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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문초록)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총량적 관점에

선 고용과 금리가 역의 관계를 보이나, 집단구분에 따라선 그 효과가 차별적이

고 제한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물가와 고용간의 관계가 약화되

면서 통화정책 시행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관계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의 주된 수단 변수인 금리가 노동

시장의 주요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ernake et al. (2005)가 제안한 ‘인

자를 부가한 벡터자기회귀 모형’ (Factor-Augmented Vector Auto-Regression 

Model, 이하 FAVAR)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실제 분석에서는 Boivin, 

Jean, Marc Giannoni and Ilian Mihov (2009)의 방법론을 따랐으며, 기간의 경우 

분석에 사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4년 1월부터 논

문 작성 시점인 2018년 3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나 이 논문에서 차별적

인 점은 분석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 2차 노동시장의 구분

이 분명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데이터는 국내 주

요변수들 뿐만 아니라 해외 부문(미국)의 변수들을 일부 포함했다. 이를 통해 소

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모형의 현실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FAVAR와 관련해 기존의 논문들에서 제시된 여러 기준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정

립한 결과 정책변수를 제외한 요인수 ‘11’개와 시차 ‘2’의 모형이 정립되었

다. 또한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여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분석을 시행한 

결과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비대칭적인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고용 측면에서는 두 시장에서 모두 금리 인상에 

대한 음(-)의 반응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의 가능성으로 실제 

노동공급의 감소 혹은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 감소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 

주요어 : FAVAR, 노동시장, 고용, 통화정책, 충격반응, 주성분 분석,

노동시장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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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와 고용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중앙은행이 경기안정

혹은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기존의 목표들과 상충 없이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나타난 필립스곡선 평

탄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더라도 경기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를 직접적으로 목표화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은행이 정책목표로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

에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어떤 방식

으로 고용안정을 추구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진 않았다. 다만, 중앙은

행의 주된 정책수단이 금리임을 감안할 때, 정책금리 조정이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

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와 고용은 단기적 시계에서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른 여러 조건들과 함께 전체 고용률과 콜금리간의

관계가 이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식별조건 중 하나로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구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 특히 정성엽 (2016)에 따르면 총

량적 관점이 아닌 각 집단별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게 되면, 총량 분석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집계편의(aggregation bias)가 제거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고용

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고자 할 때, 정책금리 변화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

향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총량 분

석에서는 이 효과가 상쇄되면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1,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반영해 정책금리 충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어떻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구인인

원’, ‘구직건수’ 등 기업의 노동수요와 구직자의 노동공급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화충격이 노동시장에 구

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2장에서는 FAVAR와 관련한 방법

1) 서승환, 박영범 (2003)에서는 총 11개 산업 부문의 고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콜금리 0.5%

하락에 대한 고용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성엽 (2016)

에서는 성별, 나이별로 고용률을 추정하여 각 집단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1% 상승 충격에 대해

각각 다른 결과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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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측면, 그리고 통화정책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한 주제적인 측면에서 본 연

구에 앞서 시행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음 3장에서는 분석 방법

인 FAVAR 모형의 기본구조와 모형의 추정 및 식별 방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실증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FAVAR 모형 식별, 그리고 충격반응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5장은 본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마쳤다.

2. 선행연구

2.1 FAVAR와 관련된 연구

FAVAR와 관련된 해외 연구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Bernanke, Boivin, Eliasz.

(2005) (이하 BBE (2005))가 있다. BBE (2005)는 이전까지 정책분석에 주로 사용되

었던 VAR 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VAR 모형의 경우 추정변수나 시차의 증가에 따른 급격한 자유도 감소로 인해 제

한적인 변수 사용이 불가피 한데, 이로 인한 변수누락으로 정책분석의 결과가 오도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대표적으로 Sims (1992)가 언급한 ‘Price Puzzle’이 이에 해

당하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가격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VAR 모형이 앞

서 언급한 자유도 문제로 인해 주요 변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분석이 불가

하다는 점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제약 하에서는 거시경제의 큰 범주인 ‘생산’, ‘물가’,

‘통화’ 등에 대해 각 범주 별로 하나의 대표변수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BBE (2005)는 이에 대해 ‘인자를 부가한 벡터자

기회귀 모형’ (이하 FAVAR)을 도입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FAVAR이 기존의 VAR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완화하는 것을 보였다.

