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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의 비노동력화’
 - 이를 잘 포착하여 구체화한 것이 청년의 ‘니트(NEET)化’
 - 니트(NEET)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일을 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일

컫는 용어임 

○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특성 
 - 청년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non-job-seeking) 니트의 규모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
 - 이러한 특징은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
 -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 및 이로 인한 문제점과 파급효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청년기의 비구직 니트 경험과 이후(10년 후) 노동시장 성과
 - 청년기 경험은 당연히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청년기 이후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영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혼인 및 출산일 수 있음 
  ▹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그리고 결혼시장(marriage market)은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 청년기 비구직 니트 경험과 이후 배우자 유무 
 - 청년기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결

혼시장을 통해 이후 이들의 혼인 비율 또는 유배우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본고의 구성 
 - 제2장 청년 니트(NEET)의 규모 변화 
 - 제3장 청년 니트 경험의 노동시장 효과
 - 제4장 청년 니트 경험과 유배우 비율 
 - 마지막으로 이상을 요약 정리하고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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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년 니트(NEET)의 규모 변화 

○ 청년 니트
 - 청년 니트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특히 비구직 니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비구직 니트는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청년의 비

노동력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 청년 노동력과 니트의 규모 변화 

자료 : 남재량(2019), 남재량(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계산

○ 청년 니트의 현황 및 비구직 니트의 증가
 - 2019년 청년 비구직 니트는 111.6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2만명 증가
 - 2020년 1~5월 비구직 니트 규모는 53만명으로 해당 인구(15~34세 인구)의 10.4%

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비구직 니트 규모는 127.3만명에 이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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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됨 (전년 대비 15.7만명 증가) 
 - 2020년은 비구직 니트가 해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수준에 진입하는 

첫 해가 될 전망임 

○ 청년(15~34세) 니트의 현황 및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 남재량(2019), 남재량(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계산

니트
(NEET)

니트 
아님

15-34세 
인구

비구직니
트 비율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

2000년 877 411 466 14,582 15,459 3.0 

2005년 1,290 415 875 12,997 14,287 6.1 

2010년 1,344 372 972 12,248 13,593 7.2 

2015년 1,419 436 983 11,796 13,215 7.4 

2018년 1,550 486 1,064 10,928 12,478 8.5 

2019년 1,578 462 1,116 10,756 12,334 9.0 

2020년(추정) 1,723 450 1,273 10,514 12,238 10.4 

(2020년 1-5월) (718) (188) (530) (4,381) (5,09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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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년 니트 경험의 노동시장 효과 (남재량, 2013; OECD, 2016)

○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7~9년 후 고용 성과 차이 (KLIPS 3차)

○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6~8년 후 고용 성과 차이 (KLIPS 3차 및 4차)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취업 5,686 5,964 6,383 64.0 67.7 70.1 
실업 292 242 314 3.3 2.7 3.4 

비경활 2,906 2,603 2,410 32.7 29.6 26.5 
계 8,885 8,809 9,107 100.0 100.0 100.0 

경험자

취업 415 426 475 58.6 60.9 62.4 
실업 60 13 48 8.5 1.8 6.3 

비경활 233 261 239 32.9 37.3 31.4 
계 708 700 761 100.0 100.0 100.0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취업 5,976 6,256 6,724 64.1 67.6 70.2 

실업 334 247 331 3.6 2.7 3.5 

비경활 3,018 2,745 2,523 32.4 29.7 26.3 

계 9,328 9,248 9,579 100.0 100.0 100.0 

경험자

취업 124 135 133 47.1 51.5 46.1 

실업 19 7 30 7.2 2.7 10.5 

비경활 121 120 126 45.7 45.7 43.5 

계 264 261 29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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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6~9년 후 임금 차이 (월평균 임금)

○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6~9년 후 임금 차이 (시간당 임금)

빈도
금액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3차
비경험자 2,656 183.9 194.8 223.5 100.0 100.0 100.0 

경험자  205 154.3 167.6 181.1 83.9 86.0 81.0 

4차
비경험자 2,659 185.3 193.2 224.8 100.0 100.0 100.0 

경험자  229 145.4 161.3 173.6 78.4 83.5 77.2 

3차
및 
4차

비경험자 2,796 182.7 193.6 221.7 100.0 100.0 100.0 

경험자 65 141.9 165.5 164.2 77.7 85.5 74.1 

빈도
금액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3차
비경험자 2,656 9,180 9,581 11,342 100.0 100.0 100.0 

