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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한국의 2003~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해 취업(E), 실업(U), 비경제활동(I) 3개 상태 사이의 이행확률

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각각 이행확률의 변동이 실업률의 변동을 얼

마나 설명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기간 동안 상태를 이탈할

확률이 줄어들었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커진 것이다. 둘째, 한국

에서 실업률의 변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직확률이다. 셋

째,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

업률을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행확률을 계산한 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므로 본고의 분석방법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실업률, 경제활동상태 간의 유출입, 이행확률,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학번: 2014-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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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실업률과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 가운데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가

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이 활

발하여 노동자가 많이 고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표들

은 일정 시점의 존재량이므로 저량(stock)이다. 그런데 같은 저량이

관찰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 내에서 흐르는 유량(flow)에 따

라 경제활동이 활발한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실업률이라 하더라도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가

능성인 실직확률(job separation rate)과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가

능성인 구직확률(job finding rate)이 다를 수 있다. 두 값이 모두 높

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같은 실업률이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두 경우에 실업의 양상은 크게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쉽게 일자리를 잃지만 그만큼 다시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기간(unemployment duration)이 후자에

비해서 짧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한번 일자리를 얻으면 실직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업에서 빠져나오기에 어려움이 크고 따라서 이

러한 경제의 실업자들은 실업이 길어지고 고착화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구직과 실직의 흐름이 경직적인 후자의 실업을 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업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같은 저량(stock) 변수 이외에, 취업과 실업의 상태 사이의

흐름인 유량(flow)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가능인구가 곧 경제활동인구와 같다면, 취업과 실업의 상태만

이 가능하므로 2개 상태 사이의 흐름만으로 실업률이 결정된다. 그

러나 현실에서 노동가능인구가 취할 수 있는 상태는 취업(E), 실업

(U)에 더해 비경제활동(I)의 3개 상태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과 취업준비생의 존재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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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편이다. 그러므로 실업률은 실직과 구직 이외의 흐름에 의해서도

변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적인 흐름이 한국 경제에서는 상대적으

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

의 변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비경제활동을 포함한 3개 상태 사이의

이행확률을 구할 필요가 있다.

Shimer(2012)는 이행확률을 구할 때에 시간 집계 편의(time

aggregation bias)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시간 집계 편의

란, 조사의 주기 안에 여러 차례의 이행이 일어나는 경우 중간 과정

은 기록되지 않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월초에 비경제활동 상태이

던 사람이 한 달 이내에 실업 상태를 거쳐서 월말에 취업한 경우에

이 사람은 실제로 IU, UE 이행을 겪었지만 월간 자료에는 IE로 기

록된다. 본고는 실업률의 변동이 주로 어느 상태 이행의 변동에 기

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상태 이행이 겹치지 않도록

분해할 필요가 있다.

Shimer(2012)는 경제활동상태가 마코프 연쇄(Markov Chain)를 따

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산시간 모형을 연속시간 모형으로 근사하

여 시간 집계 편의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근거를

엄밀하게 기술하기보다는 그러한 방법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만 보

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2장에서는 먼저 Shimer(2012)의 방법이 타당한가

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

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상태 사이의 이행을 추적한 방법과 결과를

보인다. 5장에서는 4장의 결과를 가지고 2장에서 검토한 방법을 이

용하여 실업률의 변동을 분해(decompose)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취

업에서부터의 이탈확률에 주목하여 이것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

라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따진다.



- 3 -

제 2 장 시간 집계 편의의 조정1)

제 1 절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

시간 집계 편의를 조정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상태 의 확률과정을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Continuous Time Markov Chain, CTMC)로

근사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연속

시간 마코프 연쇄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의.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는 시점 에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로 이루어진 확률과정으로서, 그 이행확률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임의의 시점 ≤  ≤ ≤∆과 상태  ,  , 에 대해

∆       ∆    .

그 의미는 상태 가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이면 시점 의 상태

가 주어지면, 이후 상태의 조건부 확률분포는  이전의 과거 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무기억성(memoryless property)을 갖는다.

시간 동질성의 가정을 더하면 이행확률은 특정 시점 와는 무관

하게 시점 사이의 거리 ∆에만 의존하게 된다. 즉,

∆ ∆    

이다.