다음으로 Boivin, Jean, Marc Giannoni and Ilian Mihov (2009) (이하 BGM

(2009))의 연구는 위 FAVAR의 방법론에 따라 자국과 해외의 363개 변수를 사용하

여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통화정책이 개별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한 바 있다. BBE (2005)에 비해 BGM (2009)는 FAVAR 모형을 식별하는 2

단계 추정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본고는 BGM (2009)의 방법론을 따르는 만큼 이

에 대해서는 추후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후 FAVAR을 이용한 다양한 정책 분석이 해외에서 시도되었으나, 기존의 것들

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Bork

Lasse (2009)는 FAVAR 모형 추정에서 있어 기존의 Gibbs Sampling으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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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추정법,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는 2단계 추정법 등이 아닌 EM algorithm

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추정법을 제시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FAVAR 모형에 포함되

는 Factor들과 모수들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동일 데이터에 대해 BBE (2005) 보다 높은 적합성을 지닌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또한 Dimitris Korobilis (2013)는 FAVAR 모형에 더하여 구조적 모수들이 시

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허용하는 TVP-FAVAR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방법론으로 FAVAR을 사용한 국내연구로는 먼저, 김소영 (2009)가 있다. 이는

먼저 간단한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식별 한 뒤, 이를 FAVAR 모형에

서 요인수와 관측변수를 바꿔가며 재차 식별하여 FAVAR 모형이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였다. 이후 박강우 (2009)는 FAVAR 모형을 통

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개별가격의 반응을 보았으며, 이를 통해 개별가격변동이

상당 부분 거시경제충격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과 부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집계가격(aggregate price)에 편의가 있음을 시사 하였다. 성병묵, 강기윤

(2009)는 FAVAR 모형을 통해 국내외 변수들과 국내 통화정책 충격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국내 경제변수가 해외요인과 상당한 동행성을 보이는 가운데 해외요인이

국내 경제변수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기영 (2017)은

기존에 Fernald et al (2014)에서 행해진 연구의 기간을 확대하여 중국의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금융위기 전후로 차이가 통화정책 유효성에 차이가 있

음을 보였다.

2.2 통화정책 및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

통화정책과 노동시장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금리와 노동수요, 노

동공급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Lucas and Rapping (1969)가 있다. 2기간 모형을 기

준으로 실질이자율의 상승은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기

업의 노동수요를 줄이는 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기간 간 노동공급 결정에 있어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두 효과 중

어느 것이 큰 가에 따라 고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실업률을 고려한 최적통화정책에 대한 해외연구가 많았다.

Mattesini, F and Rossi, L (2008)은 뉴케인지안 DSGE 모형에서 임금이 완전 신축

적일 경우와, 노동조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실질임금 경직성이 존재하는 두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음(-)의 생산성 충격 혹은 양(+)의 비용상승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더 큰 정도의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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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주장했다. Christoffel, K., Kuester, K., Linzert, T. (2009)에서는 뉴케인지안

DSGE 모형에 베이지안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경직성이 덜 할수록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빨라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증가함을 밝혀낸 바 있다.

Blanchard, O., Gali, J., 4 (2010)는 실업과 명목경직성을 고려한 뉴케인지안 모형을

이용해, 노동마찰과 실질임금 경직성이 존재할 때 강력한 인플레이션 안정화 정책

이 최선의 통화정책적 대응이 아님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McGrattan, Ellen R

(2015)은 통화정책과 고용간의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와 관

련해 기존의 이론에 대해 노동공급경로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연구로는 서승환, 박영범 (2003)은 오쿤의 법칙을 검정, 산업별 고용함수를 추

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변수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

(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추정한 이 분석에서 콜금리의 0.5% 포인

트의 하락은 4분기 후에 고용량을 약 7만 명 증가시키며, 실업률을 0.32% 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창, 백웅기, 강석훈 (2010)은 VEC(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을 이용해 출구전략 시나리오로 1%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고려했

다. 통화정책에 대한 고용 효과는 종사자 지위별, 산업별, 성별 취업자로 구분하였

으며, 각각의 경우에 1%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정성엽 (2016)은 FAVAR 모형을 사용하여 정책금리가 성별, 세대별 고용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대해 성별 및 세대별 고용률이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 남성 및 여성 모두 기준금리 변동에 대해 역의 반응을

보였으나 반응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은 남성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중장년층 이상의 경우 충격반응이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의 방법론

3.1 FAVAR 모형의 구조

본 장은 대부분 BBE (2005)와 BGM (2009)의 논의를 따른다. 우선, 경제 내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큰 범주로 보았을 때는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입, 노동시장, 이자율, 통화 등등이 존재하고, 이 하위 범주로 각각 전산업생산지수

(IP),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경상수지, 실업률, 무담보콜금리, M1 등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들로 구성된 거시경제 데이터의

집합을 라고 한다. 는 × 벡터이고, 여기서 은 전체 거시경제변수의 수를

나타낸다. Stock and Watson(1989)에 따르면 이러한 관측된 경제지표들은 관측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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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기저요인과 관측 가능한 기저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때 전자를 , 후

자를 라고 정의한다. 는 × 벡터로 는 요인수이며, 는 × 벡터로

은 분석에 있어 주요 관심이 되는 변수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와 같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고 싶은 경우 는 정책변수인 무담보콜금리를 의미

