06 10.78 4.73
LU97 62.40 4.60 1.48 7.41(보간)

<부표 2-5> 국가-시기별 거시지표 세부정보 5 : 2수준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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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s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GDP 성장률 35세 이상 성인실업률 조세격차

LU00 69.40 7.03 1.35 11.72
LU04 85.10 3.00 3.56 8.34
LU07 96.40 6.64 2.46 10.92
LU10 96.30 3.74 3.28 11.64
MX96 41.60 3.63 3.07 12.01(보간)
MX00 43.30 5.33 1.42 12.68
MX04 45.30 3.00 1.95 15.30
MX08 46.40 0.00 2.07 15.08
MX10 48.60 3.91 3.50 15.98
NL99 64.20 4.35 2.83 29.95(00)
NL04 69.40 1.70 4.19 29.56
PL99 60.00 4.68 9.36 30.08(00)
PL04 57.90 5.18 15.00 33.40
PL07 56.00 7.25 7.62 32.36
PL10 55.70 2.75 7.26 28.41
SK04 62.90 5.20 15.59 27.12
SK07 61.10 10.72 9.52 23.94
SK10 62.30 4.85 11.52 22.85
SI04 67.20 4.30 4.50 26.24
SI07 68.60 6.36 3.51 24.47
SI10 69.10 0.88 5.25 22.86
ES95 45.60 2.61 14.97 31.57(보간)
ES00 51.50 4.81 10.05 32.25
ES04 57.40 1.57 8.38 33.03
ES07 62.00 1.76 6.51 32.86
ES10 66.40 -0.40 16.20 33.97
UK99 67.50 2.75 4.52 27.85(00)
UK04 69.20 1.95 3.12 27.81
UK07 69.50 1.76 3.35 28.35
UK10 70.50 0.73 5.27 26.51
US94 69.60 2.78 4.33 20.41(보간)
US00 70.80 2.96 2.71 21.17
US04 69.60 2.85 4.04 18.09
US07 69.70 0.81 3.26 19.24
US10 68.90 1.68 7.70 18.45

주: 괄호 안은 결측자료의 대체연도 혹은 대체방법. 조세격차는 OECD에서 2000년 자료부터 제
공하고 있으므로, 1999년의 값은 2000년값을 사용함. 그 이전 값의 경우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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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ypro 1.00
(2) ind 0.03 1.00
(3) sv -0.42-0.78 1.00
(4) berd -0.55-0.33 0.69 1.00
(5) patent -0.20-0.27 0.40 0.56 1.00
(6) lph -0.52-0.50 0.83 0.83 0.44 1.00
(7) kof -0.17 0.15 0.04-0.09-0.51 0.08 1.00
(8) topen -0.16 0.18 0.02 0.02-0.34 0.19 0.78 1.00
(9) fdii -0.15-0.10 0.26 0.10-0.20 0.33 0.66 0.90 1.00
(10) fdio -0.28-0.39 0.52 0.34-0.02 0.54 0.40 0.63 0.84 1.00
(11) runirate 0.33 0.59-0.71-0.37-0.21-0.62-0.09 0.04-0.19-0.40 1.00
(12) vetrate34 -0.41 0.39-0.15 0.14-0.32 0.15 0.25 0.34 0.18 0.15 0.28 1.00
(13) dualrate -0.32 0.51-0.16 0.24-0.05 0.07 0.20 0.19 0.06 0.01 0.36 0.46 1.00
(14) uden -0.12-0.18 0.19 0.28-0.25 0.21 0.36 0.20 0.21 0.30-0.03 0.13 0.17 1.00
(15) adjcov -0.36-0.01 0.09 0.24-0.30 0.26 0.11 0.04-0.04 0.11 0.08 0.53 0.25 0.44 1.00
(16) epl 0.21 0.15-0.37-0.38-0.45-0.28-0.01 0.18 0.10 0.02 0.36 0.32 0.07-0.11 0.42 1.00
(17) eplp -0.05 0.49-0.55-0.39-0.55-0.41 0.18 0.20 0.00-0.11 0.56 0.59 0.46-0.04 0.50 0.76 1.00
(18) eplt 0.31-0.06-0.20-0.31-0.32-0.17-0.10 0.14 0.14 0.08 0.19 0.13-0.14-0.12 0.31 0.94 0.50 1.00
(19) walmp -0.29-0.13 0.28 0.35-0.09 0.41 0.28 0.20 0.18 0.27-0.03 0.34 0.38 0.30 0.42 0.03 0.16-0.04 1.00
(20) wpes -0.32-0.20 0.38 0.33-0.03 0.36 0.18 0.01-0.01 0.16-0.09 0.31 0.25 0.20 0.27-0.20 0.04-0.29 0.80 1.00
(21) wtraining -0.18-0.04 0.14 0.40-0.03 0.37 0.09 0.07 0.03 0.09 0.06 0.21 0.49 0.35 0.39 0.06 0.10 0.02 0.74 0.39 1.00
(22) wsupprt -0.24-0.09 0.21 0.23-0.13 0.33 0.36 0.32 0.31 0.34-0.04 0.31 0.28 0.23 0.38 0.13 0.20 0.07 0.94 0.67 0.57 1.00
(23) aur35 -0.11 0.33-0.29-0.26-0.07-0.19-0.08-0.12-0.16-0.23 0.06 0.12 0.10-0.31 0.00 0.06 0.16-0.01-0.19-0.27-0.15-0.12 1.00
(24) gdp 0.19 0.34-0.33-0.14-0.13-0.08 0.19 0.30 0.17-0.01 0.30 0.16 0.14 0.12-0.07 0.04 0.13-0.02 0.03-0.01 0.02 0.05-0.07 1.00
(25) taxw -0.33 0.27-0.25-0.19-0.08-0.29-0.26-0.35-0.45-0.38 0.28 0.18 0.23-0.15 0.38 0.26 0.41 0.13 0.06 0.05 0.02 0.06 0.38-0.19 1.00
(26) lfwo -0.62-0.28 0.61 0.65 0.19 0.68 0.27 0.38 0.52 0.67-0.54 0.24 0.18 0.35 0.12-0.32-0.24-0.31 0.18 0.20 0.11 0.15-0.21 0.01-0.31 1.00
주: ypro(청년인구비중), ind(제조업고용비중), sv(서비스업 고용비중), berd(민간R&D비중), patent(특허수), lph(노동생산성 수준), kof(KOF 세계화지수), topen(무역노출도), 
fdii(국내유입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fdio(해외유출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runirate(비대졸자 비중), vetrate34(직업교육 등록학생 비중), dualrate(이원화프로그램 등록학생 비
중), uden(노동조합 가입률), adjcov(단체협상 적용률), epl(고용보호지수), eplp(정규직 EPL), eplt(비정규직 EPL), walmp(실업자1인당 almp비중), wpes(실업자1인당 공공고용
서비스 지출비중), wtraining(실업자1인당 훈련지출 비중), wsupprt(실업자1인당 고용보조 지출비중), aur35(성인실업률), gdp(GDP성장률), taxw(조세격차), lfwo(여성경활률)

<부표 2-6> 거시지표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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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EET확률
(ref.고용)

노동공급[2] 15-34세 비중(생산인구대비) -0.0076 (0.005)
노동수요[2] (산업구조) 제조업 고용비중 -0.0061 (0.003)*

(기술발전) 민간 R&D 비중 -0.0420 (0.039)
(세계화) KOF 세계화지수 -0.0015 (0.001)

제도요인[2] (교육제도) 교육제도 선별성 -0.0012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6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 연계성 0.0005 (0.001)

(노동시장제도) 노동조합 가입률 -0.0016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0 (0.000)
고용보호 정도 -0.0016 (0.018)

(복지제도) ALMP 비중 0.0012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정도 0.0022 (0.003)

통제변수[1] 여성(ref.남성) 0.0258 (0.021)
연령 -0.0011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5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016)***
가구자원 -0.0179 (0.007)*

통제변수[2] 성인실업률 0.0127 (0.003)***
GDP성장률 -0.0059 (0.003)
조세격차 -0.0014 (0.002)
여성경활률 -0.0006 (0.001)
웨이브 5 -0.0105 (0.021)
웨이브 6 -0.0408 (0.029)
웨이브 7 -0.0445 (0.034)
웨이브 8 -0.0614 (0.039)

절편 0.1445 (0.014)***
1수준 분산(잔차) 0.124050
2수준 분산(절편) 0.000550
3수준 분산(절편) 0.003731
Intra Class Correlation 0.0334 (0.008)***
R²(전체) 0.043
R²(1수준) 0.029
R²(2수준) 0.782
R²(3수준) 0.042
주: 변수명의 [꺾은 괄호]안 숫자는 변수의 수준을 의미.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IntraClass Correlation의 유의수준은 계수값과 SE에 기초하여 자체 계산. 1수준 
변수는 전체 평균 중심화, 2수준 변수는 집단 평균 중심화

