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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청년실업의 경기변동시 특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이들의 실직구직활동의 경기변동상 특성을 분석·보고한다. 기존의 경
기변동문헌에서와 달리 구직확률뿐만 아니라 실직확률의 경기변동시 움
직임이 청년실업률을 결정하고 있음을 우리나라의 월별 실업자료를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실직확률 증가로 직업의 안
정성이 저하된 것은 청년노동력에도 적용되나, 구직확률 증가에 따른 노
동시장의 인력배분기능에서 효율성이 증가한 것 또한 입증된다. 기존 탐
색모형에 대한 평가, 실업정책의 구조를 포함한 몇 가지 의미있는 시사점
또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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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자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취약계층의 고용 및 청년실
업이 중요 정책주제로 등장한지 어언 십여년이 지났다. 청년노동력과 관
련하여, 경제전반의 소득 상승속에서도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에 따른 청
년층의 박탈상실감은 컸고, 적지 않은 재정지출프로그램(예: 청년인턴제)
이 실시된바 있다. 이미 이러한 성향이 고착화된 선진국들에서도 우리와
유사하게 장년실업률의 3배 정도가 청년실업률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
기업의 인력난속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실업 또한 관측되고 있어 과도
한 눈높이 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으나, 청년실업의 수준에 관한 논의는
계속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
상에서 청년실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없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직구직확률의 경기변
동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장년노동력과 비교한후, 노동시장정책관
련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력의 실직 및 구직행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유사한 성격을 지
니고 있으나, 양자의 경기변동상에서 의미는 직관과 달리 매우 상이한 양상
을 보이고 있음이 관측되어 왔다. 실업의 경기변동시 특성에 대해 최근 거
시경제학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로서 실업으로의 유입(flow into unemployment)은 경기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Shimer, 2012,
2005a). 본 결과는 최근 탐색-매칭모형을 이용한 거시경제의 연구분야에서
주로 실업으로부터 유출확률의 변동이 거시적으로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의거한 거시경제모형을 제시
하고 있다.2 이러한 모형들로서 Hall (2012, 2005b), Gertler and Trigari (2006),
Menzio and Moen (2006), Rotemberg (2006), 그리고 Blanchard and Gali (2006)
등을 들수 있는데, 주로 직업탐색매칭을 중심으로 하는 모형들로서, Shimer
(2012, 2005a)의 일련의 논문들에서 향후 거시경제학의 연구방향으로서 소
개된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논지는 실업으로의 유입이 경기역행성
을 보이기보다는 반대로 “구직성공률”이 경기순응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
에 실업률의 경기변동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 및 주장이 다른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된 결과와 반
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초기 관련연구로서
1본

문헌의 서베이를 위해 남재량(2006, 2008)의 연구 참조.
탐색-매칭모형 맥락의 기초연구로서 Pissarides (1985), Mortensen and Pissarides
(1994), Cole and Rogerson (1999) 등을 들 수 있다.
2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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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by et al. (1986) 논문에서는 실업률의 경기변동상 특성은, 실업으로의
유입(예: firing, layoffs)에 있어서 경기변동상 불황시 많은 유입 및 호황시
매우 낮은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즉, 실업으로의 유입(inflow)
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주로 미시자
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동경제학
연구들에서 그렇게 주장되기도 하였다. 특히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에
있어서 인구특성상 이질성(demographic heterogeneity)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업으로부터의 유출과 함께 유입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또한 적지 않게
축적된바 있다(예: Baker, 1992).
최근 Elsby et al. (2009)에서는 이러한 경제학 내부 분야간 논점의 괴리
에 대해서 보다 정교한 계량분석기법을 통해, Shimer에서 주장되듯이 실업
으로의 탈출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업으로의 유입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미국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담론의 틀 및 논점을 주요 정책과제인 청년근로
자들의 실업문제에 적용하여 향후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
들에서 노동수요측면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직업이 많지 않으며,
노동공급측면에서 과도하게 높은 눈높이 등에 대한 양쪽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정확히 경기변동상에서 청년실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분석평가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
청년실업관련 국내연구로서 남재량(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입직률은
매우 높으나 동시에 이직률 또한 매우 높아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존에 입직률이 낮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견해를
반박하는 논거로 작용한다. 그 외 이철인(2011)의 연구에서는 최근 노동시
장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탐색-매칭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 청년실업문제에 적용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력의 입직률, 이직률, 실업률 자료를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 청년층이
실업시 기대하는 소득이 고용시의 임금에 비해 매우 높지 않으면, 우리나라
청년노동력에 관한 표준적 자료(stylized facts)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3
3 즉,