하며, 로 정해진다. 물론  이 될 수 있는데 김소영(2009)의 경우 콜금리

만 로 가정한 모형 외에도, 콜금리·산업 생산 지수·소비자 물가 등 으로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앞서의 논의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이 때,  와  는 각각 ×, ×의 요인계수행렬(factor loading matrix)이

며 추정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 임을 가정하는데, 이는 VAR 추정 시

자유도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 때문이다. 즉, 이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관

측 가능한 데이터가 추정모수의 수 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적절한 자유도가 확보

될 수 있어, 기존 VAR에 비해 개선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오

차항 의 경우 평균이 0이고 공분산 행렬은 이며, 각 요소 간 상관관계 및 시계

열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와 를 합쳐 공통요인 (Common Component)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를

 



 





로 정의하면, 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 ∼,    ⋯  ⋯ 

      ⋯  


여기서 은 ×의 계수행렬이고, 는 오차항으로 평균이 0이

고 공분산 행렬이 인 과정을 따른다. 시차 는 추후 모형 선정과정에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기준 등을

통해 결정된다.

3.2 FAVAR 모형의 추정과 식별

FAVAR 모형에서 우선적으로 추정해야 될 것은 관측 불가능한 기저요인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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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계수 행렬 및 공분산 행렬  ,  , ,  ,  등을 추정해야 한다. 여

기에는 크게 모수적인 방법과 비모수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전자는 베이지안 추정

법을 이용한 Gibbs Sampling이 대표적이고2), 후자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2단계

추정법이다. BBE(2005)의 경우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본 결과 다른 점이 거의 없

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계산이 좀 더 간편한 주성분분석을 활용한 비모수

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2단계 추정 방법의 1단계는 의 도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성분 분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기법으로, 여러 개의 양적변수(quantitative variable)들 사이의

분산-공분산 관계를 이용하여 이 변수들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표시

되는 주성분을 찾는 기법이다. 이러한 주성분들은 서로 직교하며, 이들 주성분만으

로 전체 변수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성분 분석의 대상

이 되는 정보집합은 거시경제 변수 데이터의 집합인 인데 BBE(2005)는 여기서

정책변수인 금리( )를 제외하고 주성분 분석을 시도했으나, BGM(2009)는 이를 포

함하였다. BBE(2005)에서 금리를 제외한 이유는 Stock and Watson (2002)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크고 추출해내는 요인의 숫자가 적어도 실제 요인의 숫자보다

작지 않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와 에 의해 생성되는 공간(space)을 편의 없이

(consistently)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추정된 와 를

합쳐 공통요인벡터 를 구축한다.

하지만 FAVAR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변수의 충격을 식별하는 것이므로,


  에서

은 의 영향이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3.1의 (2) 식의 경우 VAR(p) 모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식

별을 위해서는 식별제약이 필요하다. 통화정책 식별을 위한 제약의 경우 통상적으

로 당기 무영향 제약을 사용하며, 이는 ‘통화정책충격이 당기 경제 내 다른 요인들

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차적인 VAR 구조에서 통화정책

변수인 는 가장 내생적인 변수이므로 공통요인 벡터 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

치한다. 결국 동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로부터 의 영향력을

제거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BE(2005)에서는 우선 를 주성분 분석하여

얻은


와 를 가지고




  를 추정하고, 를 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향

을 받지 않는 저속변수(slow-moving)과 그렇지 않은 고속변수(fast-moving)로 구

분한 뒤 다음의 과정을 따랐다.3)

2) Gibss-Sampling은 한 번에 모든 추정이 끝나므로 1단계 추정법이라고도 한다.

3) BBE(2005)에서는 생산, 소비, 고용, 가격지수, 임금 등과 관련된 변수는 대체로 저속변수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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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속변수 집합에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를 추정한다.

2. 


     



    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3.  



  
로 추정한다.

4. 
  를 추정한다.

반면 BGM(2009)에서는 위와 같이 거시경제 변수를 저속변수와 고속변수로 나누

지 않고, 다음과 같은 추정 과정을 통해 축차적 구조를 지닌 VAR 추정이 가능하도

록 했다.

1. 를 주성분 분석하여 

을 얻는다.

2. 를 

와 에 회귀한 뒤, 의 계수인




를 얻는다.

3.


   



를 계산한다.

4.



를 주성분 분석하여 


를 얻는다.

5. 1~4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을 확정하고, 공통요인벡터 

  을 추정

한다.

2단계에서는 위 1단계 과정과 식별 과정을 통해 얻어진 변수들을 통해 FAVAR

모형을 추정한다. 즉, 3.1의 (1)식의 모수인  ,  , 등과 (2)식의 모수인 ,

 등을 추정하는 것이다.4) 이 때, 결국 축차적인 구조의 VAR 모형이 확정되므로

촐레스키 분해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식별이 가능하다.