<부표 3-1> multi-level LPM 1 : 기본모형(Model 2)

[부록 3] 다수준 선형확률모형 분석결과 세부 내용



- 214 -

변수
Model S1
(서비스업)

Model S2
(특허수+lph)

15-34세 비중 -0.0094 (0.006) -0.0064 (0.005)

산업구조(기본: 제조업 고용비중) - - -0.0028 (0.003)
서비스업 고용비중 0.0005 (0.005) - -

기술발전(기본: 민간 R&D 비중) -0.0383 (0.040) - -

특허수 - - 0.0005 (0.001)
노동생산성(lph) - - 0.0049 (0.004)

세계화(기본: KOF 세계화지수) -0.0013 (0.001) -0.0012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12 (0.001) -0.0006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8 (0.001) -0.0007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4 (0.001) 0.0008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19 (0.001) -0.0014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0 (0.000) 0.0000 (0.000)

고용보호지수 -0.0031 (0.022) 0.0012 (0.017)

ALMP 비중 0.0014 (0.002) 0.0010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39 (0.004) 0.0019 (0.003)

여성(ref.남성) 0.0258 (0.021) 0.0258 (0.021)

연령 -0.0011 (0.002) -0.0011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5 (0.015)*** 0.069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6 (0.013)*** -0.0955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016)*** -0.1233 (0.016)***
가구자원 -0.0179 (0.007)* -0.0179 (0.007)*

성인실업률 0.0144 (0.004)*** 0.0124 (0.004)***

GDP성장률 -0.0051 (0.003) -0.0060 (0.003)
조세격차 -0.0023 (0.002) -0.0004 (0.002)

여성경활률 -0.0003 (0.001) 0.0006 (0.001)

웨이브 5 -0.0135 (0.020) -0.0321 (0.029)
웨이브 6 -0.0396 (0.024) -0.0624 (0.038)

웨이브 7 -0.0457 (0.026) -0.0756 (0.044)

웨이브 8 -0.0572 (0.027)* -0.0828 (0.046)
절편 0.1446 (0.014)*** 0.1445 (0.013)***

1수준 분산(잔차) 0.124049 0.124050

2수준 분산(절편) 0.000600 0.000539
3수준 분산(절편) 0.003715 0.003732

Intra Class Correlation 0.0336 (0.008)*** 0.0333 (0.008)***

R²(전체) 0.043 0.043
R²(1수준) 0.029 0.029

R²(2수준) 0.763 0.787

R²(3수준) 0.046 0.041
N 331,611 331,611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IntraClass Correlation의 유의수준
은 계수값과 SE에 기초해 계산

<부표 3-2> 민감도 분석 1: 산업구조, 기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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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S3

(무역노출도)
Model S4
(대내 FDI)

Model S5
(대외 FDI)

15-34세 비중 -0.0066 (0.006) -0.0056 (0.005) -0.0062 (0.005)
산업구조(기본: 제조업 고용비중) -0.0054 (0.003) -0.0056 (0.003) -0.0054 (0.003)
기술발전(기본: 민간 R&D 비중) -0.0428 (0.038) -0.0478 (0.034) -0.0409 (0.036)
세계화(기본: KOF 세계화지수) - - - - - -

무역노출도 0.0002 (0.000) - - - -
GDP대비 FDI비중(대내) - - -0.0003 (0.000) - -
GDP대비 FDI비중(대외) - - - - 0.0000 (0.000)

교육제도 선별성 -0.0010 (0.001) -0.0012 (0.001) -0.0010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6 (0.001) -0.0008 (0.001) -0.0007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3 (0.001) 0.0003 (0.001) 0.0003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02 (0.001) -0.0009 (0.001) -0.0005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고용보호지수 -0.0006 (0.020) 0.0042 (0.018) 0.0002 (0.019)
ALMP 비중 0.0007 (0.002) 0.0006 (0.002) 0.0007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28 (0.004) 0.0024 (0.003) 0.0027 (0.004)
여성(ref.남성) 0.0258 (0.021) 0.0258 (0.021) 0.0258 (0.021)
연령 -0.0011 (0.002) -0.0011 (0.002) -0.0011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5 (0.015)*** 0.0695 (0.015)*** 0.069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5 (0.013)*** -0.0955 (0.013)*** -0.0955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016)*** -0.1233 (0.016)*** -0.1233 (0.016)***
가구자원 -0.0179 (0.007)* -0.0179 (0.007)* -0.0179 (0.007)*
성인실업률 0.0122 (0.003)*** 0.0125 (0.003)*** 0.0123 (0.003)***
GDP성장률 -0.0064 (0.003)* -0.0063 (0.003)* -0.0063 (0.003)*
조세격차 -0.0029 (0.002) -0.0017 (0.002) -0.0026 (0.002)
여성경활률 0.0001 (0.001) 0.0013 (0.002) 0.0003 (0.002)
웨이브 5 -0.0196 (0.026) -0.0150 (0.024) -0.0172 (0.023)
웨이브 6 -0.0520 (0.033) -0.0498 (0.032) -0.0498 (0.030)
웨이브 7 -0.0633 (0.038) -0.0606 (0.037) -0.0604 (0.035)
웨이브 8 -0.0770 (0.045) -0.0735 (0.045) -0.0742 (0.042)
절편 0.1445 (0.014)*** 0.1446 (0.014)*** 0.1445 (0.014)***
1수준 분산(잔차) 0.124049 0.124049 0.124049
2수준 분산(절편) 0.000578 0.000571 0.000581
3수준 분산(절편) 0.003723 0.003722 0.003722
Intra Class Correlation 0.0335 (0.008)*** 0.0334 (0.008)*** 0.0335 (0.008)***
R²(전체) 0.043 0.043 0.043
R²(1수준) 0.029 0.029 0.029
R²(2수준) 0.771 0.774 0.770
R²(3수준) 0.044 0.044 0.044
N 331,611 331,611 331,611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IntraClass Correlation의 유의수
준은 계수값과 SE에 기초해 계산

<부표 3-3> 민감도 분석 2 :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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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본모형

(EPL통합)
Model S6
(EPL구분)

Model S7
(EPL격차)

15-34세 비중 -0.0076 (0.005) -0.0077 (0.005) -0.0076 (0.005)
제조업 고용비중 -0.0061 (0.003)* -0.0058 (0.003)* -0.0060 (0.003)
민간 R&D 비중 -0.0420 (0.039) -0.0376 (0.037) -0.0414 (0.038)

KOF 세계화지수 -0.0015 (0.001) -0.0015 (0.001) -0.0015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12 (0.001) -0.0015 (0.001) -0.0013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6 (0.001) -0.0005 (0.001) -0.0005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5 (0.001) 0.0001 (0.001) 0.0004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16 (0.001) -0.0016 (0.001) -0.0016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고용보호지수(기본: EPL통합) -0.0016 (0.018) - - - -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 - 0.0233 (0.039) - -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 - - -0.0016 (0.009) - -

고용보호 격차 - - - - 0.0022 (0.009)
ALMP 비중 0.0012 (0.002) 0.0013 (0.002) 0.0013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22 (0.003) 0.0024 (0.003) 0.0023 (0.003)

여성(ref.남성) 0.0258 (0.021) 0.0258 (0.021) 0.0258 (0.021)
연령 -0.0011 (0.002) -0.0011 (0.002) -0.0011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5 (0.015)*** 0.0695 (0.015)*** 0.069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5 (0.013)*** -0.0955 (0.013)*** -0.0956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016)*** -0.1233 (0.016)*** -0.1233 (0.016)***

가구자원 -0.0179 (0.007)* -0.0179 (0.007)* -0.0179 (0.007)*

성인실업률 0.0127 (0.003)*** 0.0132 (0.004)*** 0.0128 (0.004)***
GDP성장률 -0.0059 (0.003) -0.0059 (0.003) -0.0059 (0.003)

조세격차 -0.0014 (0.002) -0.0016 (0.002) -0.0014 (0.002)

여성경활률 -0.0006 (0.001) -0.0007 (0.001) -0.0006 (0.001)
웨이브 5 -0.0105 (0.021) -0.0104 (0.022) -0.0108 (0.021)

웨이브 6 -0.0408 (0.029) -0.0410 (0.029) -0.0412 (0.029)

웨이브 7 -0.0445 (0.034) -0.0437 (0.035) -0.0447 (0.034)
웨이브 8 -0.0614 (0.039) -0.0629 (0.040) -0.0619 (0.040)

절편 0.1445 (0.014)*** 0.1445 (0.014)*** 0.1445 (0.014)***

1수준 분산(잔차) 0.124050 0.124050 0.124050
2수준 분산(절편) 0.000550 0.000547 0.000549

3수준 분산(절편) 0.003731 0.003730 0.003730

Intra Class Correlation 0.0334 (0.008) *** 0.0333 (0.008)*** 0.0333 (0.008)***
R²(전체) 0.043 0.043 0.043