1) 이 장은 Shimer(2012)와 Stewart(2009)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증명은 모두 직

접 한 것이지만, 상당한 부분이 기본적인 수리통계학이기 때문에 본고의 독창적

인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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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시간 마코프 연쇄(Discrete Time Markov Chain, DTMC)는

이전 시점과 다음 시점 사이에 상태 이행이 일어날 확률로 정의했

지만,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CTMC)에는 분절된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태 이행은 연속된 시간상에서 어느 시점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점의 분절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간 집계 편의가 연속시간 모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산시간 마코프 연쇄가 이행확률(transition probability) 행렬을

통해 표현되는 것처럼,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는 이행속도(transition

rate) 행렬을 통해 나타낸다. 그리고 이행확률과 이행속도는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시간 (시점 사이) ∆ 안에서 상태 로부터 상태 (≠)

로 이행할 확률을 ∆이라 하자. 이를 테일러 급수로 나타

내면,

∆  ∆∆,

  lim
∆→
∆

∆

이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다른 상태를 취할 수 없으므로

  이다.

를 이행속도(transition rate)라고 부르는데 이행확률이 시점

에 갖는 순간변화율이기 때문이다. 즉, 아주 짧은 시간 ∆

동안의 이행확률의 평균이다. 이 값은 시점 사이의 거리 ∆에 의존

하지 않는다. 시점 에 이후 ∆ 동안 상태 로부터 상태 로 이행

할 확률은 이행속도 에 시간 ∆을 곱한 값이 된다.

그리고 상태 에 머무르는 이행 의 이행속도 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 5 -

 
≠

.

이 값은 상태 로부터 이탈할 확률과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

 
≠
lim
∆→
∆

∆ 

 lim
∆→






∆


≠

∆ 




 lim

∆→
∆

∆

이기 때문이다. 즉, 그 절대값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상태 로부

터 이탈할 확률’이라는 의미를 가는다.

시간 동질성의 가정 하에서는 이행확률이 특정 시점 에 의존하

지 않으므로 이행속도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lim
∆→
∆

∆
(≠),

  lim
∆→
∆

∆
이다.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lim
∆→
∆

∆
이다. 따라서 행렬 

는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의 이행속도 정보를 요약한다.

이행속도 는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를 결정하는데, 이행확률의

순간변화율이라는 정의로부터 상태 가 어떤 확률과정을 따르는지

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행확률과 이행속

도와의 관계로부터, 이행속도가 이행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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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상태 의 이행이 이행속도가 인 시간 동질 연속시간 마

코프 연쇄를 따르면, 상태 로부터 상태 로의 이행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는 모수가 인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를 따른다.

증명. 먼저 (1) 가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보이고, 다음으로

(2) 그 지수분포의 모수가 임을 보이도록 하겠다.

(1) 증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행을 통해 이탈하는 상태 만을 고려

한다. 상태 로부터 이탈하기까지의 시간을 이라 하면 연속확률변

수인 가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가 무기억성(memoryless

property)을 가진다는 것과 동치이다. 즉,

  ∆  ∆을 증명하면 된다.

  ∆ 

시점 ∆에아직 에머물러있다시점 에아직 에머물러있다

   for≤ ≤ ∆   for≤ ≤ 

   for  ≤ ≤ ∆   for≤ ≤ 

   for  ≤ ≤ ∆   *

   for≤ ≤∆   **

 ∆

* 마코프 성질. 즉, 시점 에서의 이행에 있어서 그 이전 시점의 상

태는 무관함. ** 시간 동질성.

상태 를 이탈하여 진입할 수 있는 상태 는 하나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각각의 이행은 마코프 연쇄의 무기억성 때문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지수분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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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따르는 지수분포의 모수를 라 하면,   임을 보

이면 된다.

 exp

exp




  

lim
∆→
∆

 ≤   ∆

 lim
∆→
 
   and∆  

 lim
∆→
∆     

 ∆   **

□

그리고 상태 로부터 이탈하는 이행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은 상태 로부터 상태 로의 이행까지 걸리는 시간 들 중에

서 가장 작은 값과 같다. 각각 지수분포 Exp()를 따르는 확률변수

들 ≠의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지수분포 Exp(
≠

)를 따른다

는 사실을 이용하면, 가 지수분포 Exp(
≠

)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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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행속도와 이행확률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의 이행확률 행렬 와 이행속도 행렬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정식을 이용할 것이다.

정리. 아래의 Chapman-Kolmogorov 방정식이 성립한다.

∆ ∆

증명.

