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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률 변동요인의 구조  변화에 

하여: 부문간 이동충격과 

생산성을 심으로 

이    숙*

본 연구에서는 미국 경제의 안정화(stabilization)와 련하여 미국의 실업률 

움직임이 구조 으로 달라졌는지에 한 실증분석을 하 다. 산업부문간 노동

인력의 이동을 유발하는 부문간 이동충격(sectoral shift shock)과 생산성

(productivity)을 심으로 실업률 회귀식을 검정한 결과, 미국 경제의 안정화

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에서와 비슷하게 1980년  경이 구조  변화의 시

으로 나타났다. 이 시 을 기 으로 자료를 두 기간으로 나 어 추정한 결과, 

부문간 이동충격은 구조변화의 이  시기에는 실업률 변동에 매우 유의했으나 

이후에는 설명력이 크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생산성은 양 기간에서 

모두 유의하 으나 구조변화 이 에는 실업률 변동에 양(positive)의 계를, 

이후에는 음(negative)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실업률 변동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변화, 통화정책 수행 능력의 향상 등이 향을  것으로 

보인다.1)

핵심용어：구조  변화, 안정화, 부문간 이동충격, 생산성

Ⅰ. 서    론

미국 경제의 구조가 ‘안정화(stabilization)’ 되었다는 것이 경제학의 커다란 주

제가 되고 있다. 표 으로 2차  후 미국 실질 GDP의 변동성이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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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Stock and Watson(1994)은 

76개 거시변수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1980～1990년 에 많은 변수들의 움직

임이 달라졌음을 보 고, Kim and Nelson(1999, 2004)과 McConnell and Quiros 

(2000)는 1984년  이후 미국의 경기변동이 안정화되었음을 보 다. Niemira 

and Klein(1994), Blanchard and Simon(2001), Chauvet and Potter (2001), 

Stock and Watson(2002) 등도 련 연구이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실업률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6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미국 실업률이 1980년  까지는 추세 으로 상승하다가 이

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러한 움직임과 련하여, Hall(1970)과 

Summers(1986)는 1980년  까지 진행된 산업의 구성변화(composition change)

를 실업률 상승추세의 원인으로 지 하 고, Shimer(1998)와 Katz and Krueger 

(1999)는 노동인구의 구성변화(demographic changes)를 실업률 하락추세의 원인

으로 지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시장(labor market)의 변화와 련된 미시  요인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실업률 움직임의 성격이 달라진 것이 사

실이라면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의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라는 

거시  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실업률 움

직임의 성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

서는 ‘부문간 이동충격(sectoral shift shock)’과 ‘생산성(productivity)’을 심으

로 실제로 실업률 변동의 성격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미국 경제의 안정화

와 련해 설명해 보고자 하 다.    

부문간 이동충격은 생산성이나 선호의 변화로 노동인력이 격히 이동할 때, 마

찰  요인(time-consuming)에 의해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 Lilien(1982) 이후 

Loungani, Rush and Tave(1990), Mills,Pelloni and Zervoyianni(1995), Shin 

(1995, 1997) 등의 많은 연구에서 부문간 이동충격이 미국의 실업률 변동에 요

한 요인이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1970～1980년  까지 제

조업을 심으로 이루어진 미국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에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은 고용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 으로 임 , 기술 등의 직업

이동의 마찰  요인이 커서, 특히 제조업의 비 이 높은 시기에는 부문간 이동충

격이 실업률 상승에 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Warnock and Warnock 

(2000)에 의하면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는 1980년   이후에 제조업 고용의 비

과 함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 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실업률 변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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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간 이동충격의 향력이 달라질 수 있겠다.    