R²(1수준) 0.029 0.029 0.029

R²(2수준) 0.782 0.784 0.783
R²(3수준) 0.042 0.042 0.042

N 331,611 331,611 331,611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
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부표 3-4> 민감도 분석 3 : 고용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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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본모형

(almp 전체)
Model S8

(almp 3분류)

15-34세 비중 -0.0076 (0.005) -0.0069 (0.005)

제조업 고용비중 -0.0061 (0.003)* -0.0041 (0.003)
민간 R&D 비중 -0.0420 (0.039) -0.0386 (0.037)

KOF 세계화지수 -0.0015 (0.001) -0.0012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12 (0.001) -0.0014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6 (0.001) -0.0007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5 (0.001) 0.0006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16 (0.001) -0.0013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0 (0.000) 0.0000 (0.000)

고용보호지수 -0.0016 (0.018) 0.0036 (0.018)

ALMP 지출비중(기본: ALMP전체) 0.0012 (0.002) - -
구직서비스 및 행정 지출비중 - - 0.0068 (0.004)

교육훈련 지출비중 - - -0.0020 (0.002)

고용보조 지출비중 - - -0.0013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22 (0.003) 0.0023 (0.003)

여성(ref.남성) 0.0258 (0.021) 0.0258 (0.021)

연령 -0.0011 (0.002) -0.0011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5 (0.015)*** 0.069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5 (0.013)*** -0.0956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016)*** -0.1233 (0.016)***
가구자원 -0.0179 (0.007)* -0.0179 (0.007)*

성인실업률 0.0127 (0.003)*** 0.0132 (0.003)***

GDP성장률 -0.0059 (0.003) -0.0066 (0.003)*
조세격차 -0.0014 (0.002) -0.0012 (0.002)

여성경활률 -0.0006 (0.001) 0.0002 (0.002)

웨이브 5 -0.0105 (0.021) -0.0055 (0.021)
웨이브 6 -0.0408 (0.029) -0.0437 (0.027)

웨이브 7 -0.0445 (0.034) -0.0470 (0.032)

웨이브 8 -0.0614 (0.039) -0.0612 (0.035)
절편 0.1445 (0.014)*** 0.1445 (0.014)

1수준 분산(잔차) 0.124050 0.124050

2수준 분산(절편) 0.000550 0.000514
3수준 분산(절편) 0.003731 0.003732

Intra Class Correlation 0.0334 (0.008) *** 0.0331 (0.008) ***

R²(전체) 0.043 0.043
R²(1수준) 0.029 0.029

R²(2수준) 0.782 0.797

R²(3수준) 0.042 0.041
N 331,611 331,611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IntraClass Correlation의 유의수준
은 계수값과 SE에 기초해 계산

<부표 3-5> 민감도 분석 4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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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S9

(개인 실업 관련 
급여 w-1)

Model S10
(가구 공적이전)

Model S11
(가구 공적이전 

w-1)
15-34세 비중 -0.0026 (0.005) -0.0006 (0.004) -0.0025 (0.004)
제조업 고용비중 -0.0075 (0.005) -0.0065 (0.003** -0.0039 (0.003)

민간 R&D 비중 -0.0648 (0.046) 0.0047 (0.037) -0.0529 (0.048)

KOF 세계화지수 -0.0006 (0.001) -0.0002 (0.001) 0.0000 (0.002)
교육제도 선별성 -0.0010 (0.001) -0.0038 (0.001)*** -0.0023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0 (0.001) 0.0000 (0.001) 0.0000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6 (0.001) -0.0001 (0.001) 0.0005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08 (0.001) -0.0005 (0.001) -0.0002 (0.002)

단체협상 적용률 0.0000 (0.000) 0.0000 (0.000) -0.0001 (0.000)

고용보호정도 -0.0190 (0.027) 0.0015 (0.012) -0.0145 (0.025)
ALMP 비중 0.0004 (0.002) 0.0025 (0.001) 0.0007 (0.001)

실업 관련 급여 소득대체정도
실업 관련 급여수준(w-1) -0.0006 (0.004)
공적이전 수준(가구) 0.0056 (0.001)***

공적이전 수준(w-1) 0.0015 (0.001)

여성(ref.남성) 0.0216 (0.019) 0.0258 (0.021) 0.0261 (0.023)
연령 -0.0014 (0.002) -0.0011 (0.002) -0.0015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722 (0.016)*** 0.0695 (0.015)*** 0.0718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62 (0.013)*** -0.0956 (0.013)*** -0.0949 (0.014)***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26 (0.016)*** -0.1233 (0.016)*** -0.1220 (0.016)***

가구자원 -0.0190 (0.007)** -0.0179 (0.007)* -0.0184 (0.007)*

성인실업률 0.0128 (0.003)*** 0.0076 (0.003)* 0.0144 (0.003)***
GDP성장률 -0.0071 (0.003)* -0.0029 (0.001)* -0.0062 (0.003)*

조세격차 -0.0017 (0.002) 0.0000 (0.001) -0.0019 (0.002)

여성경활률 0.0001 (0.001) -0.0022 (0.001) -0.0004 (0.001)
웨이브 5 -0.0045 (0.018) -0.0074 (0.018) -0.0056 (0.019)

웨이브 6 -0.0391 (0.025) -0.0305 (0.019) -0.0293 (0.023)

웨이브 7 -0.0366 (0.030) -0.0361 (0.024) -0.0279 (0.029)
웨이브 8 -0.0485 (0.038) -0.0437 (0.026) -0.0342 (0.035)

절편 0.1445 (0.013)*** 0.1443 (0.014)*** 0.1437 (0.013)***

1수준 분산(잔차) 0.125080 0.124050 0.126258
2수준 분산(절편) 0.000530 0.000339 0.000500

3수준 분산(절편) 0.003620 0.003785 0.003583

Intra Class Correlation 0.0321 (0.008)*** 0.0322 (0.008)*** 0.0313 (0.008)***
R²(전체) 0.036 0.044 0.028

R²(1수준) 0.020 0.029 0.011

R²(2수준) 0.790 0.866 0.802
R²(3수준) 0.070 0.028 0.080

N 299,163 331,611 305,703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로 계산

<부표 3-6> 민감도 분석 5 : 복지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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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본모형

(급여수준)
Model S12
(제도구성)

Model S13
(수준+구성)

Model S14
(제도구성, 

IS제외)

Model S15
(수준+구성, 

IS제외)
15-34세비중(생산인구) -0.0076 -0.0063 -0.0059 -0.0052 -0.0041

(0.005) (0.005) (0.005) (0.004) (0.004)

제조업고용비중 -0.0061*** -0.0071** -0.0064* -0.0066** -0.0057*
(0.003) (0.002) (0.003) (0.002) (0.002)

민간 R&D 비중 -0.0420 -0.0483 -0.0474 -0.0485 -0.0516
(0.039) (0.040) (0.039) (0.041) (0.041)

KOF 세계화지수 -0.0015 -0.0019* -0.0019* -0.0016 -0.0014
(0.001) (0.001) (0.001) (0.001)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12 -0.0012 -0.0008 -0.0013 -0.0004
(0.001) (0.001) (0.001) (0.001)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6 -0.0003 -0.0005 -0.0003 -0.0006
(0.001) (0.001) (0.001) (0.001)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5 0.0006 0.0004 0.0007 0.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16 -0.0019 -0.0021 -0.0016 -0.0019
(0.001) (0.001) (0.001) (0.001) (0.001)

단체협약 적용률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고용보호정도 -0.0016 -0.0013 -0.0027 -0.0024 -0.0044
(0.018) (0.018) (0.017) (0.019) (0.017)

ALMP 비중 0.0012 0.0010 0.0014 0.0007 0.0014
(0.002) (0.002) (0.001) (0.002)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22 0.0033　 0.0055
(0.003) (0.003) (0.004)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50* 0.0054 0.0228 0.0198
(0.003)　 (0.003) (0.015) (0.014)

실업부조 제도의 관대성 0.0027 0.0029 0.0010 0.0010
(0.006) (0.006)　 (0.007) (0.006)

여성(ref.남성) 0.0258 0.0258 0.0258 0.0263 0.0263
(0.021) (0.021) (0.021) (0.021) (0.021)

연령 -0.0011 -0.0011 -0.0011 -0.0012 -0.0012
(0.002) (0.002) (0.002) (0.002)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5*** 0.0695*** 0.0695*** 0.0700*** 0.0700***
(0.015) (0.015) (0.015) (0.01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5*** -0.0956*** -0.0956*** -0.0968*** -0.0968***
(0.013) (0.013) (0.013) (0.013)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1233*** -0.1233*** -0.1244*** -0.1244***
(0.016) (0.016) (0.016) (0.016) (0.016)

가구자원 -0.0179* -0.0179* -0.0179* -0.0179* -0.0179*
(0.007) (0.007) (0.007) (0.007) (0.007)