∆ ∆    


∈

∆      


∈

∆           


∈

∆         *


∈

∆         **


∈

∆

□

위 식을 스칼라로 풀어쓰면 ∆ 
∈

∆인

데, 상태 로부터 상태 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상태 

이든 거쳐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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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im
∆→
∆

∆
을 구하였다. Chapman-Kolmogorov 방

정식에서부터,

∆ ∆

∆ ∆

∆

∆
∆

∆

∆를 0으로 극한을 취하면


이다.

       

       

이므로 초기조건은   이다.

위의 미분방정식을 풀면   이다.

   


∞




 










 


 


 

 







□

미분방정식의 해   를 이용하면 이행속도 행렬 가 주어

질 때 이행확률 행렬 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집계 편의를

조정하려면 역으로 관찰 가능한 이산시간 이행확률 행렬 로부터

이행속도 를 구해야 한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되는 행렬의

로그는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지만, 행렬 가 대각화 가능하고 그

특성치가 양수이면 유일하기 때문에,  log를 통해 를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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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리. 대각행렬 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1) log











log  

  

  log

(2) log 

증명.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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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행렬 가 대각화 가능하고 그 특성치가 음이 아닌 실수이면2)

그 로그가 유일하고 구할 수 있다.

증명. 행렬 가 대각화 가능하므로,  인 와 대각행렬

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의 대각원소는 양수이므로 그 로그값이

유일하게 정해진다. 그러면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행렬의 로그

를 구할 수 있다.

log log











log  

  

  log



□

따라서 이행확률 행렬 로부터 이행속도 를 구하는 것이 가능

하다.

2) 더 일반적인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본고에서 계산한 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대한 증명이 더 간편하므로 조건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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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료

본고에서는 이행확률의 계산을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자료로부터 이행확률을 직

접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행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의 다른 시점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개인별 ID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자료에서 공개되는 생년월일 정보와 혼인 여

부, 학력,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거주지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

을 식별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패널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표본 교체,

가구 변동에 의한 표본교체가 발생하고 또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

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일부 표본은 맞추지(match) 못하였다. 이렇게

손실된 표본은 표본의 2% 정도이다. 그러나 손실된 표본은 무작위

로 선택되었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표본의 손실이

결과에 편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200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65개월) 매

달 평균 6만여명의 월간 경제활동이행을 추적하였다. 즉 각 에 대

해서 개인의 번째와 번째 달의 경제활동상태를 가지고 그의

월간 이행이 EE, EU, EI, UE, UU, UI, IE, IU, II의 경우 중에 어디

에 속하는지를 기록하였다. 각 경우에 대해 더미 변수를 생성, 이를

합하여 이행에 속하는 노동자의 수를 구하였다.

각 이행에 속하는 노동자의 수를 구하는 데는 조사설계상 부여되

는 가중치를 사용하였고, 이를 가지고 월간 이행확률을 구하였다.

그 결과 번째 달에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상태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알 수 있다. 얻어진 값들에서 계절성을 의심하

여 X-12-ARIMA를 사용하여 계절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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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평균 표본수 연결된 표본수 손실(%)

2003 66592 65671 1.4

2004 64155 63329 1.3

2005 64009 62861 1.8

2006 63385 62197 1.9

2007 61072 59209 3.1

2008 58988 57702 2.2

2009 60049 58836 2.0

2010 58761 57410 2.3

2011 57020 55654 2.4

2012 54915 53664 2.3

2013 53627 52472 2.2

2014 51885 50738 2.2

2015 50581 49419 2.3

2016 49066 47863 2.5

전체 58150 56930 2.1

[표 1] 자료의 당월과 익월을 개인을 기준으로 맞춘(match)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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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행확률의 추정 결과

먼저 한 달 이내에, 각 경제활동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탈

할 확률에 대해서 추정하였다. 이는 이탈 이후에 진입하는 다음 상

태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3)

전체 기간 2011년 8월 이후

포함 165개월 62개월

월평균 표본수 56930 51331

실업률(%) 3.6 3.5

(0.1) (0.1)

고용률(%) 64.1 65.1

(0.2) (0.2)

이탈확률(%)

　취업(E)에서부터 15.1 13.7

(0.2) (0.2)

　실업(U)에서부터 68.5 64.2

(1.3) (1.5)

　비경활(I)에서부터 26.9 25.8

(0.3) (0.3)

[표 2] 이행확률의 추정 결과 1

3)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다. 이후의 결과표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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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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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이행확률

(E)   (%)취업 에서부터이탈할확률

5
5

6
0

6
5

7
0

7
5

.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이행확률

(U)   (%)실업 에서부터이탈할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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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2
7

2
8

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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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이행확률

(I)   (%)비경활 에서부터이탈할확률
[그림 4-1] 각 상태로부터 이탈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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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동안4)에 상태와 무관하게 이탈할 확률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노동시장의 흐름 역

시 경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간 중에 실업(U)이나 비경활(I)인 사람이 상태로부터 이탈

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예상 가능 하지만, 취업(E)에서 이탈할 확

률 또한 낮았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노동 수요의 관점에서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는 쪽을 선호하였거나, 공급

의 관점에서 이직 결정을 연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한다.

