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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년층의 고용상황 개선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구직률 급락 등으로 청년층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2015년 이후 신규 취업자수가 급감하면서 노동시장
활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해오던 여성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또한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이 감소하고 있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적응력도 약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실업률 변동에 있어
구직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노동시장
미스매치 확대 등으로 구직률이 하락할 경우 실업률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
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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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기 이후 체감고용 상황과 지표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가
운데 급격한 구조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심층적으

개인의 고용상태는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

로 분석할 수 있는 관련통계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구로 구분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일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결과를

반적이다. 예를 들어 기 취업자는 +1기에 (i) 취업상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상태별 노동이동 상황을 일

태를 유지하거나 (ii)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거나 또

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용상태 전환율을 시산

는 (iii) 육아, 학업 등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노동시장 움직임을 분

할 수 있다. 만일 취업자 → 실업자, 실업자 → 취업자,

석하는데 직접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탐색·매칭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등 노동시장의 동태적 흐름

(Search and Matching)모형3)의 시뮬레이션에 필

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고용상황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

요한 모수(parameter) 값을 제공함으로써 거시경제

이다. Yellen 연준 의장은 고용상태 전환자수 감소는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국 노동시장의 역동성 저하를 의미한다고 평가하면

통계기관이 고용상태 전환율을 공표하지 않는 상황에

서 고용상황 판단에 있어 고용상태별 노동이동(labor

서 기존 자료를 추가 제약으로 사용하여 고용상태 전

market flows)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1). 미국

환율을 시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EU Eurostat

연구들과 차별이 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론을 이

등 주요국 노동통계 작성기관은 월간 또는 계간으로 고

용한 선행연구는 Nissim(2011)이 유일한데 동 연구

용상태 전환율(transition rates)을 발표하고 있다.

는 특정한 자료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론적 시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용상태별 노동이동 통계가 편

산방법4)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활

제되지 않고 있어 고용상황 파악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

용하여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 통계청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고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상태 전환율을 시산하기 위해

상태별 순증규모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에 대한 가정과 통계청 경제활동인

입·이직자수 등 동태지표2)를 발표하고는 있으나 전체

구조사의 설문문항을 추가 제약으로 사용하였고, 실

노동이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지

제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상태 전환율을 시

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

산하였다는 점에서 Nissim(2011)과 차별성이 있다.

1)	“… ,labor market flows tend to reflect not only cyclical but also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Indeed, these flows may provide evidence of
reduced labor market dynamism, ….”(Jackson Hole Symposium, FRB of Kansas City, 2014.8.22일)
2)	기존의 노동이동 관련통계로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통계 및 워크넷(Worknet) 구인/구직통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매월 조사대상 사업체의
입직자수와 이직자수를 발표하고 있다. 입직자수는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간 이동, 복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직자수도 자발적 이직과 고용계약 종료,
합병 및 해고에 따른 면직 등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간 이동, 병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월 고용보험통계에서 고용보험 취득
자수와 상실자수를, 워크넷 구인/구직통계를 통해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자수와 구직자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통계는 조사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고용상태 전환
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노동이동 통계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입직자는 전기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이직자 역시
이직 후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없다. 고용보험통계와 워크네 구인/구직통계도 고용상태 변화 전후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다.
3)	Mortensen and Pissarides(1994)	참조
4)	특정한 자료(제약)가 존재할 때 미지의 변수(고용상태 전환율)를 연립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어떤 제약을 사용 할 것인가?”이다.
Shimer(2012)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없다는 매우 강한 가정을 사용하였고, Nissim(2011)은 특정 제약이 존재한다면 시산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방법론만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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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산된 고용상태 전환율을 이용하여 최근 우리나

을 제안하였다. 시산의 편리성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

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가 동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를 명

있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고용상태 전환율 시

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시산 결과에 편의(bias)가 발

산방법이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할 가능성이 있다. Nissim(2011)은 취업자, 실업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대한 분석으로 최근 노

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고용통계와 관련 부가정보5)를

동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용하여 전체 고용상태 전환율을 시산하는 방법을 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고

시하였다. 동 방법은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용상태 전환율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간 상호 전환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산변수가

다. Ⅲ장에서는 고용상태 전환율 시산 방법에 대해 살

늘어남에 따라 연립방정식 식별(identification)을 위

펴보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시산 결과를 제시한

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 Ⅳ장에서는 고용상태 전환율 시산결과를 이용하

한편 노동이동 통계가 축적된 미국과 EU를 대상으

여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을

로 노동시장 상황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용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상태 전환율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

정리한다.