성인실업률 0.0127*** 0.0130*** 0.0124*** 0.0130*** 0.0118***

<부표 3-7> 민감도 분석 6 : 실업 관련 제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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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본모형

(급여수준)
Model S12
(제도구성)

Model S13
(수준+구성)

Model S14
(제도구성, 

IS제외)

Model S15
(수준+구성, 

IS제외)
(0.003) (0.003) (0.003) (0.003) (0.003)

GDP성장률 -0.0059 -0.0066* -0.0063* -0.0075* -0.0075*
(0.003) (0.003) (0.003) (0.003) (0.003)

조세격차 -0.0014 -0.0005 -0.0004 -0.0007 -0.0005
(0.002) (0.001) (0.001) (0.001) (0.001)

여성경활률 -0.0006 -0.0014 -0.0014 -0.0012 -0.0012
(0.001) (0.001) (0.001) (0.001) (0.001)

웨이브 5 -0.0105 -0.0014 -0.0007 0.0000 0.0027
(0.021) (0.019) (0.018) (0.017) (0.016)

웨이브 6 -0.0408 -0.0289 -0.0238 -0.0290 -0.0187
(0.029) (0.025) (0.025) (0.024) (0.022)

웨이브 7 -0.0445 -0.0225 -0.0180 -0.0231 -0.0148
(0.034) (0.029) (0.028) (0.028) (0.025)

웨이브 8 -0.0614 -0.0382 -0.0328 -0.0360 -0.0253
(0.039) (0.034) (0.033) (0.034) (0.030)

절편 0.1445 0.1425*** 0.1421*** 0.1480*** 0.1480***
(0.014) (0.017) (0.017) (0.019) (0.019)

1수준 분산(잔차) 0.124050 0.124050 0.124049 0.124657 0.124657
2수준 분산(절편) 0.000550 0.000541 0.000536 0.000529 0.000516
3수준 분산(절편) 0.003731 0.002295 0.002260 0.002363 0.002309

Intraclass Correlation 0.0334*** 0.0223*** 0.0220*** 0.0227*** 0.0222***
(0.008) (0.006) (0.006) (0.006) (0.006)

R²(전체) 0.043 0.054 0.054 0.049 0.049

R²(1수준) 0.029 0.029 0.029 0.024 0.024
R²(2수준) 0.782 0.786 0.788 0.791 0.796
R²(3수준) 0.042 0.410 0.419 0.393 0.407

N 331,611 331,611 331,611 328,563 328,563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하였음. IntraClass Correlation의 유
의수준은 계수값과 SE에 기초하여 자체 계산하였음. [Model S12]~[Model S15]에서 실업부조제
도의 영향력(3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1수준과 2수준 통제변수는 모두 전체평균 중심화하였
음. [Model S14]와 [Model S15]에서는 아이슬란드 자료(IS04, IS07, IS10)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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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3

(청년인구비중×제도)
Model 4

(제조업비중×제도)
15-34세 비중 -0.0075 (0.004)* -0.0033 (0.005)
제조업 고용비중 -0.0099 (0.003)*** -0.0078 (0.002)***
민간 R&D 비중 -0.0243 (0.021) -0.0007 (0.030)
KOF 세계화지수 0.0003 (0.001) -0.0004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13 (0.001) -0.0019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12 (0.000)* -0.0009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2 (0.001) 0.0018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05 (0.001) 0.0004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20 (0.000)*** 0.0026 (0.000)***
고용보호지수 -0.0049 (0.019) -0.0063 (0.016)
ALMP 비중 0.0015 (0.001) 0.0026 (0.001)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83 (0.004)* 0.0105 (0.003)***
구조변인×교육제도 선별성 0.0002 (0.001) 0.0024 (0.001)**
구조변인×직업교육 중심성 -0.0011 (0.001) -0.0012 (0.000)**
구조변인×노동시장 연계성 0.0005 (0.001) 0.0009 (0.001)
구조변인×노조가입률 0.0017 (0.002) -0.0028 (0.001)*
구조변인×단체협상 적용률 0.0023 (0.001)*** 0.0032 (0.001)***
구조변인×고용보호지수 -0.0233 (0.010)* -0.0280 (0.020)
구조변인×ALMP -0.0001 (0.001) 0.0029 (0.001)*
구조변인×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32 (0.002) 0.0091 (0.003)***
여성(ref.남성) 0.0258 (0.021) 0.0258 (0.021)
연령 -0.0011 (0.002) -0.0011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5 (0.015)*** 0.069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5 (0.013)*** -0.0956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016)*** -0.1233 (0.016)***
가구자원 -0.0179 (0.007)* -0.0179 (0.007)*
성인실업률 0.0101 (0.003)** 0.0099 (0.003)***
GDP성장률 -0.0038 (0.002) -0.0061 (0.003)*
조세격차 -0.0034 (0.002) -0.0023 (0.002)
여성경활률 0.0012 (0.001) 0.0007 (0.001)
웨이브 5 -0.0013 (0.015) -0.0066 (0.015)
웨이브 6 -0.0444 (0.027) -0.0243 (0.022)
웨이브 7 -0.0619 (0.033) -0.0407 (0.029)
웨이브 8 -0.0911 (0.041)* -0.0487 (0.035)
절편 0.1379 (0.014)*** 0.1401 (0.013)***
1수준 분산(잔차) 0.124050 0.124050
2수준 분산(절편) 0.000237 0.000276
3수준 분산(절편) 0.003507 0.003261
Intra Class Correlation 0.0293 (0.007)*** 0.0277 (0.007)***
R²(전체) 0.047 0.049
R²(1수준) 0.029 0.029
R²(2수준) 0.906 0.891
R²(3수준) 0.099 0.162
N 331,611 331,611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부표 3-8> multi-level LPM 2 :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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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5

(기술발전×제도)
Model 6

(세계화×제도)
15-34세 비중 -0.0080 (0.005) -0.0045 (0.003)
제조업 고용비중 -0.0079 (0.003)** -0.0047 (0.002)
민간 R&D 비중 -0.0893 (0.039)* -0.0543 (0.025)*
KOF 세계화지수 -0.0019 (0.001) -0.0001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07 (0.001) -0.0013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3 (0.001) -0.0003 (0.000)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3 (0.001) -0.0006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01 (0.001) 0.0003 (0.002)
단체협상 적용률 -0.0024 (0.001)** -0.0007 (0.000)***
고용보호지수 0.0076 (0.016) -0.0132 (0.023)
ALMP 비중 0.0006 (0.002) 0.0009 (0.001)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35 (0.003) 0.0066 (0.002)**
구조변인×교육제도 선별성 -0.0206 (0.010)* -0.0002 (0.000)
구조변인×직업교육 중심성 0.0171 (0.010) 0.0004 (0.000)***
구조변인×노동시장 연계성 0.0015 (0.009) -0.0006 (0.000)
구조변인×노조가입률 0.0240 (0.010)* 0.0003 (0.000)
구조변인×단체협상 적용률 -0.0273 (0.009)** -0.0007 (0.000)***
구조변인×고용보호지수 -0.1892 (0.180) 0.0021 (0.003)
구조변인×ALMP -0.0136 (0.020) -0.0004 (0.000)
구조변인×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555 (0.033) -0.0003 (0.001)
여성(ref.남성) 0.0258 (0.021) 0.0258 (0.021)
연령 -0.0011 (0.002) -0.0011 (0.002)
부모동거(ref.비동거) 0.0695 (0.015)*** 0.0695 (0.015)***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955 (0.013)*** -0.0955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1233 (0.016)*** -0.1232 (0.016)***
가구자원 -0.0179 (0.007)* -0.0179 (0.007)*
성인실업률 0.0113 (0.003)*** 0.0105 (0.002)***
GDP성장률 -0.0045 (0.002) -0.0025 (0.002)
조세격차 -0.0021 (0.003) -0.0020 (0.002)
여성경활률 -0.0007 (0.001) 0.0002 (0.001)
웨이브 5 0.0056 (0.021) 0.0060 (0.015)
웨이브 6 -0.0195 (0.026) -0.0183 (0.021)
웨이브 7 -0.0234 (0.034) -0.0264 (0.022)
웨이브 8 -0.0472 (0.042) -0.0374 (0.024)
절편 0.1390 (0.013)*** 0.1412 (0.013)***
1수준 분산(잔차) 0.124050 0.124051
2수준 분산(절편) 0.000393 0.000214
3수준 분산(절편) 0.003626 0.003420
Intra Class Correlation 0.0314 (0.008)*** 0.0285 (0.007)***
R²(전체) 0.045 0.048
R²(1수준) 0.029 0.029
R²(2수준) 0.844 0.915
R²(3수준) 0.069 0.122
N 331,611 331,611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무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부표 3-9> multi-level LPM 2 :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제도의 상호작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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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IS포함 [3] IS제외