생산성은 특별히 실물 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에서 요한 요인으

로, 최근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을 설명하는 표 인 실물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

다. 그런데 이론과 달리 Blanchard and Katz(1996), Eller and Gordon(2002), 

Sirnivas and Sattinger(2003) 등의 많은 연구에서 생산성이 통계 으로는 실업

률 결정에 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미국 경제

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실업률 변동에 한 생산성의 설명력이 크게 달라졌다면 이

러한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에는 심각한 편의(bias)가 있게 된다. 표

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Mussa(1994), Clarida, Gali and 

Gertler(2000), Orphanides(2001) 등은 1980년   이후 미연 의 통화정책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미국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70년

의 재량 (discretionary)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교란요인이 사라지면서 생

산성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모형에 한 소개를 하 고, 제Ⅲ장에서는 실업률 회귀

식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 다. 제Ⅳ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Ⅱ. 부문간 이동충격의 모형: 동태  요소모형

(Dynamic Factor Model)

Lilien(1982)은 미국의 11개 산업의 고용증가율을 이용하여 최 로 부문간 이동

충격에 한 리변수를 제시하 다.2) 그러나 Abram and Katz(1984,1986)은 

Lilien의 부문간 이동충격이 실제로는 경제 체의 충격(aggregate shock)을 반

하게 되는 문제(observational equivalence problem)가 있음을 지 하 다. 이

러한 비  이후 부문간 이동충격에서 경제 체의 충격이 갖는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요한 이슈가 되어왔다.3)

2) Lilien(1982)에서 제시된 부문간 이동충격은 산업부문별 비 으로 가 치를 둔 표 편차

의 개념으로, σ
t̂=




∑

11

1

x it

X t
[Δ log x it - ΔXt]

2






1/2

이다. 여기서 x it는 t시 에서 i부문 

산업의 고용이고, Xt는 t시 에서 체 산업의 고용을 나타낸다.  

3) Samson(1985, 1990), Landon(1987), Neelin(1987), McCallum(1987), Loungani, 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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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량모형을 이용한 부문간 이동충

격의 추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 체의 충격은 모든 산업 부문의 고용에 동시

에 향을 주는 데 반해 부문간 이동충격은 개별 산업에만 작용하는 특징을 갖는

다. 이러한 특징을 표 하는 표 인 계량 모형이 동태  요소모형(dynamic 

factor model)이다.4) 동태  요소모형에서는 다변량(multivariate) 종속변수의 움

직임을 ‘공통의 충격’(common shock)에 의한 부분과 ‘개별 충격’(individual shock)

에 의한 부분으로 나 어 추정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각 산업부문의 고용증가율

로 하면, 동태  요소모형의 공통의 충격은 모든 산업부문의 고용에 향을 주는 

경제 체의 충격(aggregate shock)이 되고, 개별 충격은 산업별로 고유하게 나

타나는 부문별 충격(sectoral shock)이 된다. 특별히 모형에서 공통의 충격과 개별 

충격을 서로 독립(independent)으로 가정하고 있어 경제 체의 충격에 향을 받

지 않는 개별 충격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에서 동태  요소모형에서 추정

된 개별 충격을 이용하게 되면 순수한 의미의 부문간 이동충격이 될 수 있겠다. 

다음은 N개 산업의 고용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  요소모형이다. 

(2.1) y it =  γ i c t + e it , i=1,2,⋯,N,  t=1,2,⋯,T  ,

(2.2) c t =  φ 1 c t-1 + φ 2 c t-2 + ε t , ε t ∼ N( 0,1 ),

(2.3) e it = ψ i 1 e it-1 + ψ i 2 e it-2 + v it , v it ∼ i.i.d.N(0,σ 2
i )  ,

(2.4) 단, 모든 t, s  에 해 E (ε t,v is )= 0, i는 개별 산업 부문

(2.1)식에서 y it는 추정상의 편의를 해 취한 평균이 제거된(demeaned) 값으

로, t시 에서 i부문 산업의 고용 증가율에서 i부문 산업의 체 기간 평균을 뺀 

것이다(= Δ logx i t- Δ logx i , x it는 t시 에서의 i부문 산업의 고용). c t는 y it  

를 움직이는 공통의 충격( ε
t
)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을, e it는 y it에서 i번째 산업

에 고유한 개별 충격( v it )에 의한 부분을 나타낸다. γ
i
는 각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경제 체의 충격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공통부분과 개별부분 모

두 AR(2)로 하 고, 식별문제(identification problem)를 해결하기 해 공통부분 

충격의 분산은 ‘1’로 정규화 하 다. (2.4)식은 공통의 충격과 개별충격이 서로 독

and Tave(1990), Brainard and Culter(1993), Mills,Pelloni and Zervoyianni(1995), 

Shin(1997) 등을 들 수 있다.