되었다. 먼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Darby et al.(1986)은 실업률 변동을 이해하기

Ⅱ. 기존연구 개관

위해서는 실업자 유출입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
히 실업자로의 유입이 실업률 변동을 결정한다고 보았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고용상태별 노동이동 통계

다. Blanchard and Diamond(1992)는 경기침체

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recession)는 실직률(job loss rate)이 높아지면서

국가에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경제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Fujita and Ramey(2009)

활동인구조사 결과만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는 이직률(job separation rate)이 실업률 변동의

이에 따라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상태 전환율을

40∼50%를 설명하여 구직률(job finding rate)보다

시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여도가 높음을 보였다. 또한 이직률은 생산성과 동

대표적으로 Shimer(2012)는 경제 내에 비경제활

행하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나 구직률은 생산

동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1개월 미만 단

성을 2∼3분기 후행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기 실업자 통계를 이용하여 이직률(job separation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himer(2012)는 구직률 변

rate)과 구직률(job finding rate)을 시산하는 방법

동이 1948∼2010년 중 미국 실업률 변동을 결정하

5)	생산가능인구 순증이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지는 비율에 대한 정보와 일부 고용상태 전환(실업자 → 실업자,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별을 위한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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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요인이라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

또한 구직률은 경기와 동행하는 반면 이직률은 경기

직률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강우(2014)는

변동과 무관(acyclical)하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모

Shimer(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직률과 구직

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Gomes(2012)는

률을 시산하고 실업률 변동요인을 분해하였는데 실업

1993∼2010년 중 영국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률 변

률 변동에 있어 이직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직률과 구직률이 모두 중

로 보았다.

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Smith(2011)는 영

김혜원(2008)은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

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상시에는 구직률이 실업

의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료에서 공

률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침체 시에는

개되는 생년월, 결혼 여부, 학력 등의 정보를 결합하

이직률의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여 표본의 식별번호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1986년,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상태 전환과 관련된 연구가 일

1996년 및 2006년 구직률과 이직률을 시산하였다.

부 있었다. 이병희·정재호(2005)는 1996∼2003년

학력별 구직률을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교육수준이 높

중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6)를 이용하여 고용상태 전

을수록 구직률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및 성별 구직

환율을 시산하였다. 시산결과,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률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직률에 있

가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낮아지고 실직자가 비

어서는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거의 모든 학력수준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확률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구직

타났다. 남재량(2006)은 1994∼2004년중 경제활

률은 장년층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이직률에는 상당

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한 노동이동 통계 추계를 통

한 차이를 보인다는 남재량(2006)과 남재량·이철인

해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구직이 어려워서라기

(2012)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보다 쉽게 이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청년 실업대책은 구직률을 높이기보

Ⅲ. 고용상태 전환율 시산 방법 및 결과

다 이직률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남재량·이철인(2012)은 Shimer(2012)의 방법

1. 시산방법

7)

론 을 이용하여 구직률과 이직률을 청년층과 장년층
으로 나누어 시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재량

본 절에서는 Nissim(2011)이 제안한 방법론과 유

(2006)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이직률이 장년층에 비해

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상태 전환율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실업률이

시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6)	통계청은 200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가구의 식별번호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없이 고용상태 전환율을 시산할 수 있었다.
7)	Shimer(2012)는 실업자가 된지 1개월 미만의 단기실업자수 자료와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구직률과 이직률을 시산하였다. 이때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출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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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8)(

)는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따라 경

가지10)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들 12개 변수(즉

제활동인구( )와 비경제활동인구( )로 나누어지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 )와
실업자( )로 구분된다. 즉,
생산가능인구(

,

,

)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제약식 설정을 통해 시산된다.
먼저 식 (1)∼(6)과 같이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
활동인구와 고용상태 전환 변수들 간 관계를 나타내는

)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

6개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1)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가 되어 신규로 생산가능인

(2)

구로 진입하는 인구와 기존 생산가능인구 중 사망하여
생산가능인구에서 이탈하는 인구로 인해 변화한다.
또한 내·외국인 장기(3개월 이상) 국제이동 순증, 현

(3)
(4)

역군인 및 의무경찰 증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증감
등도 생산가능인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9).