경험자 205 7,516 8,526 9,675 81.9 89.0 85.3 

4차
비경험자 2,659 9,431 9,541 11,482 100.0 100.0 100.0 

경험자 229 7,214 7,886 8,860 76.5 82.7 77.2 

3차
및 
4차

비경험자 2,796 9,107 9,536 11,291 100.0 100.0 100.0 

경험자 65 7,052 8,299 8,086 77.4 87.0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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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경험의 노동시장 성과 (패널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 임금방정식 :  ln      ,       . 

니트 경험 시기

3차 4차 3차 및 4차

임의효과모형 (단순) -.1019 -.1432 -.2448

임의효과모형 (다중) -.0303 -.0814 -.0904

Hausman-Taylor 모형 -.0357 -.0973 -.1238

○ 결국,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 니트 경험자의 6~9년 후 취업 가능성이 비경험자에 비해 6~24%p 더 낮으며 니트 
경험 기간이 길수록 고용가능성 저하 

 - 니트 경험자의 6~9년 후 임금이 비경험자에 비해 3.5~12.3%p 더 낮으며, 니트 경
험 기간이 길수록 임금차이가 더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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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년 니트 경험과 유배우 비율1) 

○ 청년기의 니트 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및 혼인 비율 
 - 청년기 비구직 니트 경험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비경험자들의 경우에 비해 고용

가능성과 임금 두 측면 모두에서 저조함 
 -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의 비구직 니트 경험이 향후 이들의 혼인상태에 장기적인 영

향을 끼칠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함 
 - 실제로 청년기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유배우 비율은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낮게 나

타남 
 - 이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임 

○ 청년기(15-34세) 비구직 니트(NEET) 경험 여부와 10년 후 유배우 비율 

자료 : 남재량(2020),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여 계산 

1) 제4장은 남재량(2020)의 일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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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15-34세) 비구직 니트(NEET) 경험 여부와 10년 후 유배우 비율 : 여성 

자료 : 남재량(2020),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여 계산 

○ 추가적인 고려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청년기 니트 경험이 출산률 저하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제기 가능 

 -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 필요 
 - 니트의 정의에 대한 재고찰 필요 
 - 1년 이상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는 장기 경험자에 대한 별도의 분석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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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2020년 1-5월 비구직 니트 규모 급증
 - 연간 규모로 12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7만명 증

가한 결과 
 - 최근의 비구직 니트 증가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이러한 변화는 주로 코로나 여파

에 의한 것으로 파악 가능 

○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저조
 - 취업 가능성 저조 
 - 취업 시 임금소득 저조 

○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10년 후 유배우 비율 저조
 - 추가적인 고려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비구직 니트 경험이 출산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음 

○ 코로나 확산으로 급증한 비구직 니트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조처 필요
 - 비구직 니트 경험이 장기화될수록 유배우 비율 및 출산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신규 비구직 니트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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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는신자유주의 경쟁메커니즘을통해

사회적 삶이 조절되는방식으로변화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통한 교환을 특화한다. 

과잉된자원을소수가 독점함으로써 ‘사회적 희소성’을 인위적으로창출하고, 

이를 얻기위해 다수가 경쟁해서자신이가진 자원과교환하도록사회를 조직한다. 

그렇게되면 소수의승자와대다수의패자가발생하여사회적선별이실현된다. 

경쟁의 장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은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자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근대 ‘제도’의 핵심인 국민국가, 시장, 가부장적 핵가족을 위기에 빠트렸다.

가부장적

핵가족

국민국가

시장

.

시장 분절

새로운 신분제 출현

열정적 사랑을 고리로

결혼-출산-육아의 자연적 연계를

당연시하는 낭만적 사랑의 위기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통한

상상된 공동체의 위기



발전주의 민주주의

발전주의와 민주주의의길항관계로 이루어진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을 활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변해버렸다. 

이것의 대체물로자기계발 담론이 침입해 들어왔다. 

민족주의담론



• 사회적 삶이 경쟁을 통해 조절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행위를 안내하던 기존의 제도가 힘을 잃게 되자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문화산업의대응이 일어났다. 

문화상품으로만들어지고 유포된 ‘자기계발 담론’은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를 경쟁하는 시장 안에 위치지우라고 요구한다.