이는 청년층의 실업시 기대하는 소득(예: 실업급여+가족으로부터의 지원액)이 취
업시에 받는 소득의 85%에 육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실업시 기대하는 소득(예:
실업급여+가족으로부터의 지원액)이 경제성장 등으로 과도하게 높아서 발생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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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변동시 나타나는 청년층의 실직 및 구직 행태에 대한 연구
는 저자들이 아는 한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러한 새로운 시도 그 자체
로서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거시경제의 틀내에서 노동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Hall (2005b)에서 보
듯이, 선진국들에서는 실업이 불황시 일시적 해고의 급증으로 인해 늘어
난다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지 못해 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5 가 일반적으로 강한 편이나,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과연 어떠한 견해가 더 유력한지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
며 특히 청년층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
약에 Hall의 주장이 우리나라 자료에서 입증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경직성하에서 탐색모형의 틀내에서 총수요변화에 의해 노동시장의 변동
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업으로부터의 탈출여부가 경기변동시
실업률 결정의 중요 요인이라면 실업의 구성이 실업의 건수(unemployment
spells)보다는 실업의 기간(unemployment duration)의 길고 짧은지가 중요
할 것이다.6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정책의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둘째, 동시에 부가적으로, 과연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단순히 취업이 가능
하지만, 직업의 내용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청년층의 경기변
동시 임금의 변화와 실직/구직행태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기변동시에 실업이 증가하는 이유
가 실업으로부터의 탈출 확률은 그대로 유지되나 실업으로의 유입이 급증
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이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직업기회의 상실에 보다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때 실업의 건수(unemployment spells) 자
도 있겠지만, 달리 보자면 취업시에 받는 소득이 (직업의 내용이 부실하여) 낮아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일종의 청년취업 희망자들의 눈높이와 현실에서 창출되는 직업
기회간에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4 국외 주요연구에서도 Anderson and Meyer(1994), Baker(1992), Barkume and Horvath(1995), Blanchard and Diamond(1990), Davis et al.(2006), Kennan(2006), Sider(1985) 등
에서 경기변동상에서 실직자, 직장보유자 등에 대한 흐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이중에서
Baker의 연구는 실업자의 경기변동시 구성변화(compositional changes)에 대해서도 고려하
고 있으나, 청년실업자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는 경직적 임금(sticky wage) 하에서 경기변동시 탐색-매칭모형이 예측하는 주된 결
과이다. 경직적 임금모형과 상반된 내용으로서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시 순응적으로(cyclically) 움직인다는 견해가 있는데 Solon et al. (1994)을 들 수 있다. 아마도 후자의 견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조정을 수반한 균형변동을 지지한다.
6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 Baker(1992)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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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실업 증가가 실업유입은 그대로인데 실
업으로부터의 탈출 확률이 급속히 감소하여 발생한다면, 이는 장기실직자
(long-term unemployed)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보다 동태적 관점에서 실 · 구직확률의 변동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경우,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
되리라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연구는, 비록 단순히 자료분석에 의존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만약에
실직을 중심으로 실업률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주로 고용관련 재정지출이
실업의 예방 및 노동수요의 유지를 위한 보조(예: 사회보험료 감면 등) 측면
에서 접근하는 것이 의미있으나, 반대로 구직의 속도를 중심으로 실업률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주로 구직행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실직자에 대한
보호 측면(예: 구직활동 지원 및 실업급여 강화 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
질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설의 제시 또는 검정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실제자료를 탐색이
론의 맥락하에서 직접적으로 분석·보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넷째, 본 청년층에 대한 연구결과를 장년층의 실업동학
과 비교함으로써 과연 노동시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
한 노동시장의 경기변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은 실업률의 변동에 대한 결정요인을
추출해내는 모형을 소개하고, 제3절은 자료를 설명하고, 제4절은 분석결과
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유도한다. 제5절은 결론을 유도하고 글을 맺는다.

2. 실업률 변동 모형의 구축
2.1. 모형의 배경
Shimer (2012), Elsby et al. (2009) 등에서 제시된 실업률 동학식을 적절히
변형시켜 실업률의 변동이 어디로부터 생성되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탐색이론(searchmatching theory)의 기초적 배경을 고려하기로 한다.
du
= st (lt − ut ) − ft ut
d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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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 = 실업인구;
t = 시간;
s = 직업으로부터의 이탈 해자드율(job separation hazard rate);
f = 직업 취득 해자드율(job finding hazard rate);
l =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즉, 실업인구 u의 변동은 고용된 자들로부터 직업의 “상실발생분” s(l − u)
와 직업의 “취득발생분” ft · ut 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위 식
을 경제의 균제상태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의 하나로서 균제상태실업률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st (lt − ut ) − ft ut = −(st + ft )(ut − ut∗ )

(2)