시점별 고용상태 전환 경우의 수

<표 1>

취업자
( )
취업자(

)

실업자(

)

(6)
비경제활동인구
( )

위 식에서

비경제활동인구(

,

, 는 각각 월별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하며,

)

생산가능인구순증(
주: 1)	 는
이때
2)

실업자
( )

(5)

)

기에 고용상태 에서 기에 고용상태 로 전환한 인구수를 의미.
,
.

생산가능인구에 속한 개인은 특정시점에서 취업
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세 가지 고용상태 중

,

,

는 각각

월간 취업자 증감, 실업자 증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
감을 나타낸다.

는

기에 고용상태 에서 기에

고용상태 로 이동한 인구수를 의미하며 시산해야 할
변수이다.
식 (1)은 기 취업자( )가 전기 취업자 중 계속 취

하나에 속하게 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용상태는

업하고 있는 인구수(

변동하게 된다. 고용상태 전환은 <표 1>과 같이 12

자가 된 인구수(

), 전기 실업자중 금기 취업
), 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금기

8)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
9)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3개월 이상 해외거주 내국인 등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은 생산가능인구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10)	생산가능인구 한명의 증가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증가가 되고, 생산가능인구 한명의 감소 역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감소가 된
다. 이를 각각 고려할 경우 시산해야할 변수는 15개로 증가하여 더 많은 제약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시산변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증가 또는 감소 각각의 이동
이 아닌 생산가능인구 증감의 이동상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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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 및 금기 생산가능인구순증

리하므로 월별 순증규모가 미미11)하고 입대 전후 고용

)의 합으로 구성됨을 의

상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12).

미한다. 식 (2)와 (3)의 실업자( )와 비경제활동인구

다만 내·외국인 장기 국제이동은 주로 경제활동이 활

( )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된다. 한편 식 (4)의 취업자

발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므로 내·외국인 국제이동 순

순증(

)은 전기 실업자 중 취업자가 된 인구수

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증감은 취업자 또는 실업

(

), 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된 인구수

자 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04.1∼

(

) 및 금기 경제활동인구순증 중 취업자가 된 인구

16.6월중 월평균 내·외국인 장기 국제이동 순증은

수(

)의 합에서 전기 취업자 중 실업자가 된 인구

5,100명으로 동 기간 중 월평균 생산가능인구순증

수(

)와 전기 취업자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인

39,500명의 약 13.1%를 차지하므로 무시하기 어렵

)의 합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식 (5)와 (6)의

다. 따라서 내·외국인 장기 국제이동 순증으로 인한

취업자가 된 인구수(
중 취업자가 된 인구수(

구수(

실업자순증(

)과 비경제활동인구순증(

)도 유사

한 방법으로 산출된다.

고용조사'의 연평균 경제활동참가율(71.9%), 고용률

한편 상기 6개 방정식에서 고용상태 전환 12개 변
수(

)를 구하기 위해서는 6개의 추가제약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ⅰ) 생산가능인구순증(

)에 대한 가

정과 (ⅱ) 경제활동인구조사 질문항목을 이용하여 6개

(68.7%) 및 실업률(4.5%)을 이용하여 배분하였다13).
이상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
(8)

의 제약을 부과하였다.
먼저 생산가능인구순증(

생산가능인구순증은 2012∼15년 중 통계청 '외국인

) 중 내·외국인 장기

국제이동 순증을 제외한 변동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
변동이라고 가정하였다. 만 15세가 되어 신규로 생산
가능인구에 진입하는 인구는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교
에 재학 중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사망으로 생산가능
인구에서 이탈하는 인구는 노령, 질병 등으로 사망 전

이때

은 내·외국인 장기 국제이동 순증으로 인

한 취업자순증,

는 실업자순증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질문항목을 이용하여
식 (9)∼(12)와 같은 관계를 가정하였다. 현재 실업자
중 구직활동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자(

)의

경우 지난 조사 시 취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보
고 식 (9)와 같이 설정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아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은 정부에서 규모를 일정하게 관