15-34세 비중(ypro) -0.0052 (0.004) -0.0030 (0.004)
 ypro×교육제도선별성 -0.0004 (0.001) -0.0007 (0.001)
 ypro×직업교육중심성 -0.0007 (0.001) -0.0007 (0.001)
 ypro×노동시장연계성 0.0003 (0.001) 0.0000 (0.001)
 ypro×노조가입률 0.0017 (0.002) 0.0013 (0.002)
 ypro×단체협상적용률 0.0022 (0.001)*** 0.0022 (0.001)***
 ypro×고용보호지수 -0.0298 (0.012)* -0.0274 (0.012)
 ypro×ALMP -0.0002 (0.001) -0.0004 (0.001)
 ypro×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34 (0.014) 0.0103 (0.014)
 ypro×실업부조 관대성 -0.0005 (0.002) -0.0012 (0.002)

제조업고용비중(ind) -0.0033 (0.003) -0.0011 (0.003)
 ind×교육제도선별성 0.0003 (0.001) 0.000 (0.001)
 ind×직업교육중심성 -0.0003 (0.000) 0.000 (0.000)
 ind×노동시장연계성 0.0007 (0.001) 0.001 (0.001)
 ind×노조가입률 -0.0016 (0.001) -0.002 (0.001)
 ind×단체협상적용률 0.0031 (0.001)*** 0.003 (0.001)***
 ind×고용보호지수 -0.0354 (0.020) -0.040 (0.020)*
 ind×ALMP -0.0008 (0.001) -0.001 (0.001)**
 in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22 (0.002) 0.020 (0.011)
 ind×실업부조 관대성 -0.0023 (0.001) -0.003 (0.002)
민간R&D비중(berd) -0.1681 (0.106) -0.1636 (0.106)
 berd×교육제도선별성 -0.0063 (0.007) -0.0072 (0.007)
 berd×직업교육중심성 0.0143 (0.011) 0.0147 (0.011)
 berd×노동시장연계성 0.0016 (0.007) 0.0016 (0.008)
 berd×노조가입률 0.0149 (0.013) 0.0161 (0.014)
 berd×단체협상적용률 -0.0244 (0.008)** -0.0249 (0.008)*
 berd×고용보호지수 -0.1886 (0.177) -0.1864 (0.171)
 berd×ALMP 0.0105 (0.016) 0.0092 (0.018)
 ber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1789 (0.084)* -0.1368 (0.304)
 berd×실업부조 관대성 0.0381 (0.040) 0.0373 (0.039)

KOF 세계화지수(kof) -0.0001 (0.001) -0.0001 (0.001)
 kof×교육제도선별성 -0.0001 (0.000) -0.0001 (0.000)
 kof×직업교육중심성 0.0004 (0.000)*** 0.0004 (0.000)***
 kof×노동시장연계성 -0.0003 (0.000) -0.0003 (0.000)
 kof×노조가입률 0.0002 (0.000)* 0.0002 (0.000)*
 kof×단체협상적용률 -0.0007 (0.000)*** -0.0007 (0.000)***
 kof×고용보호지수 0.0007 (0.003) 0.0008 (0.003)
 kof×ALMP -0.0004 (0.000) -0.0004 (0.000)
 kof×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18 (0.001) 0.0012 (0.003)
 kof×실업부조 관대성 -0.0005 (0.000) -0.0005 (0.000)
N 331,611 328,563
주: IS04, IS07, IS10가 제외되어 3,048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실업부조 관대성이 3수준 변수
이므로 2수준의 통제변수는 모두 전체 평균 중심화함

<부표 3-10> 민감도 분석 7-1 :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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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 IS포함 [4] IS제외

15-34세 비중(ypro) -0.0054 (0.004) -0.0015 (0.004)**
 ypro×교육제도선별성 -0.0002 (0.001) -0.0001 (0.001)
 ypro×직업교육중심성 -0.0008 (0.001) -0.0009 (0.001)
 ypro×노동시장연계성 0.0001 (0.001) -0.0004 (0.001)
 ypro×노조가입률 0.0016 (0.002) 0.0006 (0.002)
 ypro×단체협상적용률 0.0021 (0.001)*** 0.0021 (0.001)***
 ypro×고용보호지수 -0.0258 (0.011)* -0.0184 (0.009)*
 ypro×ALMP -0.0001 (0.001) -0.0001 (0.001)
 ypro×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33 (0.002) 0.0056 (0.002)**
 ypro×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06 (0.013) 0.0064 (0.012)
 ypro×실업부조 관대성 -0.0017 (0.002) -0.0026 (0.002)
제조업고용비중(ind) -0.0043 (0.002)* -0.0040 (0.002)
 ind×교육제도선별성 0.0025 (0.001)* 0.0023 (0.001)*
 ind×직업교육중심성 -0.0012 (0.000)** -0.0011 (0.000)**
 ind×노동시장연계성 0.0001 (0.001) 0.0002 (0.001)
 ind×노조가입률 -0.0042 (0.002)* -0.0042 (0.002)*
 ind×단체협상적용률 0.0031 (0.001)*** 0.0031 (0.001)***
 ind×고용보호지수 -0.0158 (0.017) -0.0193 (0.017)
 ind×ALMP 0.0020 (0.001) 0.0016 (0.001)
 ind×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94 (0.003)** 0.0089 (0.003)**
 in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24 (0.003) 0.0177 (0.009)*
 ind×실업부조 관대성 -0.0026 (0.001)* -0.0025 (0.001)
민간R&D비중(berd) -0.1861 (0.100) -0.2059 (0.099)*
 berd×교육제도선별성 -0.0148 (0.011) -0.0164 (0.011)
 berd×직업교육중심성 0.0140 (0.010) 0.0165 (0.010)
 berd×노동시장연계성 -0.0009 (0.008) 0.0018 (0.008)
 berd×노조가입률 0.0141 (0.015) 0.0151 (0.015)
 berd×단체협상적용률 -0.0239 (0.008)** -0.0257 (0.007)***
 berd×고용보호지수 -0.1138 (0.165) -0.1449 (0.159)
 berd×ALMP -0.0043 (0.019) -0.0073 (0.020)
 berd×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773 (0.024)** -0.0854 (0.026)***
 ber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2987 (0.095)** -0.0655 (0.353)
 berd×실업부조 관대성 0.0444 (0.040) 0.0546 (0.040)
KOF 세계화지수(kof) -0.0002 (0.001) 0.0001 (0.001)
 kof×교육제도선별성 -0.0001 (0.000) -0.0001 (0.000)
 kof×직업교육중심성 0.0004 (0.000)*** 0.0004 (0.000)***
 kof×노동시장연계성 -0.0005 (0.000) -0.0008 (0.001)
 kof×노조가입률 0.0002 (0.000) 0.0001 (0.000)
 kof×단체협상적용률 -0.0007 (0.000)*** -0.0007 (0.000)***
 kof×고용보호지수 0.0018 (0.003) 0.0020 (0.002)
 kof×ALMP -0.0004 (0.000) -0.0004 (0.000)
 kof×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3 (0.001) 0.0004 (0.001)
 kof×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22 (0.001)* 0.0003 (0.003)
 kof×실업부조 관대성 -0.0004 (0.000) -0.0003 (0.000)
N 331,611 328,563

<부표 3-11> 민감도 분석 7-2 :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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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경활NEET

(ref.경활)
실업NEET
(ref.고용)

15-34세 비중(ypro) -0.0060 (0.003) -0.0019 (0.005)
제조업 고용비중 -0.0058 (0.001)*** -0.0050 (0.003)*
민간 R&D 비중 -0.0007 (0.017) -0.0223 (0.029)
KOF 세계화지수 -0.0006 (0.000) 0.0009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09 (0.001) -0.0002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3 (0.000) -0.0015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3 (0.001) 0.0004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00 (0.001) -0.0007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3 (0.000) 0.0023 (0.000)***
고용보호지수 -0.0063 (0.007) 0.0044 (0.019)
ALMP 비중 0.0008 (0.001) 0.0007 (0.001)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24 (0.001) 0.0063 (0.004)
ypro×교육제도선별성 -0.0011 (0.000)** 0.0011 (0.001)
ypro×직업교육중심성 0.0009 (0.000)*** -0.0021 (0.001)**
ypro×노동시장연계성 -0.0012 (0.001) 0.0019 (0.002)
ypro×노조가입률 0.0004 (0.001) 0.0014 (0.002)
ypro×단체협상적용률 -0.0003 (0.000) 0.0027 (0.001)***
ypro×고용보호지수 -0.0024 (0.014) -0.0214 (0.019)
ypro×ALMP -0.0003 (0.001) 0.0000 (0.001)
ypro×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3 (0.001) 0.0025 (0.002)
여성(ref.남성) 0.0422 (0.024) -0.0122 (0.008)
연령 0.0003 (0.001) -0.0016 (0.001)
부모동거(ref.비동거) 0.0229 (0.005)*** 0.0524 (0.017)**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630 (0.012)*** -0.0419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0776 (0.013)*** -0.0564 (0.018)**
가구자원 -0.0051 (0.002)* -0.0147 (0.007)*
성인실업률 0.0020 (0.002) 0.0081 (0.004)*
GDP성장률 0.0015 (0.001) -0.0053 (0.002)*
조세격차 0.0005 (0.001) -0.0041 (0.003)
여성경활률 -0.0009 (0.001) 0.0023 (0.001)*
웨이브 5 -0.0179 (0.013) 0.0160 (0.018)
웨이브 6 -0.0324 (0.018) -0.0137 (0.030)
웨이브 7 -0.0340 (0.018) -0.0309 (0.036)
웨이브 8 -0.0477 (0.021)* -0.0479 (0.046)
절편 0.0455 (0.006)*** 0.0982 (0.012)***
1수준 분산(잔차) 0.057567 0.083136
2수준 분산(절편) 0.000070 0.000374
3수준 분산(절편) 0.000697 0.002675
Intra Class Correlation 0.0132 (0.003)*** 0.0354 (0.008) ***
R²(전체) 0.025 0.047
R²(1수준) 0.021 0.017
R²(2수준) 0.711 0.862
R²(3수준) 0.131 0.159
N 331,611 310,292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실업NEET 확률
분석에 비경활NEET는 제외되었음