4. 실증분석 과정 및 결과

4.1 데이터 설명

본 연구는 국내변수 94개와 해외변수(미국) 23개, 총 117개의 거시경제 변수를 이

용하였다. 변수의 범주는 크게 생산, 소비·소득, 투자, 수출입, 가격, 통화, 금리, 주

재고, 주가, 환율, 이자율 등과 관련된 변수는 대체로 고속변수로 구분함

4) BBE(2005)에 따르면 이러한 VAR 모형을 추정할 때 의 추정치를 사용하므로 생성된 독립변수

(generated regressors)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Kilian (1998)에 근거한 의 추정치에 대한 불확

실성을 고려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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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환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 내에는 기존 국내 논문에서 사용된 변

수들을 참고하고, 본고에서 관심 있는 변수들을 추가하여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

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변수의 구성을 살펴보면 집계변수 외에도 여러 개별

변수들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책변수로는 무담보

콜금리를 사용했으며, 이외 사용된 전체 변수에 대한 정보는 논문 말미에 <표 2>

와 <표 3>을 참고하면 된다.

변수는 모두 월별 데이터로 200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71기간을 고려하

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자유도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

후 물가안정목표제가 자리 잡은 2000년대 극 초반부터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노동시장에 관련된 변수들 사용이 필요해 한국고용정

보원의 워크넷 DB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4년 1월부터를 분석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변수 변환의 경우 금리와 환율을 제외한 계절성이 존재하는 모든 변수는

X-12-ARIMA로 조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금리와 실업률 등의 비율변수, 그

리고 음수 값이 존재하는 경상수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로그변환 한

뒤 안정성 등을 고려해 로그차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본고는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1, 2차 노동시장의 반응을 식별

하기 위해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워크넷 DB를 이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

로는 워크넷 DB에서 제공하는 ‘구인인원’, ‘구직건수’, ‘취업건수’, ‘구인배수’ 등을 사

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다.

○ 신규구인인원 : 해당 월에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인원

○ 신규구직건수 : 해당 월에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건수

○ 취업건수 : 금월 기간에 워크넷에 취업 등록된 건수

○ 구인배수 :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구직자 1명에 대한 구인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업의 용이성이나 구인난 등을

판단 가능)

즉, 직관적으로 보면 구인인원의 경우 기업에서 인력을 뽑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한 건수를 의미하므로 ‘노동수요’를 대표하는 변수이고, 구직건수는 노동자들이 일

을 하기 위해 등록한 건수이므로 ‘노동공급’을 대표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취업건

수’는 실제 노동수요와 공급이 매칭되어 고용이 결정된 것이고, 구인배수는 구인인

원을 구직건수로 나눈 비율로써 이 값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매칭이 일어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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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 2차 노동시장을 나누기 위해 본고에서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각 변

수의 ‘고용형태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각 변수별로 ‘정규직 변수’와 ‘비정규직 변

수’를 나누었다. 해당 카테고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시간(선택)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

로계약(시간(선택)제)’, ‘일용직’, ‘관계없음’ 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은 워크넷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상용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산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근로하는 고용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경제활동인구조

사’의 부가조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분류를 기준으로 한

시적(기간제 포함), 시간제, 비전형(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 근로, 가정 내 근

로, 일일근로) 등 세 가지 유형의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

준을 바탕으로 위 워크넷 DB 자료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았으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선택)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선택)제)’, ‘일용직’등으로 보고 변수를 새롭게 정의해 분석을

실시했다. ‘관계없음’의 경우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구인이나 구직이 발생하는 경우

를 말하는데, 이는 전체 집계변수에는 포함하였지만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

규직’과 ‘비정규직’ 변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1, 2차 노동시장을 구분하여 위와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

제활동 인구조사’의 부가조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 조사의 경우 월별 고용

자를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의 큰 범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임금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자 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5년간 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반

면 워크넷 DB는 매달 신규 구인·구직 표본을 대상으로한다는 점, 두 조사 모두 대

상 표본의 수가 충분하여 노동시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후자인 워크넷 DB 데이터를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10

<그림 1> 요인수를 변화시키면서 본 긴축적 통화정책의 CPI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

4.2 모형 결정

4.2.1 요인수의 결정

FAVAR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몇 개의 주성분을 모형에 포함

시킬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Bai and

Ng(2002)가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 박강우(2009)에서처럼 통화정책 충격과

다른 경제지표들 간의 반응이 이론적으로 적합한지 보는 방법, 성병묵·강기윤

(200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수 증가에 따른 결정계수( )의 증감분을 비교하

는 방법, PCA에서 요인점수를 비교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Bai

and Ng의 기준과 박강우(2009)에서처럼 통화정책 충격의 이론적 적합성을 보는 방

법을 사용하여 요인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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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긴축적 통화정책의 각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 (요인수 11개)