4) Loungani(1986)는 error component모형에서 oil shock 효과를 제거한 부문간 이동충

격을 추정했고, Riss(1998)은 요소모형의 추정치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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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임을 나타낸다. 

(2.1)～(2.4)식의 동태  요소모형에 의하면, 각 산업 부문의 고용변화는 경제 

체의 충격에 의한 부분과 산업부문별로 고유한 개별 충격에 의한 부분으로 나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태  요소모형에서 개별 충격에 의한 부분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부문간 이동충격을 구하 다. 

(2.5) σ
t̂ =  [ ∑

N

i=1
w it ( ê it- e t )

2 ]
1/2

w it
는 t시 에서 체 산업에 한 i부문 산업의 비 (=

x it

X t
,단 Xt= ∑

N

i=1
x it )

이고, ê it는 i부문 산업의 고용증가율에서 개별 충격에 의한 부분을, e t는 ê it의 

가 평균(= ∑
N

i=1
w it ê it )을 나타낸다. 따라서 개별 산업부문의 고용변화가 평균  

수 에 비해 크면 부문간 이동충격이 커지게 되는데, 고용비 이 높은 산업의 

향을 많이 받게 된다.  

Ⅲ.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 

고용 자료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30개 산업분류를 기 으로 한 것으

로, 1960～2002년까지의 계  조정된 분기(quarterly) 자료를 이용하 다. 분기자

료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month)의 값으로 하 다. 이러한 자료 선택은 Mills, 

Pelloni and Zervoyianni(1995)를 따른 것으로 산업분류가 세분화될수록 추정된 

개별 충격이 부문간 이동충격을 보다 잘 반 할 수 있고,5) 일반 으로 많이 사용

되는 연간 자료보다는 분기 자료가 부문간 이동충격에 한 정보를 많이 갖을 것

5) Figura(2001, 2002), Groshen and Potter(2003)는 산업부문을 상으로 한 Lilien 방식

이 갖는 가정의 문제,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동일한 충격의 구조를 갖는다’를 지

하고 생산공장(plants)을 단 로 한 부문간 이동충격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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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기 자료는 연간 자료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나

타나는 단 으로 인해 특이값(outlier)으로 인한 추정치의 편의(bias)가 생길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기 자료의 잡음을 

정리하 다. 

우선 자료의 움직임이 매우 불규칙한 담배(tobacco)와 정책 으로 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연방(federal)부문을 제외하 다. 다음으로 Brainard and Culter 

(1993)에서와 같이 특정 분기에서 10%이상의 고용증감이 나타난 후 다음 분기에 

바로 회복되는 경우는 선형 interpolation으로 조정하 다(mining, patrol). 이는 

측정오차나 업 등에 의한 것으로 부문간 이동충격과는 무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Baxter and King(1995)의 Band-Pass filter(이하 ‘BP filter’)를 

이용해 아주 짧은 주기에서 지속되는 불규칙한(irregular) 움직임을 제거하 다.6) 

생산성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연율(annual rate)로 환산된 비농업부

문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의 분기 증가율 자료이다. 단, 생산성 자료가 불

규칙성이 크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자료를 그 로 이용하지 않고 Eller and 

Gordon(200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분기 이동평균을 취하 다7)(이하 ‘생산성’

으로 함). 이에 한 단 근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유의하게 기각되었다. 실업률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되는 계 조정된 자료를 이용하 고, 단 근 검정 결과

에 의해 1계 차분하 다. 