방정식 (2)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간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정
시점 t에서의 실업률 ũt 을 균제실업률의 근방으로 근사시키게 되면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유도된다.
ũt =

u∗
st
ut
' t =
lt
lt
st + ft

(3)

st
즉, 이 관계를 이용하면 특정 시점 t에서의 실업자수 ut∗ 를 ut∗ = lt · st +
ft 로
표시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면 위의 식(2)와 같이 st (lt − ut ) − ft ut = −(st +
ft )(ut − ut∗ )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 (2)의 로그전미분값은 식(3)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 log ũt = (1 − ũt ) (d log st − d log ft )

(4)

이는 곧 로그실업률의 변화가 실업으로의 유입률 및 구직율의 변동률(변화
율 또는 성장률)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식(4)의 양변을 ũt
로 곱해주면, 보다 해석하기 쉬운 실업률 변동분에 관한 다음 식을 얻는다.
d ũt ' ũt (1 − ũt ) (d log st − d log f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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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업률의 변동은 바로 “로그실업유입해자드율의 변화율”과 “로그실업
유출해자드율의 변화율”의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7 본식에 따르
면 실업인구의 변동은 결국, 고용된 직장에서의 이탈(job separation 또는
destruction)에 따른 직업상실해자드율 s, 새로운 직업을 찾을 확률(해자드
율) f 의 변동에 의해 발생함을 의미한다.8 따라서 동태적으로 보아 경기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청년층 근로자그룹에서 나타난 실직 및 구직의 경
기변동시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청년층의 실업동학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로그실 · 구직해자드율의 변동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식 (5)를 이용하여 구직 및 실직자의 변동에 의한
실업률의 변동을 분해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실직확률, 실업유
입해자드를 동일한 표현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구직확률, 실업유출해자드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문맥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2. 실업유입 · 유출해자드율의 계산 방법론
직접적으로 각각의 실업으로의 유입 및 유출 해자드율인 st 와 ft 의 값을
자료를 이용하여 추론할 수도 있다. 즉 처음부터 마치 주식시장과 같이 실
시간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보고되는 경우(즉, 노동력의 상태변동에 관한
각각의 해자드율 자료가 완전히 구비된 경우) 본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겠으
나, 자료 집계의 한계점을 고려하면 본 해자드율 자료는 실업의 동학모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속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
업으로 유입해자드율(job-separation hazard rate)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작은 단위로 설정된 각 시점에서 모집단의 직업보유자 중에서 실직 또
는 이직에 의해 실업으로 유입되는 소위 확률(해자드율)을 구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자료들에서는 소위, 집계의 편의문제(“time-aggregation bias”)로
인해 분석이 생각보다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추후 논의하겠지만 특정 방
향으로 체계적인 오류를 낳는다(Shimer, 2012). 또한, 실업인구 전체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에 실업으로 유입된후 이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자
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실업인구의 변화를 계산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7 직접적으로 실업유입인구와 유출인구를 비교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장기 실업자와 단기 실업자의 구성을 제대로 고려할 수 없고 또한 경기변동시에는
양자의 구성이 변동하는 점을 통제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본 논문에서처럼 로그실업유출
입해자드를 고려한 분석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8 보다 정확히 이해하자면 기존의 실업률 수준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적인 실업
률 수준하에서는 그리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지만, 높은 실업률하에서는 실직, 구직확률의
변화가 좀 더 높은 실업률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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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연속시
간에서 유입률과 유출률을 계산할 수 있다.
s
∆ut+1 = ut+1
− Ft ut

(6)

여기서
∆ut+1 = t와 t + 1기(월) 사이 실업자수 변동분;
s
ut+1
= t + 1월에서 실업에 머문지 1기(예: 1달)이내인

단기실업자들의 수;
Ft = t월에 실업에서 벗어날 확률을 의미함.
첫째, 먼저 유출해자드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식(6)을 F에 관해 정리하면 아래 식 (60 )을 얻는다.
Ft =

s )
ut − (ut+1 − ut+1
ut

(60 )

s 로 인해 현재
이를 이용하여, 1기이내에 신규로 실업에 유입된자들 ut+1
시점 t + 1에서 볼때 t기의 실업자에 비해 t + 1기의 실업자가 과다하게 단
s 을 제거해줌으로써 해결하는
기실업자로 구성되는 일종의 편의문제를 ut+1
s ) 부분을 고려함]. 이로부터 매우 작은 기간
것이다[즉, 분자에서 (ut+1 −ut+1
내에서 정의되는 소위 연속변수로서 유출해자드율을 아래의 변환을 통해
적절히 구해낼 수 있다:
ft = − log(1 − Ft )
(7)