* 빨간 점선과 파란 점선은 각각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구한 상방, 하방 2std 신뢰구간 

(전체적으로 대략 95% 신뢰구간에 해당)

이론적합성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위 <그림 1>과 같이 요인수 한 개에서부터 하나씩 추가할 때, 긴축적 통화정

책 충격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물가퍼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요인수가 ‘9’개일 때와 ‘11’개일 때 물가퍼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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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차(P)에 따른 AIC, BIC 기준

P=1 P=2 P=3 P=4 P=5

Number of Estimated Parameters 156 300 444 588 732

AIC 969.222 820.745 867.252 858.982 842.606

BIC 1457.49 1757.93 2251.64 2688.83 3116.16

다음으로 CPI 뿐만 아니라 정보집합 내에 존재하는 여러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정형화된 사실들과 가장 잘 부합되는

요인수인 11개를 선택하기로 했다.

요인수 1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거시경제변수들의 충격반응은 <그림 2>와 같았다.

그림 상으로 보면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라 생산지수는 시차를 두고 모두 감소

하고, 가격 변수의 퍼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화량에 있어서도 금리 상승에 따라

화폐공급이 증가하는 ‘유동성 퍼즐’이 관측 되지 않아 기존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Bai and Ng 기준의 경우 적정 요인수의 추정결과 통화정책 식별이 불

가할 정도로 많은 자유도를 소모하는 요인수가 도출 되어 이 기준을 따라 요인수를

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는 요인수가 추가 될수록 적정 요인수로 판단할 가능성

이 높은, 한 마디로 강건성(Robustness)이 낮은 Bai and Ng 기준 자체의 한계점이

라고 판단하였다.5)

4.2.2 시차의 결정

요인수를 확정한 다음 3.1에 (2)식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AIC와 BIC 기준을 구하

였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차가 2일 때 AIC 기준이 제일 낮고 그 뒤로

는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BIC 기준은 시차가 낮을수록 기준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때 시차가 너무 크게 되면 충격반응함수의 신뢰구간이 넓

어져 추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시차는 2로 확정하였다.

4.3 실증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콜금리 상승에 따라 노동시장 변수들이 어

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은 앞 장에서 결정된 요인수 ‘11’개, 시

5) Bai and Ng(2002)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PC1, PC2, PC3 기준으로 적정 요인수는 117개, IC1, 

IC2, IC3 기준으로 적정 요인수는 4개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요인수 4개의 경우 이론적합성이 너무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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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노동시장 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

* 빨간 점선과 파란 점선은 각각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구한 상방, 하방 2std 신뢰구간 

(전체적으로 대략 95% 신뢰구간에 해당)

차 ‘2’의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 통화정책의 실시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시행에 따라 0.25%의 콜금리 상승 충격이 가해진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노동시장변수인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충격반응분석 결

과는 <그림 3>과 같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의 경우 긴축

적 통화정책 충격 시 5개월 이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공급경로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 즉, 금리

가 상승하게 되면 노동의 기간 간 대체에 있어서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가유인이 강화되는 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후에는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실

업률의 경우 초기 1~2개월 이내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후에는 대체로

통화정책에 대해 중립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진 않았다.

번외로 실업률의 경우 지표의 정의상 ‘실업자÷경제활동인구’로 규정 되는데, 이때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실업자 수 증대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분자에 비해 분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충격 초기

에 실업자 수 증가 효과가 상쇄되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실업률이 지니는 지표 정의상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용률의 경우 지표의

정의가 ‘취업자÷15세이상인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쇄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

책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주로 고용률이 쓰인다. 고용률의 경우 시차를 두고 낮아졌

다가 20개월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이후로는 통화정책에 대해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 상승이 고용감소를 일으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

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 한다. 즉, 이는 대체로 정책금리 상승에 대한 노동공급경로

보다 노동수요경로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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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구인인원의 충격반응함수 

* 빨간 점선과 파란 점선은 각각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구한 상방, 하방 2std 신뢰구간 

(전체적으로 대략 95% 신뢰구간에 해당)

다음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이 구인인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충격반응분석은

<그림 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인인원은 매달 기업에서 충

원하는 인력 수로 기업의 노동수요를 대표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노동시

장 전체적으로는 구인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기

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의 고용 수요도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보았을 때는 그 효과가 동일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노동시장 전체 수급상황과 유사하게 구인인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구인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데, 이시균 (2007)에 따르면 노동수요측면에서 비정규노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

인 견해인 ‘기업의 노동력 유연화 전략 가설’이 바로 이것이다. 즉, 이는 기업이 노

동유연성의 증대, 생산과 비용의 최적화, 생산적 제약 극복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고