2. 부문간 이동충격의 추정

(2.1)～(2.4)식의 동태  요소모형의 추정은 Bayesian 근의 Gibbs-sampling

으로 하 다.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MLE는 모형의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종

속변수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국소  극 (local maxima)이나 수렴(conver-

gence) 문제가 생겨 정확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Gibbs-sampling은 조건부 

6) BP filter에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주기인 3분기를 기 으로 불규칙한 움직임을 

정의하 다. 그런데 BP filter가 양방향 이동평균(lead-lag moving average)을 취함에 

따라 선행․후행 시차(K)의 설정에 의한 데이터 손실이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  

근사치에 한 Baxter and King(1995)의 제안에 따라 K=12로 하 고, 이로 인해 동태

 요소모형에서는 1963년 1분기부터 1999년 4분기까지의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7) 생산성의 원 자료를 이용하거나, 이동평균의 기간을 늘이는 경우에도 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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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포함수(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임의 추출하는 시뮬

이션 개념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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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동태  요소모형에서 추정된 경제 체의 충격( c t̂ )과 실업률 

<그림 1>은 동태  요소모형에서 추정된 c t̂과 미국 실업률을 함께 나타낸 것

이다(단, 빗 친 역은 NBER의 경기순환주기로 경기 정 과 의 구간이다). 

우선 략 미국 경제의 1980년   불황기(그림에서 네 번째 빗 친 역) 이후

에 c t̂의 변동폭이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 체에 향을 주는 

충격( ε
t
)이 상 으로 작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4년  이후에 미국 경제

가 안정화 음을 제시한 Kim and Nelson(1999, 2004)과 McConnell and 

Quiros(2000)의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c t̂의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실업률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NBER의 경기순환주기를 기 으로 호황기에는 c t̂이 ‘0’보다 큰 값을, 

불황기에는 ‘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모형에서 추정된 c t̂이 경제 체에 

오는 충격을 잘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동태  요소모형의 잔차항(residuals)으로 구성한 부문간 이동

충격( c t̂ )과 실업률을 비교하 다. 1980년   이후 부문간 이동충격이 작아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60 이    숙

.0 0 0

.0 0 4

.0 0 8

.0 1 2

.0 1 6

2

4

6

8

1 0

1 2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s e c to ra l s h if t  s h o c k
u n e m p lo y m e n t ra te

<그림 2> 동태  요소모형에 의한 부문간 이동충격( σ̂
t
)과 실업률

우선 제조업 부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제조업은 통 으로 고용의 변동성이 

큰 이유로 부문간 이동충격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 를 

경과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게 작아져 왔다(고

용규모를 기 으로 1960년에 34.1% 던 제조업의 비 이 1980년  반에는 

22.5%로 감소하 다). 이러한 제조업 비 의 축소는 가 치(w it
)에 향을 주어 

부문간 이동충격을 작게 할 수 있다. 더욱이 McConnell and Quiros(2000)와 

Warnock and Warnock (2000)은 1980년   이후 미국 경제의 안정화와 련

하여 제조업의 변동성이 크게 작아졌음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자체의 안정화는 

부문간 이동충격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Summers(1986)는 1970년  

재량  통화정책 시기에 행해진 격한 긴축정책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지 하 다. 그런데 Mussa(1994), Clarida,Gali and Gertler(2000), 

Orphanides(2001) 등에 의하면 1980년   이후 미연 의 통화정책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미국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Warnock and War-

nock(2000)은 이러한 통화정책의 변화는 특히 이자율 변화에 민감한 제조업 부문

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1980년   이후의 부문간 이동충격의 감소가 이 시기 미국 경제의 

안정화를 가져 온 구조  요인-제조업의 비   변동성의 감소, 미연 의 통화정

책 수행능력의 향상 등에 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실업률 변동에 한 부문간 이

동충격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구조  변화로 인해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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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변동의 성격에 달라졌다면 생산성의 역할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실업률 회귀식을 실험하 다.  

3. 실업률 회귀식: 부문간 이동충격과 생산성을 심으로

실업률 변동의 성격이 구조 으로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체 기간에 한 회귀식에는 추정상의 오류(bias)가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우선 통계  검정을 통해 실업률 회귀식에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

고, 추정된 시 을 기 으로 기간을 나 어 각각에 한 회귀식 결과를 비교하 다.  