둘째, 유입해자드율을 구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작업이 된다. 즉, 유입
된 특정 달과 다음 달 자료서베이 시점전에 실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
므로, 단기 실업유입자 수는 항시 실제 유입한자 수의 “하향편의”된 수치
(biased estimate)가 된다.9 즉, 매달말 유입된 실업자수를 파악하는 것은 실
제 유입자 전체의 일부에 그치기 때문인데, 아마도 청년노동력의 경우 빈
번한 직장이동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러한 지적이 더욱 의미가 있다. Shimer
(2012)는 이를 “시간집계의 편의” (time-aggregation bias)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Shimer (2012)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서베이 간격이 매우 좁지 않다면, 서베이 간격 사이에 실업되었다
가 새로이 구직에 성공하여 탈출하는 관측치가 실제로는 실업유입인구로
9 이러한 고려가 실업탈출확률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 실업자수의

최종변동만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실업탈출확률의 유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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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야 하나 서베이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최소한의 가정
하에서 교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Shimer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st , ft , lt 이
연속하는 월별 서베이기간 사이에 고정되었다고 한다면 식(1)의 차분방정
식을 풀어서 아래 식(20 )를 얻고 위에서 구한 유출해자드율에 관한 식(7)을
적절히 이용하면 역으로 st 값인 유입해자드율을 계산해낼 수 있다.
ut+1 = ut∗ + (ut − ut∗ ) exp [−(st + ft )]

(20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각 시점별 전체 실업자수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고, 둘째, 해당 기간내에 신규로 실업으로 유입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생성한후, 셋째, 적절한 변환을 통해 실업유출해자드율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구한 정보들을 실업률 동학식 (20 )에 대입하여 역으로
실업유입확률을 계산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청년실업문제에 적용하되, 그룹간 비교를 위해 장
년층의 실업에도 적용하기로 한다. 즉, 양 근로자 그룹의 실업동학을 도
출하고 자료가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청년 및 장년 실업률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10 즉, 본 연구의 목표상, 특별한 통계량을 이용한 회귀
분석 또는 가설검정이 아니라, (i) 탐색모형의 기초에 의거하여 실업유입
10 미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으로 유입하는 사례가 실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유
입하는 규모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중요함을 Blanchard and Diamond (1990)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우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 등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
한 것이 사실이다.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다 허용될 경우, 실업사유별 유출입 확률 계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만약에 실업자의 구성이 직장에
서 실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non-labor force)까지 포함한다면, 좀 더 실업의
사유별로 분해된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ũ = ũo + ũn
여기서 하첨자들은 다음을 지칭한다.
o = 기존 노동시장참여자 중에서 발생한 실직자;
n = 비경제활동에서 새로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자를 지칭함.
이를 로그전미분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d log ũ = wo d log ũo + wn d log ũn
여기서 w j ( j = o, n)는 실업사유별 실업인구 비중으로 정의된다. 즉, 실업률의 변동률이 기
존 노동시장 참여자 중에서 실직자들에 의한 실업률 변동률, 그리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자한 자들에 의한 실업률 변동률에 의존한다. 균제 상태에서는, 각각의 사유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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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출확률을 충실히 계산해내고 (ii) 이를 이용하여 실업률 결정요인을
찾아내고 (iii)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유도하고자 한다.

3. 자료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월별 총실업자수, 5주미만의 실업기간을 지닌 신규 실업자의 숫자, 월별 구
직자의 숫자, 월별 실업률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여기서 5주미만 실업자수
자료는 단기 실업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실
업자수 자료의 적절한 변환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11
위의 두 가지 정보를 적절하게 결합하고 노동시장탐색모형(예: 식 (1), (2),
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ũo = so e/ fo ⇒ d log ũo = d log so − d log fo + d log e
ũn = sn i/ fn ⇒ d log ũn = d log sn − d log fn + d log i
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변수 e, i는 각각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고용자, 비경제활동인구
의 비중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규모의 월별 변화율/증가율은 거의
미미하므로 이를 d log e ' 0 ' d log i를 가정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아래의 식을 얻게 된다.
d log ũt = wo [d log so − d log fo ] + wn [d log sn − d log fn ]
이와 같이 정리한후, 실업자들을 실업사유별로 다시 분류한뒤, 이들이 각기 구직성공 및
실직에 이르게 되는 해자드를 찾아낸후, 각 실업자 중에서 기존 직장에서 이탈한자(o)와
비경활에서 유입된 실업자(n)의 비중을 파악하여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료의 여
건상 실업자들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지 않아 추가적 분석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와 추가적 가정하에서 추산은 가능하다고 본다. 즉, Blanchard and
Diamond (1990)에서처럼 양 그룹의 규모가 유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d log ũt = wo (d log so − d log fo ) + wn (d log sn − d log fn )
1
' [(d log so − d log fo ) + (d log sn − d log fn )]
2
또한 각 그룹의 구직 및 실직에서의 행태분석이 자료한계로 가능하지 않지만 양 그룹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이는 곧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식 (5)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그룹별 분해를 생략하고 보다 단순한 가정하에서 진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익명의 레퍼리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향후 자료가 허용하는 시기에
보다 확장된 분석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11 본 자료는 미국 CPS에서도 구축하고 있으며 주로 단기실업자의 파악을 위해 집계한다.
본 분석이 월단위이므로 1달이내의 단기 실업자를 파악하는데 본 자료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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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7) 등)을 이용하면, 경기변동상 실업유입 및 유출해자드의 파악이 가
능해진다.
한편, 모든 자료에 계절적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자료해석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청년층의 실업문제와 장년층의 실업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구
별해서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30
세이상 근로자와 그 외의 15세–29세까지의 근로자로 나누어 표본을 구성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에서 구축한 자료의 일부인 월별 실업인구집
계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가능한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
주이상 구직을 한 자를 실업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1986년
이래의 실업인구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동시에 1달 이내의 실업자들을
별도로 보고함으로써 실업자들의 흐름을 보다 잘 관리하는 잇점을 누리게
된다.