또한 기간 전체에 걸쳐서 상태로부터의 이탈확률이 꾸준히 낮아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번 취업 상태에 진입하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차 커졌지만, 반대로 한번 실업

상태에 진입하면 그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의 실업률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장기간 실업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4) 그림 상에서 두 번째 음영 구간에 해당한다. 음영 표시의 기준이 된 경기 수축

기는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 및 기준순환일을 참조하였다. 본고의 제출일을 기

준으로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의 경기순환국면은 아래 표와 같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한해서만 분석할 때 기준일을 2011년 8월로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정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표시는 잠정치를 의미한다.

저점 정점 저점

제8순환기 2001.7 2002.12 2005.4

제9순환기 2005.4 2008.1 2009.2

제10순환기 2009.2 2011.8* 2013.3*

제11순환기 20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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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탈 이후에 진입하는 다음 상태를 구분하여, 가능한 여

섯 가지의 이행 형태의 한 달 이내 발생확률을 추정하였다.

전체 기간 2011년 8월 이후

이행확률(%)

　취업(E)→실업(U) 1.7 1.5

(0.1) (0.1)

　취업(E)→비경활(I) 13.4 12.3

(0.2) (0.2)

　실업(U)→취업(E) 49.2 44.6

(1.4) (1.5)

　실업(U)→비경활(I) 19.3 19.6

(1.1) (1.2)

　비경활(I)→취업(E) 25.4 24.3

(0.3) (0.3)

　비경활(I)→실업(U) 1.5 1.6

(0.1) (0.1)

[표 4] 이행확률의 추정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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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3개 상태 사이의 이행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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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실업 이행확률(실직확률)부터 살펴보면 다른 이행확률에 비

해 그 기울기가 경기에 민감하다. 경기가 수축할 때에는 상승하고

확장할 때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경기가 확장할 때 하락

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단 2014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기

에 동행하는 경향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취업 이행확률(구직확률)과 비교해보면, 구직확률은 실직확

률에 비해서 경기에 약하게 반응한다. 이로부터 추론해보면 한국은

경기 변화에 대하여, 채용보다는 해고를 조정하는 쪽으로 노동시장

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업에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탈할 확률이 60~75% 정도로

나타났다. 평균 실업기간은 그 역수이므로 1.3~1.6개월인데 장기 실

업자의 기준이 1년이므로 그에 비하면 매우 짧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업에서부터 벗어나 어떤 상태에 진입하는지를 보면, 위의 수치가

실업의 문제를 과소평가함을 알 수 있다. 한 달 내 실업-비경활 이

행확률은 18~25%에 이르고 있다. 즉, 상당수(25~40%)가 취업을 해

서가 아니라 비경활이 되어서 실업에서 벗어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 달 이내에 취업으로 이행

할 확률이 23~28%이다. 반면 비경활-실업 이행확률은 3%가 채 되

지 않는다. 비경활과 실업을 나누는 주된 기준은 구직활동의 유무인

데, 현실적으로 구직활동 없이 바로 취업하는 것이 드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상 비경활로 분류된 사람의 일부가 사실상 실업

자일 것임을 시사한다. 앞서 실업-비경활 이행확률이 높았던 것과

결합하여 볼 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

며 이 때문에 실업률이 과소평가 되었을 것이라 의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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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업률의 변동 분해

5장에서는 앞서 구한 월간 이행확률을 이용하여 실업률의 변동이

주로 어느 상태 이행의 변동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런데 1장

에 따르면 시점 사이의 이행확률에는 시간 집계 편의의 문제가 있

기 때문에, 2장에서 검토한 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주기에 영향

을 받지 않는 이행속도를 구하였다.

이행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시스템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안

정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이행속도를 이용하여

구한 안정분포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흐름에서부터 정해지는 기조

적인 값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행속도로부터 구한 가상의 실

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비교를 통하여, 노동시장 내 흐름의 변동이

실업률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의 안정분포 는, 정의상 모든 에 대해서

 를 만족한다. 이행속도 행렬과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

다.