  

(1) 체 기간: 1963년 2분기~1999년 4분기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회귀식으로, 실업률 변동에 한 부문간 이동충격의 

향은 비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생산성은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식에서는 동태  요소모형에서 구한 경제 체의 충격( ĉ ),8) 부문간 이동

충격( Δσ̂ ),9) 생산성과 실업률 증가율의 과거시차를 설명변수로 하 고,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에 의해 과거 시차는 ‘9’로 하 다. 최종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10)  

(1) ΔU t= c+ ∑
9

l=0

α
l ĉ t- l+ ∑

9

m=0

β
m
Δ σ̂

t-m+ ∑
9

n=0

ζ
n Pr od t- n + ∑

9

k=1

η
k
ΔU t- k+a t,

단, a t ∼ N(0,σ 2
a )이고, Prod t는 노동생산성의 4분기 이동평균값임.

 8) 부문간 이동충격을 다룬 많은 논문에서 경제 체의 충격을 나타내는 리 변수(proxy 

variable) 선정이 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통화공 함수

에서 추정된 ‘ 상하지 못한 통화공 의 충격’이다.

 9) 단 근 검정 결과 c t̂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나 부문간 이동충격은 1%유의수 에서

도 기각하기 어려워 1계 차분하 다.

10) 생산성이 경제 체의 충격(aggregate shock)의 효과를 갖는다는 에서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 R 2가 1에 가

까운 값이 되고, t검정통계량이 극히 작아짐-이 나타나지 않았고, 생산성을 제외하고

ĉ과 σ̂만으로 회귀식을 구성해도 부문간 이동충격에 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다 공선성이 문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은 구조

변화를 후로 한 기간Ⅰ, Ⅱ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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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정 결과

ĉ α̂
0～ α̂ 10 β̂

0～ β̂ 10
ζ̂

0～ ζ̂ 10
η̂

1～ η̂ 10

0.02(0.43) -0.12(-3.93)*** 21.48(1.53) -0.01(-0.34) -0.15(-1.40)

-0.03(-0.51) -1.46(-0.10) 0.00(0.03) 0.20 (1.93)**

0.12(1.00) 39.40(2.48)*** 0.02(0.72) 0.12 (1.11)

-0.16(-0.10) 0.88(0.05) -0.03(-1.18) -0.07 (-0.71)

0.21(1.16) 27.42(1.64) -0.02(-0.74) 0.24 (2.43)***

-0.17(-0.94) 0.62(0.04) 0.05(1.52) 0.28 (2.86)***

0.19(1.25) -1.09(-0.06) -0.00(-0.12) 0.18 (1.69)*

-0.08(-0.75) -16.28(-1.03) -0.01(-0.50) -0.12(-1.13)

0.02(0.35) 0.60(0.04) 0.00(0.18) -0.01(-0.07)

-0.00(-0.00) -4.34(-0.31) -0.01(-0.39)

  

주석: 1. (   )의 값은 t-검정통계량임.

     2. * 는 10% 유의수 에서, **는 5% 유의수 에서, *** 는 1% 유의수 에서 귀무

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표 1>를 t검정 기 으로 살펴 볼 때, 부문간 이동충격만이 실업률 변동에 유

의한 것을 볼 수 있다.11) 부문간 이동충격은 과거시차 ‘2’에서 1% 유의수 의 설

명력을 갖는데 반해 생산성은 모든 과거시차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부문간 이동충격은 실업률 변동에 요한 변수가 되지만  

생산성은 아무런 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실업률 변동의 성격이 미국 경

제가 안정화되면서 크게 달라졌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3.3.1)의 회귀식 결과는 

잘못된 것이 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  

우선 경제 체의 충격에 한 부문간 이동충격의 추가 인 설명력을 보기 해 

시행한 F검정의 결과를 들 수 있다. 식 (1)에 F검정을 하면12)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p-value)이 31%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업률 변동에 한 부문간 이동충격의 

설명력이 크게 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Lilien(1982), Loun-

gani, Rush and Tave(1990), Mills,Pelloni and Zervoyianni(1995), Shin(1995, 

1997) 등의 논문에서 보여주었듯이 부문간 이동충격이 특히 1970～1980년  의 

실업률 변동에 요했다면 이러한 F 검정의 결과는 1980년   이후에 부문간 

이동충격의 향이 작아지면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11) 부문간 이동충격에 한 추정계수를 모두 합(∑
10
m=0

β
m
)하면 양(positive)의 값이 되어 

부문간 이동충격이 실업률을 상승시킨다는 부문간 이동가설(sectoral shift hypoth-

esis)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 다. 