<부표 3-12> 민감도 분석 8-1 : 청년 노동공급과 제도의 상호작용(NEET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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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경활NEET

(ref.경활)
실업NEET
(ref.고용)

15-34세 비중 -0.0039 (0.003) 0.0008 (0.006)
제조업 고용비중(ind) -0.0061 (0.001)*** -0.0026 (0.002)
민간 R&D 비중 0.0007 (0.019) -0.0015 (0.037)
KOF 세계화지수 -0.0005 (0.000) 0.0001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11 (0.001) -0.0005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3 (0.000) -0.0013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10 (0.000)* 0.0027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01 (0.002) 0.0003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6 (0.000) 0.0035 (0.001)***
고용보호지수 -0.0081 (0.008) 0.0044 (0.013)
ALMP 비중 0.0003 (0.001) 0.0024 (0.001)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38 (0.002)* 0.0071 (0.002)***
ind×교육제도 선별성 -0.0006 (0.000) 0.0030 (0.001)**
ind×직업교육 중심성 0.0003 (0.000) -0.0016 (0.000)**
ind×노동시장 연계성 -0.0010 (0.000)* 0.0020 (0.001)**
ind×노조가입률 0.0007 (0.001) -0.0037 (0.002)*
ind×단체협상 적용률 -0.0008 (0.000) 0.0042 (0.001)***
ind×고용보호지수 0.0136 (0.010) -0.0450 (0.025)
ind×ALMP -0.0005 (0.000) 0.0033 (0.001)**
ind×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1 (0.001) 0.0089 (0.003)**
여성(ref.남성) 0.0422 (0.024) -0.0122 (0.008)
연령 0.0003 (0.001) -0.0016 (0.001)
부모동거(ref.비동거) 0.0229 (0.005)*** 0.0525 (0.017)**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630 (0.012)*** -0.0420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0776 (0.013)*** -0.0565 (0.018)**
가구자원 -0.0051 (0.002)* -0.0147 (0.007)*
성인실업률 0.0013 (0.002) 0.0085 (0.003)**
GDP성장률 0.0017 (0.001) -0.0080 (0.003)*
조세격차 0.0002 (0.001) -0.0027 (0.003)
여성경활률 -0.0004 (0.001) 0.0013 (0.001)
웨이브 5 -0.0048 (0.009) -0.0007 (0.017)
웨이브 6 -0.0247 (0.017) 0.0035 (0.029)
웨이브 7 -0.0263 (0.017) -0.0133 (0.035)
웨이브 8 -0.0426 (0.022) -0.0059 (0.040)
절편 0.0433 (0.007)*** 0.1021 (0.012)***
1수준 분산(잔차) 0.057567 0.083136
2수준 분산(절편) 0.000076 0.000453
3수준 분산(절편) 0.000882 0.002815
Intra Class Correlation 0.0164 (0.004)*** 0.0378 (0.009)***
R²(전체) 0.022 0.045
R²(1수준) 0.021 0.017
R²(2수준) 0.686 0.833
R²(3수준) -0.100 0.115
N 331,611 310,292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실업NEET 확률
분석에 비경활NEET는 제외되었음

<부표 3-13> 민감도 분석 8-2 : 산업구조와 제도의 상호작용(NEET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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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경활NEET

(ref.경활)
실업NEET
(ref.고용)

15-34세 비중 -0.0056 (0.003)* -0.0029 (0.006)
제조업 고용비중 -0.0051 (0.001)*** -0.0038 (0.003)
민간 R&D 비중(berd) -0.0386 (0.016)* -0.0589 (0.046)
KOF 세계화지수 0.0000 (0.000) -0.0020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11 (0.001) 0.0007 (0.002)
직업교육 중심성 -0.0001 (0.000) -0.0002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8 (0.001) 0.0009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06 (0.001) 0.0003 (0.002)
단체협상 적용률 -0.0003 (0.000) -0.0022 (0.001)*
고용보호지수 -0.0089 (0.007) 0.0198 (0.015)
ALMP 비중 0.0010 (0.001) -0.0001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42 (0.001)** -0.0003 (0.004)
berd×교육제도선별성 0.0095 (0.004)* -0.0279 (0.012)*
berd×직업교육중심성 0.0021 (0.003) 0.0165 (0.011)
berd×노동시장연계성 0.0027 (0.006) -0.0016 (0.010)
berd×노조가입률 -0.0197 (0.007)** 0.0418 (0.013)**
berd×단체협상적용률 -0.0041 (0.004) -0.0254 (0.010)*
berd×고용보호지수 -0.0445 (0.099) -0.1540 (0.215)
berd×ALMP 0.0010 (0.010) -0.0157 (0.026)
berd×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114 (0.017) -0.0390 (0.044)
여성(ref.남성) 0.0422 (0.024) -0.0122 (0.008)
연령 0.0003 (0.001) -0.0016 (0.001)
부모동거(ref.비동거) 0.0229 (0.005)*** 0.0525 (0.017)**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630 (0.012)*** -0.0419 (0.012)**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0776 (0.013)*** -0.0564 (0.018)**
가구자원 -0.0051 (0.002)* -0.0147 (0.007)*
성인실업률 0.0014 (0.001) 0.0104 (0.004)**
GDP성장률 0.0027 (0.001)* -0.0071 (0.003)*
조세격차 -0.0018 (0.001)* -0.0009 (0.003)
여성경활률 -0.0002 (0.001) -0.0005 (0.001)
웨이브 5 -0.0027 (0.009) 0.0111 (0.027)
웨이브 6 -0.0187 (0.016) 0.0039 (0.038)
웨이브 7 -0.0302 (0.017) 0.0109 (0.044)
웨이브 8 -0.0558 (0.022)* 0.0085 (0.056)
절편 0.0367 (0.006)*** 0.1070 (0.013)***
1수준 분산(잔차) 0.057567 0.083135
2수준 분산(절편) 0.000067 0.000667
3수준 분산(절편) 0.000823 0.003157
Intra Class Correlation 0.0152 (0.003)*** 0.0440 (0.009) ***
R²(전체) 0.023 0.039
R²(1수준) 0.021 0.017
R²(2수준) 0.723 0.753
R²(3수준) -0.026 0.008
N 331,611 310,292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실업NEET 확
률분석에 비경활NEET는 제외되었음

<부표 3-14> 민감도 분석 8-3 : 기술발전과 제도의 상호작용(NEET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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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경활NEET

(ref.경활)
실업NEET
(ref.고용)