정리. 가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의 안정분포이기 위한 필요충분조

건은

′ ′

이다.

증명. ′ ′ ∀≥ 이면 ′   ′이다.

′


 ′에서 를 0으로 극한을 취하면 ′ ′이다. 역에

대한 증명은, ′ ′이면 ′ ′ ∀≥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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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는 ′가 시간 에 대해서 상수라는 뜻이다. 를 0으로 극한

을 취하면   , lim
→
′ ′이고 따라서

′  ′ .

따라서 안정분포 는 ′ ′에서부터 구할 수 있다.

□

행렬 가 일차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linearly dependent) ,

, 의 비율만이 정해진다.

 


 


 


이로부터 시스템 내에서 상태 간의 이행 패턴이 함의하는 안정상

태(steady state) 실업률을 도출할 수 있다.

안정상태 실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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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이행확률에 따른 가상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그리고 각 이행속도의 변동이 실제 실업률 변동에 얼마나 기여하

였는가를 보기 위해서 Shimer(201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나머지

이행속도를 평균에 고정하고 해당 이행속도만 변동할 수 있도록 허

용하여 가상의 통제 실업률 계열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

한 통제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사이의 공분산(covariance)을 구하고

이를 실제 실업률의 분산으로 나누었다. 즉,

 실제실업률
통제실업률실제실업률

을 구하였다. 는 정의상 실제 실업률의 변동(movement) 중에서

통제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공변동(comovement)가 얼마나 차지

하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절차상 를 구하는 것은 통제 실업률을

실제 실업률에 회귀한 것과 같으므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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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허용한 이행 전체 기간 2011년 8월 이후

취업(E)→실업(U) 0.597286*** 0.502098***

(0.056252) (0.116256)

취업(E)→비경활(I) 0.007618 -0.050275

(0.011320) (0.018224)

실업(U)→취업(E) 0.059841 0.280041*

(0.063149) (0.134889)

실업(U)→비경활(I) -0.061718 -0.180067

(0.038208) (0.081300)

비경활(I)→취업(E) -0.001339 0.044223*

(0.010021) (0.019599)

비경활(I)→실업(U) 0.369165*** 0.406918***

(0.048519) (0.113140)

[표 5] 이행확률에 따른 가상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회귀분석 결과

5)6)

전체 대상 기간 동안 취업-실업(EU) 이행확률(실직확률)의 변동

이 실업률 변동의 60% 가량을, 비경활-실업(IU) 이행확률의 변동이

37% 정도를 설명한다. 나머지 이행확률들의 변동은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실업-취업(UE) 이행확률(구직확률)의 변동이 실업률의 변동

과 무관하였다는 결과는 예상 밖이다. 같은 방법으로 미국 실업률의

변동을 조사한 Shimer(2012)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실업-취업(UE)

이행확률이 실업률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대조적

으로 취업-실업(EU) 이행확률의 변동이 실업률의 변동 대부분을 설

5) p값에 따른 별표는 다음과 같다. 이후의 회귀분석 결과표에서도 동일하다.

*** p<0.005 (유의수준 1%); ** p<0.025 (5%); * p<0.05 (10%).

6) 시계열에서 HP필터를 이용해 추세를 제거하고 변동분만을 사용하였다.



- 25 -

명한다는 점에서부터 한국에서는 경기에 따른 고용량 변동에 대해

서 신규 채용보다는 해고를 조정하여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경활-실업(IU) 이행확률의 변동이 유의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

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연구에서 IU 이행확률의 설명력은

미미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EU 이행확률과 함께 유이하게 실업률

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실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변화 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가정

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

구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고 이 사이에서의 흐름이 작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실업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

내는 실업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대불황(Great recession)기에 위와 같은

패턴에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1년 8월 이후의 관찰

치만을 사용하여 다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실업-취업(UE) 이행확률(구직확률)의 영향력 또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앞선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최근 한국에서는

경기에 따른 고용량 변동에 대해서 이전에는 해고 위주로 대응하였

다면 최근에는 신규 채용 또한 조정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단, 여전히 취업-실업(EU) 이행확률의 영향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기의 회복세가 더디