12) 귀무가설은 β
0= ⋯ =β 10=0이고, 검정통계량은 T⋅R 2 ∼ χ 2 ( J )이다(단, J는 귀무가

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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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산성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와 련하여 미국 경제의 구조가 바 면

서 실업률 변동에 한 생산성의 향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Galí et al.(2003)은 볼커(Paul Volcker) 의장의 취임을 후로 기간을 나 어, 이

에는 생산성의 향상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졌던 반면에 이후에는 반

로 고용을 증가시켰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체 기간에서 생산

성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결과는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경제의 안정화가 실제로 실업률 변동에 요한 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단 하에, (1)의 회귀식에 구조변화의 시 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시행하는 Andrews 검정을 하 다. 그 결과 상 로 1980년  

인 ‘1981년 3분기’가 실업률 변동의 구조변화 시 인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는 시기로 제시되는 시 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부문

간 이동충격이 감소하는 시기와도 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즉, 미국 경제가 안정

화되면서 실업률 변동에 한 부문간 이동충격과 생산성의 계가 구조 으로 달

라졌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추정된 구조 변화의 시 을 기 으로 자료를 두 기간으로 나 고, 각각의 기간에 

해 실업률 회귀식을 다시 추정해 보았다. 

(2) 기간Ⅰ: 1963년 2분기~1981년 3분기

실업률 변동의 구조  변화가 있기 의 기간으로 체 기간에서와는 다르게 부

문간 이동충격과 생산성이 모두 실업률 변동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업률 

회귀식은 앞 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 고, AIC를 용하여 설명변수의 

과거시차는 ‘6’으로 하 다. 단, 잔차항 검정 결과 이분산의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 

GARCH(1, 1)으로 하 다.    

(2) ΔU t = c + ∑
6

l=0

α
l ĉ t- l + ∑

6

m=0

β
m
Δ σ̂

t-m+ ∑
6

n=0

ζ
n Pr od t- n + ∑

6

k=1

η
k
ΔU t- k + a t,  

단, a t ∼ N(0,σ 2
at ), σ

2
at= b 0+b 1a

2
t-1 + b 2

σ 2
a, t-1

13) 회귀식에서는 부문간 이동충격과 생산성의 모든 시차변수에 구조변화의 더미변수(du-

mmy variable)를 두었고, 그 결과 검정통계량이 53.63으로 나와 구조변화가 없다는 귀

무가설이 1% 유의수 에서도 충분히 기각됨을 볼 수 있었다(Andrews(1994) 참고). 



64 이    숙

<표 2> 추정 결과 

ĉ α̂
0～ α̂ 10 β̂

0～ β̂ 10
ζ̂

0～ ζ̂ 10
η̂

1～ η̂ 10 b̂ 0～ b̂ 2

0.02(0.38) -0.15(-8.96)*** -42.90(4.31)*** -0.01(-0.70) -0.39(-2.29)*** 0.00(0.02)

-0.02(-0.42) -24.25(1.87)** -0.04(2.36)*** -0.15(-1.55)** 2.62(2.16)**

-0.04(-0.63) -43.68(3.40)*** -0.02(-0.84) -0.10(1.31) 0.06(0.65)

-0.02(0.30) -3.16(-0.31) -0.03(1.50) -0.13(-0.91)

-0.02(-0.40) -16.13(1.07) -0.03(-1.57)* -0.02(0.14)

-0.03(0.62) -1.30(0.10) -0.03(1.04) -0.24(1.92)**

-0.01(0.32) -24.60(3.77)*** -0.02(-1.13)   

  

주석: 1. (   )의 값은 t-검정통계량임.