11)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규모가 2004.12월 68만명에서 2014.12월 63만명으로 10년간(120개월간) 약 5만명 감소했는데 이는 월평균 약 400명 정도로 동 기간 중 생산가능
인구 월평균 순증규모(40,000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2)	학생은 제대 후 다시 학생으로, 취업자는 제대 후 다시 취업자로, 실업자는 제대 후 다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입대전후 고용상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서로 상쇄되거
나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외국인 고용조사' 상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실제 분석결과 내·외국인 국제이동 증감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모두 비경제활
동인구 증감으로 가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고용상태 전환율 시산을 통한 최근 노동시장 상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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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자 중 전 직장 퇴직시기가 조사가 진행 중
인 달인 응답자와 조사 전달인 응답자의 절반14)( )은
식 (10)과 같이 지난 조사 시 취업자로 전제하였다.
,

(10)

,

식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 중 마
지막 구직활동시기가 조사 전달인 응답자와 조사 전전
달인 응답자의 절반(

)은 지난 조사 시 실업자로 가

정하였다.
(11)
마지막으로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직장 퇴직시기
가 조사가 진행된 달인 응답자와 조사 전달인 응답자
의 절반(

)은 식 (12)와 같이 지난 조사 시 취업자로

가정하였다.
(12)
이상의 제약을 이용하여 시산한 고용상태 전환율은

모든 에 대해서
,

(

,

가 구해지면 나머지 3변수

)는 식 (1)∼(3)을 다음과 같이 변형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 추세를 분석하거
나 연평균 또는 분기평균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시산오
차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12개 방정식을 이용하여 고용
상태 전환자수를 시산하여 보자. 식 (4)∼(12)는 식
(13)과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3)

이렇게 구한 고용상태 전환자수(
태별 인구수(
환율(

,

태 전환율( )은

,

,

)를 전기 고용상

)로 나누면 고용상태 전

)을 산출할 수 있다. 고용상
기 시점에서 고용상태 인 인구

중 기에 고용상태 로 전환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

14)	실업자는 전 직장 퇴직시기를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응답한다. 따라서 전월에 퇴직했다고 응답한 실업자의 경우 전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전에 퇴직했을 경우 전월 조사에서
실업자로, 이후에 퇴직했을 경우 전월 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경제활동인구조사 시기는 매월 15일 전후 이므로, 만일 월중 균등하게 퇴직이 발생
한다면 지난달 퇴직자 중 1/2은 전월 조사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월 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퇴직이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기평
균 또는 연평균을 이용할 경우 측정오차가 감소할 것이다.

22

논고

한다. <표 2>는 고용상태 전환율의 행렬(3×3)을 나

로, 13만명(13.4%)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

타내며 각 횡의 합은 1이 된다.

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명인데 이중 24만명
(1.5%)이 취업자로, 26만명(1.6%)이 실업자로 편입
되었다. 한편 생산가능인구는 월평균 4만명이 늘어나

고용상태 전환율

<표 2>

취업자
(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 )

이중 3.6만명(88.9%)이 비경제활동인구로, 4천명
(10.6%)이 취업자로, 2백명(0.5%)은 실업자로 전환
되었다. 취업자의 98.3%, 실업자의 62.3%, 비경제
활동인구의 96.9%는 고용상태의 변동 없이 기존 고
용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 )
주:	 는
기 시점에서 고용상태 인 인구 중 기 시점에 고용상태 로 전환되는 인구의
.
비율을 의미. 이때

<그림 1> 월평균 고용상태 전환자수와 전환율 시산결과
(2015년 월평균)

분석기간은 2004.1∼16.6월이며 통계청 경제활
동인구조사의 계절조정 월별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제
활동인구조사 설문항목과 내·외국인 장기 국제이동
순증은 통계청에서 계절조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
로 BOK-X-13 ARIMA-SEATS를 이용하여 계절
조정하였다.