• 사회적 공간이 마치 행위자들이 내기물을 두고 치열한 포지션 경쟁을 벌이는 장처럼 변해버리고 있다. 

자기계발담론의 자장(磁場)은 ‘성공-생존-힐링-좀비’로 넓게 포진되어있다. 

누구나 이 안에 빨려 들어가면 자신의 행위전략을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배치되게 된다. 



자기계발담론의자장, 안과밖

자기계발담론

성공주의

생존주의

힐링주의

좀비주의

가족주의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



성 속

가치 성공하는 실패하는

규범 도구적 실존적

목표 자기계발 하는 자기계발하지않는

성공주의코드와로망스서사

자기경영 담론은 이러한 성공주의 코드를 활용하여

“도구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기업가로 설정하여 자기계발하면성공할 수 있다”는

로망스 서사로 구성한다. 

미래에 닥쳐오는 온갖 ‘리스크’를 관리하여 결국에는승리할 수 있다!



생존주의코드와비극서사

성 속

가치 생존하는 낙오하는

규범 진정된 비(非)진정된

목표 자기계발 하는 자기계발하지 않는

이제 자아는 ‘기업가’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낙오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생존주의자’가 되었다. 

생존주의 청년 세대는 자아를 도구화하면서도그 자아와 진정성을 유지한다. 

외부의 잣대가 더 이상 추악한 것이 아니라 선망하는 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온통 긍정적인 세상에서는 기만적으로 자아를 도구화해서는생존할 수 없다. 

거의 실존의 바닥까지 내려가 진정되게 자기계발해야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힐링주의코드와희극서사

생존경쟁에 패배한 원인은 세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 

따지고 보면 사실 다 내 잘못이다. 어서 마음을 어서 추슬러야 한다.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것은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를 괴롭히고 패배시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패배의 고통이 치유될 길이 보일 것이다.

성 속

가치 생존하는 낙오하는

규범 진정된 비(非)진정된

목표 마음공부 하는 마음공부하지 않는



좀비주의코드와아이러니서사

좀비주의 코드에서 성스러운 가치는 좀비스럽게 되는 것이다.

좀비스럽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행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자기계발을 통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사는 정상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비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신이 나가야 한다. 이는 다른 좀비에게 물려서 자신이 먼저 파괴되어야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다른 정상인들을 파괴한다. 

성 속

가치 좀비스러운 정상인다운

규범 정신 나간 제정신의

목표 파괴하는 보존하는



자기계발담론의자장외부(?)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 청년은 ‘성공-생존-힐링-좀비’라는자기계발 담론의 자장 안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일까? 

김홍중은 생존주의에 대한 충성, 항의, 그리고 이탈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공존주의, 독존주의, 탈존주의를그 예로 든다.

전상진 또한 내적 망명을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청년 세대는 존재와 실천 양식에서 결코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이를 활용하는 청년 세대의 문화 능력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자기계발 담론 자장 밖에 최소한 두 가지 코드가 존재한다고 본다. 

하나는 가족주의 코드다. 다른 하나는 나르시즘적개인주의 코드다. 



가족주의코드와멜로드라마

성 속

가치 가족의 행복 가족의 불행

규범 성찰적 겸연쩍음 비(非)성찰적 자신감

목표 습속 자기계발

최고의 가치는 가족의 행복이다. 

현재는 부모에게 최대한 손 벌리지 않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구성하는길이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평범한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성찰적 겸연쩍음을 통해 추구한다. 

절대 목적 수단 도식을 통해 자기계발에나서지 않는다. 

습속을 따라 행위하는 것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목적 수단 도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행위를 조직한다고해도 성공한다는보장이 없다.



나르시즘적개인주의코드와로망스적아이러니서사

성 속

가치 자기환상적 쾌락 타자로부터의 인정

규범 재미 의무

목표 새로움 추구 기존의 것 답습

나르시즘적 개인주의코드는 “재미있게 자신의 자아를 패션인으로설정하여

새로움에 대한 체험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자기환상적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로망스적 아이러니 서사로 발전한다.

집합주의에 휩싸이지 않고 개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거리를 두는 아이러니서사를 띠고는 있지만, 

공공선을 위해 ‘각자 함께’ 집합행동에나선다는 점에서 로망스 서사를 겸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