     2. * 는 10% 유의수 에서, **는 5% 유의수 에서, *** 는 1% 유의수 에서 귀무

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표 2>에서 t검정 기 으로 부문간 이동충격은 과거시차 ‘0, 1, 2, 6’에서 유의

하고, 생산성은 ‘1, 4’에서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F검정에서도 두 변수의 설명력

은 강하게 지지되었다. 

우선 부문간 이동충격의 유의성은 체 기간을 상으로 했을 때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를 통해 체 기간 회귀식에서 나타난 부문간 이동충격의 

유의성이 이 기간의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체 기간 회귀식 결과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것은 생산성의 설명력이 매우 유

의해진 이다. 즉, 실업률 변동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

았던 생산성의 설명력이 분명해졌다. 특히 생산성 시차변수의 모든 추정계수를 더

하면(∑
6
n=0
ζ
n
) 양의 값, +0.02가 되는데, 이는 구조 변화가 있기 에는 생산성의 

향상이 실업률을 증가(고용을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3) 기간Ⅱ: 1981년 4분기~1999년 4분기

실업률 변동의 성격이 구조 으로 달라진 이후의 기간으로 부문간 이동충격의 

유의성은 크게 낮아지고, 생산성은 여 히 유의하기는 하나 구조  변화 이 의 

기간과는 정반 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회귀식은 앞 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하 고, 최종 회귀식에서는 AIC

에 의해 설명변수의 과거 시차변수를 ‘6’으로 하 다. 

(3) ΔU t = c+ ∑
6

l=0

α
l ĉ t- l+ ∑

6

m=0

β
m
Δ σ̂

t-m+ ∑
6

n=0

ζ
n Pr od t- n + ∑

6

k=1

η
k
ΔU t- k+ a t ,

단, a t ∼ N (0,σ 2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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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정 결과

ĉ α̂
0～ α̂ 10 β̂

0～β̂ 10
ζ̂

0～ ζ̂ 10
η̂

1～ η̂ 10

-0.08(0.28) -0.22(-3.57)*** -47.26(1.86)* -0.03(1.03) -0.24(-1.62)

-0.03(0.23) -46.05(-1.73)* -0.04(-1.08) -0.04(0.27)

-0.01(-0.04) -42.49(1.17) -0.04(1.02) -0.14(-1.06)

-0.07(-0.36) -23.81(-0.74) -0.10(-2.73)*** -0.19(-1.42)

-0.07(0.44) -53.61(1.73)* -0.03(0.66) -0.15(1.09)

-0.07(-0.66) -36.97(-1.53) -0.03(0.77) -0.11(0.86)

-0.04(0.67) -21.40(0.97) -0.01(-0.42)   

  

주석: 1. (   )의 값은 t-검정통계량임.

     2. * 는 10% 유의수 에서, **는 5% 유의수 에서, *** 는 1% 유의수 에서 귀무

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표 3>에서 구조 변화 이 에는 1% 의 유의성을 보 던 부문간 이동충격의 

설명력이 10% 로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F검정에서도 추가  설명력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16%로 나타났다. 즉, 1980년   이후에는 실

업률 변동에 한 부문간 이동충격의 역할이 크게 작아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간 이동충격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해졌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마찰 (time-consuming) 요인이 감소했음을 나

타낸다. 이와 련하여 3.2 에서 지 된 바와 같이 제조업 부문의 비 이 감소하

면서 노동시장의 마찰  요인의 작용이 작아진 이나, 체 산업의 90%이상으로 

확 된 서비스업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겠다. Katz et al.(1999)는 인터넷의 보 , 

정부의 직업훈련 로그램  고용 진기  창설 등으로 1990년  이후에는 직업

이동이 쉬워졌다고 지 하 다.     