었다는 점과 결합해 볼 때, 최근의 취업난은 불황으로 인한 고용량

조정이 신규 채용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6 -

.0
2

5
.0

3
.0

3
5

.0
4

.0
4

5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통제실업률

실제실업률

- (EU)  취업실업 이행확률의변동

.0
3

.0
3

5
.0

4
.0

4
5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통제실업률

실제실업률

- (EI)  취업비경활 이행확률의변동

.0
3

.0
3

5
.0

4
.0

4
5

.0
5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통제실업률

실제실업률

- (UE)  실업취업 이행확률의변동

.0
3

.0
3

5
.0

4
.0

4
5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통제실업률

실제실업률

- (UI)  실업비경활 이행확률의변동



- 27 -

.0
3

.0
3

5
.0

4
.0

4
5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통제실업률

실제실업률

- (IE)  비경활취업 이행확률의변동

.0
3

.0
3

5
.0

4
.0

4
5

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통제실업률

실제실업률

- (IU)  비경활실업 이행확률의변동

[그림 5-2] 이행속도의 변화를 통제한 가상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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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석 방법을 경제활동참가율에도 적용하였을 때, 경제활동참

가율의 변동에 주로 영향을 미친 변동은 취업-실업(EU) 이행과 취

업-비경활(EI) 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취업(UE) 이행확률은

기간 중 계속 하락하여 이러한 변동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에

서부터 이탈할 확률 또한 크게 감소하여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은 상

승하였다.

변동을 허용한 이행 전체 기간 2011년 8월 이후

취업(E)→실업(U) 0.180275*** 0.031919

(0.037209) (0.057168)

취업(E)→비경활(I) 0.554147*** 0.582292**

(0.150975) (0.217788)

실업(U)→취업(E) -0.005537 -0.018806

(0.034398) (0.059689)

실업(U)→비경활(I) 0.019318 -0.022400

(0.019343) (0.033431)

비경활(I)→취업(E) 0.046588 0.280986

(0.138555) (0.211744)

비경활(I)→실업(U) 0.023645 0.126430**

(0.028480) (0.046921)

[표 6] 이행확률에 따른 가상 고용률과 실제 고용률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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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행확률의 차이

앞서 살펴본 것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흐름의 특징을 알 수 있

다. 첫째로 경기에 따른 고용량의 변화가 취업(E)에서부터의 이탈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실업(U)에서부터의 이탈이 전체 노동시장 흐름에서

갖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한국의 노동시장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실업 사이의 흐름보다도 취업과 미취업

(즉, 실업과 비경활) 사이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조사 당시 응답자의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과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기업 규모의 정보도 갖고 있다. 따라서 취업과 미취업

사이의 이행을 파악하는 것이 유의하다는 결론과 사회인구학적 특

성의 정보에 접근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노

동자의 취업-미취업 이행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범주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기

초적인 형태를 생각한다면 각 범주별 이행확률을 구할 수 있다. 즉,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이행확률을 각각 구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접근법에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제3의 효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의 평균 교육 수준이 낮다면, 위와 같은 단순한 비교로

나오는 값은 성별의 차이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의 차이

도 포함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조건부 독립

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CIA)이 만족되지 않



- 30 -

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범주들을 교차하여 세부 범주를 만들고, 하나의 조건에 대한 비교를

할 때에는 나머지 조건들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할 때에는 그 외의 조건이 동일한 집단 둘을 비교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모든 가능한

집단의 가짓수가 2 x 2 x 3 x 3 x 3 x 2 = 216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관찰치의 상당수를 잃어버리게 된다.7)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행상태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피회귀변수가

이진(binary)인 다음과 같은 선형모형을 추정하였다.8)

(1) 조사 당월에 취업(E)이었던 노동자만을 포함하여

익월에또는 여성독신세이하세이상

중졸이하대졸이상비정규직자영업자인이상

(2) 조사 당월에 미취업(U 또는 I)이었던 노동자만을 포함하여

익월에 여성독신세이하세이상

중졸이하대졸이상비정규직자영업자인이상

로지트(logit)나 프로비트(probit)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설명변수

들 또한 더미 변수이기 때문에 회귀계수는 더미 해당 여부에 따른

조건부 확률의 차이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 로지트나 프로비트는 설

명변수가 연속형일 때 회귀계수가 갖는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

그리고 각 조사시점마다 일일이 모형을 추정하지 않고, 기간 내에

조사된 모든 이행을 한데 모아서 처리하였다. 대신에 연도 더미와

월별 더미를 추가하여 특정 연도나 월(혹은 계절)에 있었던 고정효

7) 이는 기본적인 선형회귀모형에서 너무 많은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그 맥락이 같다.