15-34세 비중 -0.0049 (0.003) 0.0000 (0.004)
제조업 고용비중 -0.0050 (0.002)*** -0.0004 (0.002)
민간 R&D 비중 -0.0028 (0.015) -0.0527 (0.027)*
KOF 세계화지수(kof) -0.0011 (0.001) 0.0009 (0.001)
교육제도 선별성 0.0002 (0.000) -0.0016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1 (0.000) -0.0002 (0.000)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연계성 0.0000 (0.000) -0.0006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26 (0.002) 0.0030 (0.002)
단체협상 적용률 0.0002 (0.000) -0.0010 (0.000)***
고용보호지수 -0.0053 (0.007) -0.0051 (0.022)
ALMP 비중 0.0011 (0.001) 0.0000 (0.001)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18 (0.002) 0.0058 (0.003)
kof×교육제도선별성 0.0002 (0.000)*** -0.0005 (0.000)***
kof×직업교육중심성 -0.0002 (0.000)** 0.0006 (0.000)***
kof×노동시장연계성 0.0000 (0.000) -0.0005 (0.001)
kof×노조가입률 -0.0003 (0.000)*** 0.0006 (0.000)**
kof×단체협상적용률 0.0001 (0.000) -0.0009 (0.000)***
kof×고용보호지수 -0.0001 (0.002) 0.0026 (0.004)
kof×ALMP 0.0001 (0.000) -0.0006 (0.000)
kof×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3 (0.000) -0.0002 (0.001)
여성(ref.남성) 0.0422 (0.024) -0.0122 (0.008)
연령 0.0003 (0.001) -0.0016 (0.001)
부모동거(ref.비동거) 0.0229 (0.005)*** 0.0525 (0.017)**
교육수준 중간(ref.낮음) -0.0630 (0.012)*** -0.0419 (0.013)**
교육수준 높음(ref.낮음) -0.0776 (0.013)*** -0.0564 (0.018)**
가구자원 -0.0051 (0.002)* -0.0147 (0.007)*
성인실업률 0.0006 (0.001) 0.0106 (0.003)***
GDP성장률 0.0003 (0.001) -0.0027 (0.002)
조세격차 -0.0007 (0.001) -0.0013 (0.003)
여성경활률 -0.0003 (0.001) 0.0004 (0.001)
웨이브 5 -0.0050 (0.009) 0.0105 (0.018)
웨이브 6 -0.0159 (0.015) -0.0037 (0.021)
웨이브 7 -0.0253 (0.017) -0.0014 (0.025)
웨이브 8 -0.0387 (0.020) -0.0013 (0.028)
절편 0.0382 (0.006)*** 0.1086 (0.012)***
1수준 분산(잔차) 0.057567 0.083136
2수준 분산(절편) 0.000056 0.000291
3수준 분산(절편) 0.000816 0.002711
Intra Class Correlation 0.0149 (0.003)*** 0.0348 0(007)***
R²(전체) 0.024 0.043
R²(1수준) 0.021 0.017
R²(2수준) 0.769 0.892
R²(3수준) -0.017 0.008
N 331,611 310,292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실업NEET 확률
분석에 비경활NEET는 제외되었음

<부표 3-15> 민감도 분석 8-4 : 세계화와 제도의 상호작용(NEET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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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경활NEET

(ref.경활)
실업NEET
(ref.고용)

15-34세 비중(ypro) -0.0083 (0.003)** 0.0019 (0.005)
 ypro×교육제도선별성 -0.0010 (0.000)** 0.0005 (0.001)
 ypro×직업교육중심성 0.0007 (0.000)*** -0.0014 (0.001)*
 ypro×노동시장연계성 -0.0013 (0.001)* 0.0010 (0.001)
 ypro×노조가입률 0.0007 (0.001) 0.0013 (0.002)
 ypro×단체협상적용률 0.0000 (0.000) 0.0022 (0.000)***
 ypro×고용보호지수 -0.0072 (0.012) -0.0231 (0.017)
 ypro×ALMP 0.0001 (0.000) -0.0004 (0.001)
 ypro×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4 (0.001) 0.0024 (0.002)
 ypro×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52 (0.004) 0.0057 (0.015)
 ypro×실업부조 관대성 0.0027 (0.001)* -0.0043 (0.002)
제조업고용비중(ind) -0.0078 (0.001) 0.0027 (0.002)
 ind×교육제도선별성 -0.0011 (0.000)*** 0.0034 (0.001)**
 ind×직업교육중심성 0.0005 (0.000)* -0.0016 (0.000)***
 ind×노동시장연계성 -0.0006 (0.000) 0.0008 (0.001)
 ind×노조가입률 0.0023 (0.001)*** -0.0061 (0.002)**
 ind×단체협상적용률 -0.0009 (0.000)* 0.0042 (0.001)***
 ind×고용보호지수 0.0046 (0.010) -0.0269 (0.023)
 ind×ALMP -0.0002 (0.000) 0.0019 (0.001)
 ind×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10 (0.001) 0.0096 (0.003)***
 in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43 (0.002)* 0.0065 (0.003)*
 ind×실업부조 관대성 0.0015 (0.001)** -0.0040 (0.001)**
민간R&D비중(berd) -0.0046 (0.026) -0.2038 (0.109)
 berd×교육제도선별성 0.0076 (0.005) -0.0185 (0.012)
 berd×직업교육중심성 0.0032 (0.004) 0.0139 (0.011)
 berd×노동시장연계성 0.0033 (0.005) -0.0039 (0.008)
 berd×노조가입률 -0.0160 (0.007)* 0.0285 (0.019)
 berd×단체협상적용률 -0.0055 (0.004) -0.0231 (0.009)**
 berd×고용보호지수 -0.0422 (0.106) -0.0257 (0.184)
 berd×ALMP -0.0023 (0.009) -0.0035 (0.020)
 berd×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44 (0.016) -0.0637 (0.025)*
 ber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1172 (0.041)** -0.3695 (0.112)***
 berd×실업부조 관대성 -0.0149 (0.008) 0.0668 (0.042)
KOF 세계화지수(kof) 0.0004 (0.001) -0.0005 (0.001)
 kof×교육제도선별성 0.0003 (0.000)*** -0.0004 (0.000)***
 kof×직업교육중심성 -0.0001 (0.000)*** 0.0006 (0.000)***
 kof×노동시장연계성 -0.0002 (0.000) -0.0003 (0.001)
 kof×노조가입률 -0.0004 (0.000)*** 0.0006 (0.000)***
 kof×단체협상적용률 0.0001 (0.000) -0.0009 (0.000)***
 kof×고용보호지수 0.0005 (0.002) 0.0028 (0.004)
 kof×ALMP 0.0001 (0.000) -0.0006 (0.000)
 kof×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0 (0.000) -0.0003 (0.001)
 kof×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16 (0.001)** 0.0004 (0.001)
 kof×실업부조 관대성 -0.0008 (0.000)** 0.0004 (0.000)

N 331,611 310,292

<부표 3-16> 민감도 분석 8-5 : NEET유형별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조절효과1 (IS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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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경활NEET

(ref.경활)
실업NEET
(ref.고용)

15-34세 비중(ypro) -0.0082 (0.003) 0.0055 (0.005)
 ypro×교육제도선별성 -0.0010 (0.000)* 0.0005 (0.001)
 ypro×직업교육중심성 0.0007 (0.000)*** -0.0016 (0.001)**
 ypro×노동시장연계성 -0.0012 (0.001) 0.0005 (0.001)
 ypro×노조가입률 0.0006 (0.001) 0.0004 (0.002)
 ypro×단체협상적용률 0.0000 (0.000) 0.0021 (0.000)***
 ypro×고용보호지수 -0.0071 (0.012) -0.0148 (0.013)
 ypro×ALMP 0.0001 (0.001) -0.0004 (0.001)
 ypro×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2 (0.001) 0.0049 (0.002)*
 ypro×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46 (0.004) 0.0122 (0.015)
 ypro×실업부조 관대성 0.0028 (0.001)* -0.0054 (0.002)**
제조업고용비중(ind) -0.0087 (0.002)*** 0.0039 (0.003)
 ind×교육제도선별성 -0.0009 (0.000)* 0.0029 (0.001)**
 ind×직업교육중심성 0.0004 (0.000) -0.0014 (0.000)***
 ind×노동시장연계성 -0.0006 (0.000) 0.0009 (0.001)
 ind×노조가입률 0.0021 (0.001)*** -0.0060 (0.002)**
 ind×단체협상적용률 -0.0009 (0.000)* 0.0042 (0.001)***
 ind×고용보호지수 0.0067 (0.010) -0.0317 (0.023)
 ind×ALMP 0.0001 (0.000) 0.0012 (0.001)
 ind×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5 (0.001) 0.0087 (0.003)**
 in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84 (0.004)* 0.0257 (0.011)*
 ind×실업부조 관대성 0.0017 (0.001)** -0.0042 (0.001)**
민간R&D비중(berd) -0.0010 (0.025) -0.2291 (0.109)*
 berd×교육제도선별성 0.0059 (0.004) -0.0186 (0.012)
 berd×직업교육중심성 0.0034 (0.004) 0.0155 (0.011)
 berd×노동시장연계성 0.0045 (0.006) -0.0021 (0.008)
 berd×노조가입률 -0.0137 (0.008) 0.0272 (0.020)
 berd×단체협상적용률 -0.0069 (0.004) -0.0240 (0.008)**
 berd×고용보호지수 -0.0358 (0.102) -0.0522 (0.175)
 berd×ALMP -0.0052 (0.009) -0.0047 (0.022)
 berd×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53 (0.016) -0.0719 (0.029)*
 berd×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3095 (0.182) -0.2447 (0.411)
 berd×실업부조 관대성 -0.0128 (0.008) 0.0767 (0.042)
KOF 세계화지수(kof) 0.0004 (0.001) -0.0002 (0.001)
 kof×교육제도선별성 0.0003 (0.000)*** -0.0004 (0.000)**
 kof×직업교육중심성 -0.0001 (0.000)** 0.0006 (0.000)***
 kof×노동시장연계성 -0.0001 (0.000) -0.0007 (0.001)
 kof×노조가입률 -0.0004 (0.000)*** 0.0005 (0.000)*
 kof×단체협상적용률 0.0001 (0.000) -0.0008 (0.000)***
 kof×고용보호지수 0.0005 (0.002) 0.0031 (0.003)
 kof×ALMP 0.0000 (0.000) -0.0005 (0.000)
 kof×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정도 -0.0001 (0.000) 0.0007 (0.002)
 kof×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0.0019 (0.002) -0.0026 (0.004)
 kof×실업부조 관대성 -0.0008 (0.000)*** 0.0005 (0.001)