용에 있어 유연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경쟁심화와

생산물 수요 변동, 그리고 기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 하여

노동력 유연성을 제고하게 된다. 특히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일수록

생산비용의 최적화를 통한 최대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

에서 비정규직 노동으로의 대체가 일어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

해 노동 비용이 대체적으로 낮다. 또한 고용량을 조절하는 ‘수량적 유연성’과 노동

력의 직무배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적 유연성’이 정규직에 비해 더 높

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비용 증가라는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정규직 고

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비정규직이 정규직 인원을 대체함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력의 특수성에

도 기인하는데 은수미, 오학수, 윤진호 (2008)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대

부분은 ‘정규직 보완형’이기보다는 ‘정규직 대체형’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보완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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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구직건수의 충격반응함수   

* 빨간 점선과 파란 점선은 각각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구한 상방, 하방 2std 신뢰구간 

(전체적으로 대략 95% 신뢰구간에 해당)

정규직 대체형은 간단히 말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동 가능성에 의해 구분되

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고

아닌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즉, 기업의 향후 기업 환경 변화가 불확실한 상황에

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는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구직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금리상승에 따른 구직건수가 서서히 증가하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였다. 정규직 구직자 또한 전체 노동시장 반응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경우 구직건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유의한 반응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에 따라 노동자의 구직유인이 커지

는 이유는 앞 서 언급하였듯이 기간 간 노동공급 결정과정에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성엽(2016)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의 노동시

장 진입 결정은 구직 가능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통화정책의 금리/기대경

로를 볼 때 금리 상승이 저축을 통한 금융자산 축적 유인을 높일 경우 무직 상태의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자산가격경로 측면에서도 긴축적 통화정책

에 따른 금리상승은 개인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노동공급유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금

리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로 인해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노동공급유인이 커질

수 있다. 가계의 부채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금리 상승이 노동공급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원리금 부담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강화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고임금노동자에 비해 저임금노동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을 고려할

때, 금리상승에 따른 정규직 구직건수와 비정규직 구직건수의 비대칭적 반응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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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구인배수의 충격반응함수 

* 빨간 점선과 파란 점선은 각각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구한 상방, 하방 2std 신뢰구간 

(전체적으로 대략 95% 신뢰구간에 해당)

인을 다음과 같이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으로 보

았을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임금이 평균 61.6%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고임금노동자인 정규직 노동자로의 취

직이 저임금 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로의 취직보다 저축을 통한 자산축적의 가능

성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구직자가 비정규직 구직자에

비해 노동공급에 대한 금리민감도가 더 클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회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각 구직자의 자산/부채 상황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야겠지만, 위 효과가 지배적이라고 하면 금리상승 시 정규직 구직자가 비정규직 구

직자에 대해 더 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구인배수의 경우 구인인원을 구직건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노동시장 전

체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구인배수가 높을수록 노동의 공급대비 수요가

커 구직자의 취직이 용이함을 시사한다. <그림 6>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

른 구인배수의 충격반응함수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는 금리상승이

구인배수에 부정적 충격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긴축적 통화

정책에 따라 기업이 구인인원을 줄이는 반면, 구직자의 구직건수는 늘어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나눠서 보면 정규직은

노동시장 전체 반응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는 초기 5개월 내

로 구인배수가 약간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둘 다 공통적으로 금리상승에 따라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

이 어려워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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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취업건수의 충격반응함수 

* 빨간 점선과 파란 점선은 각각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구한 상방, 하방 2std 신뢰구간 

(전체적으로 대략 95% 신뢰구간에 해당)

마지막으로 <그림 7>에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취업건수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취업건수는 실제 노동수요와 공급이 매칭 되어 고용이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나눠서 보면 두 경우 모두 금리 상승 충

격에 따라 취업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 앞서 기업의 구인

인원(수요)은 감소하고, 구직자의 구직건수(공급)은 증가함을 고려했을 때 노동수요

측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기

업의 구인인원(수요)은 증가하고, 구직자의 구직건수(공급)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

었다. 이때 후자의 유의성이 떨어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노동의 취업건수가 위와

같이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분석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금리 인상 충격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다. 즉, 기업의 비정규직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이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공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우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앞서 비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금융자산이나 저축비중이 낮아 이러한 부의효과가 경

로가 약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노동의 매칭 효율성 감소이다. 이는 다시 말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업

의 수요와 비정규직 노동 공급이 동시에 늘어나더라도,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수준

이나 근무환경 등에 알맞은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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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FAVAR 모형을 사용하여 통화정책이 국내 노동시장 및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구인, 구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놓고 보면 최근 물가

와 고용간의 관계가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긴축적 통화정책

으로 인한 금리의 상승은 노동공급경로의 강화를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에 따라 실업률을 높이며, 고용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는 비대칭적인 반응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노동수요를 대표하는 변수인 구인인원을 보면 금

리 인상에 따라 정규직 구인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구인인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용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간 대체로 보인다.