8) 벤치마크 범주는 남성, 유배우, 30~49세, 고졸, 정규직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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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회인구

학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의 실직확률이 높아졌다면 그러

한 효과는 연도 더미에 의해서 통제된다.

각 조사시점마다 일일이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일 수 있으

나,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165개의 계수를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았다. 표본의 수가 많고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정확도에서의 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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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익월의 취업(E)에서부터 이탈 여부 (이분적)

포함: 당월의 상태가 취업(E)

회귀계수 표본오차

성별

　여성 0.147998*** 0.000122

배우자 유무

　독신 -0.03107*** 0.000154

연령

　15~29세 0.069672*** 0.000187

　50~64세 0.027301*** 0.000156

교육 정도

　중졸 이하 -0.01651*** 0.000184

　대졸 이상 -0.06196*** 0.000136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근로자 0.054101*** 0.000154

　자영업자 0.005066*** 0.000157

기업 규모

　300인 이상 -0.0019*** 0.000216

연도 더미 (13개) - -

월별 더미 (11개) - -

[표 7] 식 (1)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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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익월의 취업(E)으로 진입 여부 (이분적)

포함: 당월의 상태가 미취업(U 또는 I)

회귀계수 표본오차

성별

　여성 -0.05815*** 0.000204

배우자 유무

　독신 -0.11789*** 0.000278

연령

　15~29세 -0.15714*** 0.00029

　50~64세 -0.00764*** 0.000266

교육 정도

　중졸 이하 -0.11944*** 0.000216

　대졸 이상 -0.03391*** 0.000242

연도 더미 (13개) - -

월별 더미 (11개) - -

[표 8] 식 (2)의 회귀분석 결과



- 34 -

6.1. 성별 및 배우자 유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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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남성유배우

여성유배우 남성독신

여성독신

(E)   (%)취업 에서부터이탈할확률

취업(E) 이탈 회귀계수 표본오차

성별

　여성 0.147998*** 0.000122

배우자 유무

　독신 -0.03107*** 0.000154

성별 및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이행확률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

러지는 특성을 갖는 집단은 유배우 여성이다. 이들은 취업(E)에서

이탈하는 확률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데, 이는 가계

에서 이들이 부가 노동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남성 배우자가

주된 노동자이기 때문에 유배우 여성은 취업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

이 낮다.

이외에 노동 수요의 관점에서, 유배우 여성이 가사 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선호되지 않아 직장을 잃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취업(E)으로 진입하는 확률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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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독신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유배우에서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유배우 여성이 부가노동자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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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남성유배우

여성유배우 남성독신

여성독신

(U,I)  (E)   (%)미취업 에서부터취업 으로진입할확률

취업(E) 진입 회귀계수 표본오차

성별

　여성 -0.05815*** 0.000204

배우자 유무

　독신 -0.11789*** 0.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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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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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30~49세

15~29세 50~64세

(E)   (%)취업 에서부터이탈할확률

취업(E) 이탈 회귀계수 표본오차

연령

　15~29세 0.069672*** 0.000187

　50~64세 0.027301*** 0.000156

30~49세 집단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연령층이며 따라서 다

른 연령대에 비해서 취업에서 이탈할 확률은 낮고 취업으로 진입할

확률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업으로 진입할 확률을 보면, 15~29세 집단의 값이 매우 낮

은데, 이들 대다수가 대학생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효과를 배제한다

면 대다수가 신규 구직자인 이들 집단이 첫 직장을 잡기까지 신중

하기 때문에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

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직 중인 실업자에 한정

해야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실제 구직 중이지만 통계상에 비경

활로 잡히는 취업준비생의 존재로 인해 집계가 왜곡되는 면이 있어

서 그보다 더욱 정밀한 기준―예를 들면, 초과학기자는 구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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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취업으로 진입할 확률에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바로 시간 추

이이다. 15~29세와 30~49세 집단에서 하락하고 있는 반면 50~64세

집단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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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30~49세

15~29세 50~64세

(U,I)  (E)   (%)미취업 에서부터취업 으로진입할확률

취업(E) 진입 회귀계수 표본오차

연령

　15~29세 -0.15714*** 0.00029

　50~64세 -0.00764*** 0.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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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육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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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m1 2004m1 2006m1 2008m1 2010m1 2012m1 2014m1 2016m1