N 328,563 307,290

<부표 3-17> 민감도 분석 8-6 : NEET유형별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조절효과2 (IS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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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Youth NEETs

in OECD Countries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olicies and Labor Market Structure -

Park, Mi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structural causes of the 

youth NE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Previous studies on 

determinants of youth NEETs have focused on individual risk factors—such as 

personal incapacity, laziness, low motivation, health problems, family background, 

teenage pregnancy, etc—have ignored social structural factors. To establish an 

effective youth employment policy, social structural causes of NEET needs to be 

considered.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determinants for youth NEETs by 

focusing on social structural factors, particularly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tructure and social policies. 

This study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ⅰ) Does structural change in the 

labor market (i.e. changes in the labor supply and deman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young people falling into NEET? (ⅱ) Does social policy and 

institution affect the probability of young people falling into the NEET? (ⅲ) 

Does social policy and institution moderat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tructure on the probability of young people falling into the N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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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sed multilevel linear probability model 

to analyze the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base which combined 

cross-national and historical micro datasets. This study included 331,611 young 

individuals based on 81 datasets (from 1995 to 2010) from 22 OECD countries. 

The NEET status was based on young people’s current involvement in economic 

activity a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young people were those who are: (ⅰ) 

between 18~34 years old (ⅱ) single without dependent children (ⅲ) 

non-disabled and (ⅳ) not in the military, civil service, nor the educational 

system. The NEETs refers to not-working young people including inactive and 

unemployed. Those unemployed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o capture the 

struggles of the youth unemployment. 

To investigat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labor market structural changes were 

divided into labor demand factors—i.e., de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people

—and labor supply factors—i.e., structural shift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service industry,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structural change in labor supply and demand woul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young people falling into NEET. The result shows 

that only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i.e.,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mployment—have an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falling into 

NEET. A one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mployment was foun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alling into NEET by 0.61 

percentage point. This result shows that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which was 

the passage of labor market entrance for young people in the past, is the main 

reason for increasing NEET probability.

To answe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social policies and institutions 

designed to help young people entering the labor market were examined to see 

whether it affected the probability of falling into NEET. The results show that 

education system, labor market institution and welfare system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falling into NEET.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social policies are ineffective. Even if the independent effects of social polic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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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ay have the effect of moderating the influence of 

the labor market structure.

Thir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olicies are as 

follows: (a)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electivity in the educational system 

and ratio of vocational educ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selectivity of 

the education system has eased the negative impacts of the industrial change and 

strengthened the positive impa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However, unlike 

the prediction of this study, the expansion of vocational education has increased 

the negative effect of labor market change on probability of falling into NEET, 

and the effect of dual vocational education system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b) The moderating effects of union density and the coverage of 

collective bargain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the degree of 

employment prot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interaction model with 

the youth labor supply. As theoretically predicted, the union density and 

employment protection increased the young person's probability of falling into 

NEET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rate lowered the NEET probability. 

(c) In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welfare policies, when the proportion 

of active labor market expenditure in GDP and the replacement rate of 

unemployment-related benefits were higher, industrial change was shown to 

offset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falling into NEET. However, this study also 

confirms that welfare benefits operate differently depending on NEETs’ internal 

heterogeneity. The generosity of the benefit level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reduced the probability of being an unemployed NEET and the generosity 

of the unemployment assistance reduced the probability of being an inactive 

NEET. 

In sum,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youth NEETs who have been 

excluded from social policy due to the conceptual limitations of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employment rate. In addition, as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effect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on NEET 

status, it overcomes the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which mostl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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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individual factors as determinants of NEETs. In other word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NEET status of young people is not entirely caused by 

individual defects or risk factors, but it is also influenced by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s well as social policies and institutions which have taken 

place in the last two decade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s discussed. 

Keywords: NEETs, jobless youth, labor market structure, social policy, 

moderating effects, multilevel model

Student Number: 2011-3006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문제

	제 2 장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탐구
	제 1 절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정책 및 제도의 역할
	1.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
	2.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1) 고용의 탈산업화
	2) 기술발전
	3) 경제적 세계화

	3. 사회정책 및 제도의 역할
	1) 교육제도
	2) 노동시장제도
	3) 복지제도

	4.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영향

	제 2 절  청년 NEET 선행연구 검토
	1. 청년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정의 및 이슈
	1) 등장 배경: 대안지표의 필요성
	2) NEET 개념 정의와 관련한 이슈

	2.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동향
	2) 누가 NEET가 되는가 : 개인수준에서의 NEET 결정요인(risk factors)
	3) 왜 NEET 청년이 증가하는가 - 청년 NEET의 구조적제도적 결정요인


	제 3 절  선행연구 결과의 적용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2. 분석대상
	1) NEET정의에 따른 개인수준 분석대상
	2) 국가-시기수준의 분석대상

	3.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

	제 2 절  변수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조절변수
	4. 통제변수

	제 3 절  분석방법
	1. 분석모형
	2. 추정방법
	1)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LPM)의 적용
	2) 변수의 평균중심화(centering)



	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분석
	1. LIS 자료의 기본 특성
	2. OECD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 및 사회정책제도 특성
	1) 노동시장 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및 특성
	2) 사회정책 및 제도의 시계열적 변화 및 특성
	3) 국가-시기수준의 거시 통제변인 


	제 2 절  다수준 선형확률모형 분석 결과 
	1. 기초 모형 
	2. 주효과 모형
	1) 기본 모형
	2) 민감도 분석
	3) 소결

	3. 상호작용모형: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절효과
	1) 청년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2)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3) 기술발전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4) 세계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5) 민감도 분석
	6) 소결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2. 정책적 함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5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문제 6
제 2 장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탐구 8
 제 1 절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정책 및 제도의 역할 8
   1.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 10
   2.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12
     1) 고용의 탈산업화 13
     2) 기술발전 17
     3) 경제적 세계화 19
   3. 사회정책 및 제도의 역할 23
    1) 교육제도 23
    2) 노동시장제도 26
    3) 복지제도 30
   4.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영향 37
 제 2 절  청년 NEET 선행연구 검토 43
   1. 청년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정의 및 이슈 43
    1) 등장 배경: 대안지표의 필요성 43
    2) NEET 개념 정의와 관련한 이슈 44
   2. 선행연구 검토 53
    1) 선행연구 동향 53
    2) 누가 NEET가 되는가 : 개인수준에서의 NEET 결정요인(risk factors) 55
    3) 왜 NEET 청년이 증가하는가 - 청년 NEET의 구조적제도적 결정요인 62
 제 3 절  선행연구 결과의 적용 69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73
 제 1 절  연구모형 73
 제 2 절  연구가설 75
제 4 장  연구방법 79
 제 1 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79
  1. 분석자료 79
  2. 분석대상 80
   1) NEET정의에 따른 개인수준 분석대상 81
   2) 국가-시기수준의 분석대상 83
  3.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 84
 제 2 절  변수정의 및 측정 87
  1. 종속변수 87
  2. 독립변수 88
  3. 조절변수 90
  4. 통제변수 97
 제 3 절  분석방법 101
  1. 분석모형 101
  2. 추정방법 105
   1)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LPM)의 적용 105
   2) 변수의 평균중심화(centering) 107
제 5 장  분석결과 109
 제 1 절  기술분석 109
  1. LIS 자료의 기본 특성 109
  2. OECD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 및 사회정책제도 특성 115
   1) 노동시장 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및 특성 115
   2) 사회정책 및 제도의 시계열적 변화 및 특성 121
   3) 국가-시기수준의 거시 통제변인  134
 제 2 절  다수준 선형확률모형 분석 결과  136
  1. 기초 모형  137
  2. 주효과 모형 140
   1) 기본 모형 140
   2) 민감도 분석 142
   3) 소결 147
  3. 상호작용모형: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절효과 149
   1) 청년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149
   2)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152
   3) 기술발전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154
   4) 세계화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 156
   5) 민감도 분석 156
   6) 소결 161
제 6 장  결론 165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165
 제 2 절  연구의 함의 169
  1. 이론적 함의 169
  2. 정책적 함의 170
 제 3 절  연구의 한계 176
참고문헌 179
부록 194
Abstract 23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