4. 분석결과
4.1. 청년근로자의 경기변동상에서의 실-구직 패턴
그림1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이 실업으로부터 탈출하는 확률인 구직해
자드율(job-finding hazard rate)을 위에서 논의한 식들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
를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이하 모든 분석내용 또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여주기로 한다. 1986년도 이후 상당한 진폭을 보여왔는데, 1997년 외환
위기때 전반적으로 낮은 월별 구직확률이 보여지며 그 외에도 몇 몇 달들에
서 낮은 수치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시기적 특수성에 많은 부분 확률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럼에도 2002년 신용카드사태 전후의 일시적 충격, 그리고 2008년도 국제적
금융위기의 초기 불확실성 고조 등에 영향을 받아 구직해자드율이 하락한
것이 자료에 포착되어 나타나고 있어 경기순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경기변동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데 자료의 시계열이 짧고 또한
기존의 국내연구(예, 신동균·전병유, 2002; 이철인, 1999)들에서 실업률이
경기에 역행적임을 보인바 있어 세부적인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이후 구직해자
드율이 어느 정도 상승한 점이 목격된다. 즉, 2002년을 경유로 하는 불황시
발생한 구직해자드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안
정적으로 높은 구직률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시계열이 충분히 길지 않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 그다지 설득적이지 않을 수 있어 경제적 논거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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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월별 구직해자드율을 보고함; young f: 청년실업자의 구직(job finding)해자드
율 지칭.

그림 1: 청년근로자의 구직확률(job-finding hazard rate)

의 변화는 분명히 노동시장의 고용 조정의 가능성을 좀더 늘리고 노동시장
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추후
실직확률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보다 구직가
능성이 상승하는 환경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구직확률이 증가하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직을 중심으로 직장의 상실이 증가하였다면 경제의 장기
균형에서는 동시에 구직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일 수 있다
(식 (4) 참조; 장기균형에서는 좌변 실업률 변동은 0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면 결국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행
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직을 중심으로 직장의 상실이 중심이
된다면 구직확률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는 고통스런 실직이 장기실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직장으로 이전이 성공적으로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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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월별 구직해자드율을 보고함; young f: 청년실업자의 구직해자드율 지칭;
young s1: 청년근로자의 실직(job separation)해자드율 지칭.

그림 2: 청년근로자의 구직확률 대비 실직확률(job-separation hazard rate)

이에 대해 남재량(2008)에서는 청년층의 실업은 잦은 이직이 중심이
된다는 미시적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직업의 공
석’(job vacancy)의 증가에 따라 자연히 구직확률이 상승하는 측면을 부각
시키는 결과이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이 자연스런 증가이고 또 얼마만큼
이 노동시장 효율성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논의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림 2에서는 구직확률을 실업유입확률인 직업이탈해자드
율(job-separation hazard rate)과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밑부
분에 위치해있는 직업이탈해자드율의 크기가 실업탈출확률에 비해 워낙
작아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아, 마치 실직해자드율
은 그다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좀더 조심스런 관측을 통해 비록
실업탈출확률에 비해 작지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일부 납득할 수도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폭 미미한 정도로 상승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일반
적 경제학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유되는 믿음이 아닌가 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사실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실업유입확률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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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그래프에서 실직확률은 자발적 이직 및 비자발적 실직을 포함한 것임. 또한
미국 Census Bureau의 X-12방식을 이용하여 계절적 조정을 실시하였음. 단, 서베
이 단위가 매우 작지 않는한, 특정 서베이 시점 t 이후에 실직(유입)된 뒤 다음
서베이 t + 1기(월) 전에 구직에 성공하여 탈출(유출)하는 표본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어 실직확률(유입확률)을 제대로 충실히 반영하여 추정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가 통상적인 서베이자료에서 발생함. 식 (6)을 이용하여 구직확률에서 단기실업
자문제를 고려하였음.