또한 노동공급을 대표하는 변수인 구직건수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정규직 구직건

수는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 구직건수는 감소하나 이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통화정책의 금리·기대 경로와 자산가격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구인난을 반영하는 지표인 구인배수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금리인상에 대해 음(-)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금리인상 시 노동시장 여건이 악

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수요와 공급 간의 매칭인 취업건수를 보

게 되면 금리인상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실제 노동공급의 감소 또는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 감소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비정규직이

짧은 시기동안 급증하였다.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노동여건 등의 격

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노동시장이중구조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

정이다. 통화정책을 통해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지는 확실

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본고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기간이 2004년 1월부터 2018년 3월

까지 171기간인데 이 기간 중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통화정책 시행 환경이 바

뀌었다는 점을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TVP-FAVAR 등

의 방법론을 이용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FAVAR 모형의 한계점 중 하나인 정책변수 외에 공통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거시

경제 변수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story-telling이 어렵다는 점이 본고의

한계 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통요인이 어떤 거시경제변수와

연관되어 있는지 사전적으로 분석을 해 본 이후 충격반응 분석, 분산 분해 등을 시

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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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변수 (2004.1M~2018.3M)
생산

번호 변수 자료변환 출처

1 전산업 생산지수 (2015=100) logdiff KOSIS

2 자본재 생산지수 (2015=100) logdiff ECOS

3 중간재 생산지수 (2015=100) logdiff ECOS

4 소비재 생산지수 (2015=100) logdiff ECOS

5 내구소비재 생산지수 (2015=100) logdiff ECOS

6 비내구소비재 생산지수 (2015=100) logdiff ECOS

7 서비스업 생산자지수 (2015=100) logdiff KOSIS

8 제조업 재고율지수 (2015=100) logdiff ECOS

9 제조업 평균가동률 ECOS

10 기계수주액 (국내수요, 선박제외) logdiff ECOS

11 국내건설수주 logdiff ECOS

소비
12 소매 판매액지수 (2015=100) logdiff KOSIS

13 소매 판매액지수 (내구재, 2015=100) logdiff KOSIS

14 소매 판매액지수 (준내구재, 2015=100) logdiff KOSIS

15 소매 판매액지수 (비내구재, 2015=100) logdiff KOSIS

투자
16 설비투자지수 (계절조정,2010=100) logdiff KOSIS

수출입
17 수출액 logdiff KITA

18 수입액 logdiff KITA

19 수출물량지수 (2010=100) logdiff ECOS

20 수입물량지수 (2010=100) logdiff ECOS

21 수출금액지수 (2010=100) logdiff ECOS

22 수입금액지수 (2010=100) logdiff ECOS

23 경상수지 (계절변동조정) ECOS

24 상품수지 (계절변동조정) ECOS

25 서비스수지 (계절변동조정) ECOS

가격
26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logdiff ECOS

27 소비자물가지수 (상품, 2015=100) logdiff ECOS

28 소비자물가지수 (서비스, 2015=100) logdiff ECOS

29 소비자물가지수 (농산물·석유류 제외, 2015=100) logdiff ECOS

30 소비자물가지수 (식료품,에너지 제외, 2015=100) logdiff ECOS

31 생산자물가지수 (2010=100) logdiff ECOS

32 생산자물가지수 (상품, 2010=100) logdiff ECOS

33 생산자물가지수 (서비스, 2010=100) logdiff ECOS

34 수입물가지수 (원화기준, 2010=100) logdiff ECOS

35 KB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2015.12=100) logdiff KB부동산

36 KB 주택전세가격종합지수 (2015.12=100) logdiff KB부동산

통화
37 본원통화 (평잔) logdiff ECOS

38 M1 (협의통화, 평잔) logdiff ECOS

39 M2 (광의통화, 평잔) logdiff ECOS

40 Lf (금융기관 유동성, 평잔) logdiff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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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금은행총예금 (평잔) logdiff ECOS