경기수축기 고졸

중졸이하 대졸이상

(E)   (%)취업 에서부터이탈할확률

취업(E) 이탈 회귀계수 표본오차

교육 정도

　중졸 이하 -0.01651*** 0.000184

　대졸 이상 -0.06196*** 0.000136

교육 정도에 따라서 이행확률을 비교할 때, 대졸 이상 집단부터

살펴보면 이들은 취업에서 이탈할 확률이 가장 낮다. 다른 교육 정

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취업으로 진입할 확률은 고

졸과 차이가 없고 회귀계수상으로는 오히려 더 낮은데, 이는 유보임

금이 높아 구직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졸 이하 집단은 취업에서 이탈할 확률에서는 고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으로 진입할 확률이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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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축기 고졸

중졸이하 대졸이상

(U,I)  (E)   (%)미취업 에서부터취업 으로진입할확률

취업(E) 진입 회귀계수 표본오차

교육 정도

　중졸 이하 -0.11944*** 0.000216

　대졸 이상 -0.03391*** 0.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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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종사상 지위 및 기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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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E) 이탈 회귀계수 표본오차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0.054101*** 0.000154

　자영업자 0.005066*** 0.000157

기업 규모

　300인 이상 -0.0019*** 0.000216

종사상 지위와 기업 규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

였다. 정규직일수록, 일하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취업에서부터 이

탈할 확률이 낮아 고용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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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고는 같은 실업률이 관찰되더라도 경제활동상태의 유량(flow)에

따라 실업의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경제활동상태의 이행확률을 구하였다. 그리고 실제 경제

에서는 취업과 실업 외에도 비경제활동이라는 상태가 존재하며 특

히 한국에서는 그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상태 사이

의 이행을 파악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행확률을 추정한 결과,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서 상태로부터의

이탈확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업률

상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호영(2015)이 세계은행과 세계경

제포럼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국가간 비교한 결과

와 같았다. 그에 따르면 비교대상 107개국 중에서 한국의 고용유연

성 순위는 2006년 42위에서 2013년 86위로 하락하였다.

3가지의 상태를 허용하면 관측 주기 안에 여러 차례의 이행이 일

어나는 경우 중간 과정은 기록되지 않는 시간 집계 편의가 문제가

된다. 실업률의 변동에 어떤 이행상의 변화가 주된 영향을 미쳤는가

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Shimer(2012)

가 제안한 연속시간 마코프 연쇄(CTMC)로의 근사방법을 사용하였

다.

분석 결과, 실업률 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큰 흐름은 취업-실업

(EU) 이행(실직)이었으며, 대조적으로 실업-취업 이행(구직)은 실업

률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이로부터 한국에서는 경기에 따른

고용량 변동에 대해서 신규 채용보다는 해고를 조정하여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하였다.9)

9) 단, 이와 같은 결론이 표준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밝힌다. 자의성을 벗어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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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변동을 두 번째로 잘 설명하는 흐름은 비경활-실업(IU)

이행이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고 이

사이에서의 흐름이 작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로

부터 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실업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

업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노동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 정도, 종사상지위, 기업 규모에 따라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패턴들은 그동안 알려진 사실

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부터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행확률의 계산 방법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이행확률을 추정한 접근

법은, 패널 자료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행

패턴을 추적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료 형태는 패널인데, 패널 자

료를 얻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한국의 경우 노동패널

(KLIPS)이 있는데 1998년부터 연간 빈도로 작성되고 있어 관측치가

17개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0년대부터 월간 빈도

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시계열을 얻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한계점은, 첫째로 이행확률 상의

변화가 노동 수요와 공급 가운데 어느 측면에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되는 패턴의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유

의하고 기존의 알려진 사실과 대조해 보아야 한다. 둘째로 고용량의

조정이 신규 채용과 해고 (external margin) 이외에, 근로 시간의 조

절을 (internal margin)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 교차검증을 하려 했으나 한국에서 고용량의 변동이 신규채용과 해고 중에

어떤 경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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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between labor market states

and decomposition of the variance

of the unemployment rate

Yang Jisun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stimates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between three

states of employment, unemployment, and inactivity using the

microdata of the 2003-2016 Economic Activity Census of Korea.

It then analyzes how much each change in the probability

explains the change in the unemployment rat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t probability

from all states has been reduced, which implies that the rigidity

of the labor market has increased. Second, the change in the job

separation rate was the main source of the variation of the

unemployment rate. Third,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when

interpreting the unemployment rate because of the inactive state.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y and it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this paper is valid.

Keyword: Unemployment rate, Gross worker flows,

Transition probability, Census micro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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