그림 3: 청년근로자의 로그구직확률 대비 로그실직확률
실업유출확률 즉 구직확률이 경기변동상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 “유출이
결정”한다는(“out wins”)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본다(Hall, 2005a,
2005b; Gertler and Trigari, 2006; Menzio and Moen, 2006; Rotemberg, 2006;
그리고 Blanchard and Gali, 2006, 등).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생각해볼때,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인구는 그
다지 다르지 않지만 두 해자드율의 계산시 분모의 규모가 서로 상이하여
이처럼 다른 성향의 자료로 이해되는 것은 직관적으로 문제라고 보인다.12
따라서 동일한 자료를 보다 변동성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해 각각의 변
수들에 로그를 취하여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식 (4), (5) 참조). 이미 해자드율로 표현된 변수에 다시 로그를 취할 경우 이
12 즉,

실업유입의 경우, 전체 고용자중에서 월별 실업인구로 유입하게 되는 해자드를 측
정하는 것인데 이는 전체 실업자 중에서 월별 유출하게 되는 해자드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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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그림에서 중간선은 위에서 언급한 시간집계오류(time aggregation bias)를
통제한 그림에 해당함.

그림 4: 청년근로자의 로그구직확률 대비 시간집계오류를 통제한 로그실
직확률

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로그를 취한 해자드율의
수준에 대해 해석하지 않고 이들 변수의 ‘퍼센트 변동성’에 대해서만 해석
하면 이들 변수들의 경기변동상의 의미, 역할 및 중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동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로그변환을
시도한 그래프를 다시 보여주기로 한다.
그림3에서 보듯이, 실업유입확률에서의 변동성이 경기변동에 있어서
결코 작지 않으며, 오히려 실업탈출확률보다 다소 큰 듯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곧 “out wins”만이 아니라 유입이 결정적이라는 해석(“in
wins”) (Darby et al., 1986)도 충분히 가능하여, 양자 모두 경기변동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Shimer (2012)가 제기한 ‘시간집계편의문제’를 감안하여 이
를 조정한 실업유입확률을 다시 실업동학모형을 이용하여 마치 실업관련
자료의 생성이 극한적으로 짧은 구간에서 계산될 경우 어떠한 값이 유도
되는지를 식 (20 )를 통하여 역으로 추산한 수치를 보여주고자 한다(그림 4
의 변수 ln(young s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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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집계편의문제를 감안하여 다시 생성한 실업유입확률 자료에 따르
면, 이러한 조정시 자료의 변동성에 소폭 수정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진폭을 경기변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큰 변화는 실업유입확률의 수
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즉, 시간집계편의문제를 감안하면 대략 50
정도 실업유입확률이 상승하는 양상이 목격된다.
4.2. 장년근로자그룹 분석
다음은 이상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과연 청년실업에만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반성을 가지고 장년실업에도 적용되는 사실인지 파악
하고자, 동일한 분석을 장년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였다. 아래에서 실업유출
확률 및 유입확률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청년근로자와 상호 비교한다.
그림 5에서는 장년실업자들이 실업으로부터 탈출하는 확률인 구직해
자드율(job-finding hazard rate)을 식 (6) 및 (7)을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표
본의 초기기간에서 상당한 진폭을 보여왔으며 점차 안정적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예상하듯이 1997년 외환위기때 전반적으로 낮은 월별 구직확률이

주. 월별 구직해자드율을 보고함; 실선인 old f는 장년실업자의 구직해자드율 지
칭; 점선인 young f는 청년실업자의 구직해자드율 지칭함.