<표 3>에서 생산성은 특히 과거시차 ‘3’에서 매우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F검

정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8%로 나타나 실업률 변동에 유의하게 나타났

다. 특이한 은 생산성에 한 모든 추정계수를 더하면(∑
6
n=0
ζ
n
) 음의 값, -0.02 

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구조변화 이후의 기간, 즉 1980년   이후에 생산성 향상

이 실업률을 감소(즉, 고용을 증가)시켰음을 의미하는14) 것으로, 구조변화 이 의 

시기와는 정반 의 효과를 보여 다-3.3.2 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조변화 이 에

는 생산성에 한 추정계수의 합이 +0.02가 되어 생산성 향상이 실업률을 상승시

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14) Blanchard and Katz(1996), Blinder(2000), Ball and Moffit(2001) 등은 생산성 향상

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수 있는 근거로 ‘유보임 의 환상’(reservation wage aspira-

tion)을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유보임 (혹은 실질임 )의 조정이 생산성 향상을 미

처 반 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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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Galí et al.(2003)과 동일한 것이다.15) Galí et al.(2003)은 1954.1 

～1998.3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구조  VAR모형의 추정을 통해 1980년  이

에는 생산성의 향상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졌던 반면에 이후에는 고용

을 증가시켰음을 보이고 이를 미연 의 통화정책의 변화와 련하여 설명하 다. 

이들은 이 에는 산출량을 과도하게 안정화(over stabilization) 시키려 했던 미연

이 볼커 의장의 취임 이후 외부 충격의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최  통화정책

(optimal policy rule)을 취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향이 달라졌

다고 보았다. 즉, 앙은행의 재량 (discretionary) 통화정책의 교란요인이 제거

되면서 생산성이 실업률을 감소(즉,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Ⅳ. 결    론 

1990년  반 이후 많은 논문에서 미국 경제가 1980년  ～ 반에 구조 으

로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사실이라면 부

분의 거시경제변수들이 구조  변화를 나타낼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미국 실업

률 변동의 성격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동태  요소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한 추정 결과를 보

면(<그림1, 2> 참조), 198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경제 체

의 충격과 부문간 이동충격의 변동폭이 모두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실업률의 움직임에도 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부문간 이동충격과 생산성을 주요 변수로 한 실업률 회귀식에 한 검정 

결과, Kim and Nelson(1999, 2004)과 McConnell and Quiros(2000) 등에서와 같

이 1980년  경이 실업률 변동의 구조  변화의 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변화의 시 을 기 으로 자료 기간을 나  회귀식에서는, 부문간 

이동충격은 Lilien(1982), Loungani, Rush and Tave(1990), Mills, Pelloni and 

Zervoyianni(1995), Kwanho Shin(1995, 1997)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1980년  

15) Galí et al.(2003)에서와 같이 볼커 의장의 취임을 기 으로 자료 기간을 나  회귀식에

서도 연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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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미국의 실업률 상승에 요한 역할을 하 으나 이후에는 설명력이 크게 작아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생산성은 구조변화를 후로 나  양 기간에서 모두 유의하 으나, 실업률 변동

에 한 계가 정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조 변화 이 에는 생산성 향상이 

실업률을 상승시켰으나 이후에는 실업률을 하락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변동의 이러한 변화에는 미국 경제를 안정화시킨 주요한 이유로 지목되

는 미국 제조업의 비   고용 변동성의 축소, 미연 의 통화정책 수행능력의 향

상 등이 향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구체 인 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에서 이에 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겠다. 일례로 미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후로 생산성 충격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과 련하여 Chang et al.(2003, 2004)에

서와 같이 산업별 세부자료(disaggregated data)를 이용한 미시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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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동생산성과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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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dy-

namics of U.S. unemployment: sec-

toral shift shock and productivity

Young Sook Le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ether the dynamics of the U.S. un-

employment has been changed since the early 1980’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changing role of the sectoral shift shocks and the 

productivity of labor in explaining the unemployment dynamics. First, 

while the sectoral shift shock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un-

employment rate dynamics up to the early 1980’s, their importance 

has decreased considerably after the structural break. Second, while 

we obser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productivity and unemployment before the structural break, their re-

lationship has been changed in the negative direction after the struc-

tural break. These results seem to be affected by the stabilization of 

the U.S. economy in relation to the changes in the employ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Fed’s monetary policy.

Keywords: Structural change, Stabilization, Sectoral shift shock, Pro-

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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