42 예금은행저축성예금 (평잔) logdiff ECOS

43 예금은행대출금 (평잔) logdiff ECOS

44   M1 (평잔) 증감률 ECOS

45   M2 (평잔) 증감률 ECOS

46   Lf (평잔) 증감률 ECOS

금리
47   무담보콜금리(1일) ECOS

48 CD유통(91일) 수익률 ECOS

49 CP유통(91일) 수익률 ECOS

50 국민주택채권1종 수익률(5년) ECOS

51 국고채(1년) 수익률 ECOS

52 국고채(3년) 수익률 ECOS

53 국고채(5년) 수익률 ECOS

54 산금채 수익률(1년) ECOS

55 통안증권 수익률(1년) ECOS

56 통안증권수익률(2년) ECOS

57 회사채 수익률(장외3년,AA- 등급) ECOS

주식
58 KOSPI_평균 logdiff ECOS

59 KOSDAQ_평균 logdiff ECOS

환율
60 원/미국달러(1달러,평균환율) logdiff ECOS

61 원/일본엔(100엔,평균환율) logdiff ECOS

62 원/유로(1유로,평균환율) logdiff ECOS

노동시장
63 경제활동인구 logdiff KOSIS

64 비경제활동인구 logdiff KOSIS

65 취업자수 logdiff KOSIS

66 실업자수 logdiff KOSIS

67 경제활동참가율 KOSIS

68 실업률 KOSIS

69 고용률 KOSIS

70 고용자(비임금근로자) logdiff KOSIS

71 고용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logdiff KOSIS

72 고용자(비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 logdiff KOSIS

73 고용자(임금근로자) logdiff KOSIS

74 고용자(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logdiff KOSIS

75 고용자(임금근로자-임시근로자) logdiff KOSIS

76 고용자(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logdiff KOSIS

77 고용자(농업, 임업 및 어업) logdiff KOSIS

78 고용자(광공업) logdiff KOSIS

79 고용자(건설업) logdiff KOSIS

80 고용자(숙박음식점업) logdiff KOSIS

81 고용자(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logdiff KOSIS

82 고용자(전기·운수·통신·금융) logdiff KOSIS

83 구인인원 (총합) logdiff KEIS DB

84 구인인원 (정규직) logdiff KEIS DB

85 구인인원 (비정규직) logdiff KEIS DB

86 구직건수 (총합) logdiff KEI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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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구직건수 (정규직) logdiff KEIS DB

88 구직건수 (비정규직) logdiff KEIS DB

89 취업건수 (총합) logdiff KEIS DB

90 취업건수 (정규직) logdiff KEIS DB

91 취업건수 (비정규직) logdiff KEIS DB

92 구인배수 (총합) logdiff KEIS DB

93 구인배수 (정규직) logdiff KEIS DB

94 구인배수 (비정규직) logdiff KEIS DB

<표 3> 해외변수 (2004.1M~2018.3M)
생산

95 Industrial  Production Index logdiff FRED

96 Capacity Utilization : Total Industry logdiff FRED

97 Value of Manufacturers' New Orders logdiff FRED

98 Manufacturers' New Orders logdiff FRED

99 Total Construction Spending logdiff FRED

100 Industrial Production : Manufacturing logdiff FRED

소비, 소득
101 Real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logdiff FRED

102 Advance Real Retail and Food Services Sales logdiff FRED

103 Real Disposable Personal Income logdiff FRED

수출입
104 Trade  Weighted U.S. Dollar Index logdiff FRED

가격
105 CPI (All Urban Consumers) logdiff FRED

106 PPI logdiff FRED

통화
107 St. Louis Adjusted Monetary Base logdiff FRED

108 M1 logdiff FRED

109 M2 logdiff FRED

금리
110 3-Month Treasury Bill Rate FRED

111 1-Year Treasury Constant Maturity Rate FRED

112 10-Year Treasury Constant Maturity Rate. FRED

113 1Yr Bond Yield:Moodies' AAA Corporate FRED

114 1Yr Bond Yield:Moodies' BAA Corporate FRED

주식
115 S&P500 Monthly Average Closing Price logdiff Yahoo Finance

노동시장
116 Civilian  Unemployment Rate FRED

117 Average Duration of  Unemployment logdiff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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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netary Policy Effect on standard and
non-standard Employment in Korea

Yo Han Ko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the 

labor market show a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interest rates 

in the aggregate view, but it is also known that the effects may be discriminative 

and limited depending on the group segregati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and employment has weakened recently, I would like to reconsider this 

relationship. In this paper, i use FAVAR (Bernake et al. (2005)) Method to analyze 

the effects of interest rates, which are the main instrument of central banks, on 

the labor market variables. In actual analysis, I used the method of Boivin, Jean, 

Marc Giannoni and Ilian Mihov (2009) and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from January 2004, when the data of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began to be collected, to March 2018, when it was written. In particular, 

the discrimination in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the situation in the Korean 

labor market with dual labor market which represented by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And the data includes some of the foreign variabl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variables) as well as the domestic variables. This 

reflects the situation of Republic of Korea, which is a small open economical 

country, so as to enhance the reality of the model.

As a result of determining the model using various criteria presented in the 

existing papers related to FAVAR, the model of '11' factor and length of the lag

'2' were determined. Using this model, we analyzed the impulse response of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shock and observed asymmetric responses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in terms of labor demand and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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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terms of actual employment, both markets responded negatively to 

the interest rate rise, and the reason for this is expected to be the decrease of 

non-standard labor supply or the decrease in the efficiency of matching the labor 

market.

keywords : FAVAR, Labor Market, Employment, Monetary policy,

Impulse Response Analysis, PCA, Dual Labor Market

Student Number : 2015-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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