그림 5: 장년근로자의 구직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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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며 그 외에도 몇 몇 달들에서 낮은 수치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시
기적 특수성에 많은 부분 확률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자들과 시계열상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신용카드사태 전후의 일시적 충격,
그리고 2008년도 국제적 금융위기의 초기 불확실성 고조 등에 영향을 받아
구직해자드율이 하락한 것 등도 유사하다.
단, 청년실업자들에 비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외환위기를 거치
면서 그 이후 구직해자드율이 상승한 점이 다소 약하게 관측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상당한 진폭이 존재하므로 일의적으로 단정 짓기에 조심스럽
지만, 목측으로 보아도 90년대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처럼 보이나, 80년
대의 자료까지 포함하면 그다지 확실하게 실업유출해자드가 상승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인다. 청년실업자 그룹과 마찬가지로 아직 시계
열이 충분히 길지 않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 그다지 설득적이지 않을
수 있어 경제적 논거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줄
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추후 설명하겠지만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있는 청
년근로자에 비해 구직가능성이 더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만
약에 이직을 중심으로 직장의 공석(vacancy)이 증가하였다면 경제의 장기
균형에서는 동시에 구직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이겠지만,
실직위주의 인사관리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장기실업 가능성 증가, 경력
직 위주의 관행 등에 따라 직장의 상실이 주로 발생하였다면 구직확률이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장년근로자의 실직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서 나
타나고 있으며(old s1 참조) 외환위기 이외의 시기에는 이렇다할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데, 청년근로자에 비해 보다 경기변동성이 약하게 보이고 있
으며 또한 실직확률의 수준 자체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준 자체가
낮다보니 변동성이 제대로 관측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앞서와 마찬가지
로 로그값을 취하여 변동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림
7에서는 로그구직확률(job-finding hazard rate) 대비 실직확률(job-separation
rate)을 보여주고 있다.
놀랍게도 로그를 취해 비교한 결과, 장년근로자그룹에서 로그실직확
률이 결코 낮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변동의 규모에 있어
서 로그구직확률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외환위기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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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장년근로자의 구직확률 대비 시간집계오류를 통제한 실직확률

그림 7: 장년근로자의 로그구직확률 대비 로그실직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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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장년근로자의 로그구직확률 대비 시간집계오류를 통제한 로그실
직확률
100%를 훨씬 초과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신용카드대란시
에도 실직에 있어서 큰 폭의 변동을 적어도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는바, 이
는 경기변동시에 직업의 안정성 저하가 실업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다면 위에
서 보여준 이전 그림에 의거하여 실업의 결정요인이 구직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그림 8에서는 장년근로자의 로그실직확률(job-separation rate)
에 대해 시간집계편의의 오류를 통제한 후 이를 그래프로 다시 보여준 것이
중간에 위치한 선(old s2 참조)이 된다. 서베이실시 기간들 사이에 실직으
로 유입했다가 다시 곧 유출한 근로자들이 실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상을 고려하여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본 문제를 감안하여 다시 구한
것이다. 로그구직확률(job-finding hazard rate) 대비 장년근로자의 로그구직
확률은 변동성 면에서 큰 차이 없이 변동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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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청년실직확률 대비 장년실직확률 비교
4.3. 청년근로자 대비 장년근로자 비교
본 절에서는 구직 및 실직의 양상을 청년-장년근로자간 보다 직접적으
로 비교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청년실업유입률은 장년실업유입률에 비교하여 훨
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치솟은 후에 그
이전의 수치에 비해 확연히 높은 실업유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
상은 장년층에서도 유사하게 목격되고 있다. 단, 변동성면에서 보다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는 경기변동시에 저숙련근로자들을 중
심으로 고용조정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시-노동경제학의 논의와 모순되지
않는 결과로 판단된다.
물론 청년노동력의 실업유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만에 국
한된 특성이라 볼 수는 없고 넓게 보면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맥락에서 그 이유에
대해 고려해보자면, 통상적으로 고학력이 위주인 청년세대의 직업능력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및 이에 따른 직업과 직업능력간의 미스매치
현상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고임금이 가능한 일부 일
자리(예: 대기업, 공기업 취업)를 위해 쉽게 이직을 하며 직업탐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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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청 · 장년근로자의 시간집계편의오류를 통제한 실직확률 비교

실업에 머루는 ‘wait unemployment’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림 10은 시간집계편의의 오류를 통제한 후, 실업유입률을 청년근로
자 대비 장년근로자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양 그래프 모두 확률(jobseparation rate)의 수준이 상승하고, 다소간 변동성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
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자간의 성격은 위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4.4. 미국 노동시장 자료와의 비교
실업동학에 관한 많은 해외연구(주로 미국경제 연구)들에서 발견한 내
용은 실업유입 및 유출해자드율의 합은 월단위로 대략 50% 가량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 청장년을 합하여 고려한 결과 우리나라의 자료 또한 50%
근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해자드율을 구분해서 보면, 아직 미
국과 달리 실업유입에 있어서 해자드율이 낮은 것이 관측되고 있는데 바로
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흥미
로운 결과라 판단된다. 청년그룹만을 가지고 미국경제와 비교하자면 거의
유사한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년그룹의 실업유입률이 미국전체
의 실업유입률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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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청년층의 실업유출해자드율은 경기순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거시노동시장모형(예: Hall, 2005a) 및 경기변동이론과 부합하는 결
과이다. 경기가 호황으로 진입할 경우, 인력과 직업이 매치되는 확률이 급
속히 상승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둘째, 청년층의 실업유입해자드율은 경기역행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탐색-매칭이론을 경기변동에 적용한 거시노동시장모형의 결과와 상
반되는 것이다. 즉, 구직부분에서만 왕성한 경기변동성을 기초로 하여 경
기와 실업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유출해자드율의 전반적 수준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실업유입해자드가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
년실업의 내용이 일정 부분 자발적 이직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청년층, 장년층 모두 실업유출해자드율이 외환위기 이후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유출해자드율은 외환위기 이
후 좀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자들의 구직가능성이 제고된 것은
적어도 직장의 부족현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직장이 있으나 눈높
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장년층, 청년층 모두 실업유입해자드율은 외환위기 이후 확연
히 상승하였으나, 청년층에서 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시
장의 여건이 장년 경력직 위주로 유리하게 전개되어 불황시 단순경력직자
에게 실업가능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전반적인 실업률의 양상을 보자면, 불황시에 구직확률이 감소
하다가 그후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직확률이 후행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경기가 위축되는 경우 직업의 창출이 급속
히 줄어들고, 고용창출의 감소를 통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조정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고용조정이 보다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구직확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비록 종신고용제도의 맥락에서 본 직
업의 안정성은 저하되었으나, 인력의 이동성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노동시장의 인력배분(worker-job allocation) 기능이 효율화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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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노동시장의 작동 또한 최근 ‘sticky wage’에 기초한 탐색모형으
로 이해하는 시도가 그다지 지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마도 통상적 거
시모형에서 활용하는 탐색모형의 수정 또는 임금이 경기변동시 경기순응
적으로 움직임(예: Solon et al., 1994)을 허용하는 적절한 탐색모형이 보다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년실업률의 경기변동상 결정요인을 보다 정확
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구직에 의한 실업률 변동이 중요한지
아니면 실직으로 인한 변동이 중요한지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실업률 변동이 구직확률의 변동에 의한 부분이 크다면 불
황시 장기 실직자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소득보전/보조
정책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반면 실직으로 인한 변동이 크다면, 실업의
건수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바 필요에 따라 사회보험료감면 등
고용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의 노동수요를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증대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책적 차원에서 보자면 실업의
경기변동상 움직임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 실업유입 또는 실업유출 해자드율 중에서 어떠한 특정
요인이 결과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양자 모두 거의 동등한 의미에서 실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분석결과는 주어진
재원하에서 기존의 구직지원 각종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업유입된 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기능 또한 계속 발전시켜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지원 재정규모에 있어서 실업유입과 유출 각 분
야에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여전히 재정투입에 의해 구직해자드율 및 실직해자드율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효과 및 경로는 사업평가방법론을 통해 추정해야할 ‘공공
재원의 효과추정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5.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주요 경기변동은 최근 10여년간 몇 차례 목격된바 있다.
1997–1998년의 외환위기 동안의 직업상실을 동반한 침체국면과 함께 그
이후 2000–2002년의 경기확장 국면을 겪었고, 그후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위기를 겪은후, 2008년도 다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경
기 위축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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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경기변동 기간동안에 청년층의 실업패턴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한 기간동안에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는지 실제 실업유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결과들(stylized facts)을 확인할
수 있었다. (i)청년층 실업유출해자드율의 경기순응성, (ii)청년층 실업유입
해자드율의 경기역행성, (iii)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유출해자드율은
유사하나, 실업유입해자드는 확실히 높음, (iv)청년층, 장년층 모두 실업유
출해자드율이 외환위기 이후 상승하나,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유
출해자드율은 외환위기 이후 좀더 상승, (v)장년층, 청년층 모두 실업유입
해자드율은 외환위기 이후 확연히 상승하였으나, 청년층에서 보다 크게
상승, (vi)전반적인 실업률의 양상은 불황시에 구직확률이 감소하다가 1
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직확률이 후행, (vii)이러한 결과는 비록 종신
고용제도의 맥락에서 본 직업의 안정성은 저하되었으나, 인력의 이동성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노동시장의 인력배분(worker-job
allocation) 기능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viii)우리
나라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모형을 상정할 때, 경직적 임금에 탐색모형을
가미한 시각이 우리나라의 자료를 통해 지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
론, 본고가 대안모형(예: 신축적 임금모형)을 지지하기에는 실증적 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보다 확정적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유
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업유입 또는 실업유출해자드율 중에서
어떠한 특정 요인이 실업률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양자 모두 거의 동등한
의미에서 실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구직지원 각종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업유입된 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기
능 또한 계속 발전시켜감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업유입 방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실업유출 측면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현재의 자료분석 결과만에 의거하여 명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양자가 구직해자드율 및 실직해자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지는
‘공공재원의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에 기초하여 판단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기능이 경기변동상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현 결과를 기초로 좀더 미시적 접근을 결합
할 경우 의미있는 향후 연구가 기대됨을 지적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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