2. 시산결과

주: 1) 생산가능인구 유/출입은 순증대비 비율
2) ( )내는 전환율, < >내는 월평균 순유입자수

<그림 1>은 2015년 월평균 고용상태 전환자수와

주요국 고용상태 전환율과 비교15)해 보면 우리나라

전환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취업자 2,594만

는 EU에 비해서는 노동이동이 활발한 편이나 미국보

명(연중 평균 기준) 가운데 월평균 11만명(0.4%)이

다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을 보

실업자로, 34만명(1.3%)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면 취업자 → 취업자, 실업자 → 실업자, 비경제활동

되었다. 실업자 98만명 중 24만명(24.3%)이 취업자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기의 고용상태가 유지

15)	국가간 비교는 조사대상과 편제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15세 이상이나 미국은 16세 이상, EU는 15∼74세를 대상
으로 하고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고용상태 전환율 시산주기에 차이가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U의 경우 Eurostat이 분기별 자료만 발표
하고 있어 Gomes(2015)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기별 자료를 월별자료로 전환한 후 비교한다. 분기별 고용상태 전환율의 행렬을 라 하고 와 를 각각 의 고유벡터
(eigenvector)와 고유값(eigenvalue)의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이라 하면, 월별 고용상태 전환율의 행렬

은

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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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비율은 EU보다는 낮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Ⅳ. 고용상태 전환율로 본 최근 노동시장 상황

편이다. 특히 실업자 → 실업자가 되는 비율에서 이
들 세 국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EU가 84.6%

고용상태 전환율 변동추이16)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

로 제일 높고 한국(62.3%), 미국(51.7%) 순으로 나

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활력이 저하되는

타났다. 구직률(

)은 24.3%로 미국(24.0%)과 비

가운데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특

슷하나 EU평균(8.1%)에 비해서는 크게 높고, 실직

히 최근 들어 청년층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

)은 0.4%로 미국(1.2%)뿐만 아니라 EU평균

동안 고용증가를 주도해왔던 여성 및 노년층의 개선

(0.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실업률 변동

(취업자 및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 전환율은 미

요인 분해결과,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상승은 실직률

국보다는 낮으나 EU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전환율 감소보

률(

다 구직률 하락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구
고용상태 전환율 국제비교

<표 3>

직률 변동이 최근의 고용상황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2015년 월평균 기준)

추정된다.

한국

미국

EU

취 업 → 취 업(

)

98.3

95.8

98.5

취 업 → 실 업(

)

0.4

1.2

0.6

1.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 감소

취 업 → 비경활(

)

1.3

3.0

0.8

실 업 → 취 업(

)

24.3

24.0

8.1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이 지속적으로

실 업 → 실 업(

)

62.3

51.7

84.6

감소하고 있다. <그림 2·3>을 보면 2010년 이후 고
용상태 전환인원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고용상태 유

실 업 → 비경활(

)

13.4

24.4

7.3

비경활 → 취 업(

)

1.5

4.7

1.3

비경활 → 실 업(

)

1.6

2.4

1.4

96.9

93.0

97.3

비경활 → 비경활(

)

지인원17)대비 전환인원18) 비율이 2011년 4.1%에서
2016년 2.9%로 하락하였다.

자료: 미국 BLS, EU Eurostat

16)	<부록 1> ‘고용상태 전환율 변동추이’ 참조
17)	취업자 → 취업자, 실업자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인원의 합
18)	취업자 → 실업자, 실업자 → 취업자,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인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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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용상태 유지 및 전환 인원

<그림 4>

구직률 및 실직률

<그림 5>

취업 및 실업 유지율

주: 기간중 월평균. 단, 2016년은 1~6월중 월평균(이하 동일)

<그림 3>

고용상태 유지 인원 대비 전환 인원 비율

또한 구직률(실업자 → 취업자), 실직률(취업자 →

2. 신규 취업 감소

실업자) 등 고용상태 전환율은 하락하는 반면 현재의
고용상태가 지속되는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그림 4>

전반적으로 고용상태별 노동이동이 줄어드는 가운

를 보면 구직률이 2004∼08년중 34.7%에서 2015년

데 신규취업자 감소, 구직단념자 증가 등 신규 취업시

이후 23.5% 수준으로 큰 폭 하락하고 실직률(2004

장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그림 6>을 보면 실업

∼08년 0.55% → 2015년 이후 0.41%)도 글로벌 금

자 →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및 생산가능

융위기를 전후하여 상당폭 하락하였다. 반면 <그림 5>

인구순증 → 취업자의 합인 신규취업자가 2012∼14

에서 보듯이 실업이 지속된 비율(2012∼14년 58.6%

년중 월평균 54.8만명 달했으나 2015년 이후 46.4

→ 2015년 이후 63.5%)이 급속히 상승하는 등 기존

만명으로 큰 폭 줄어들어 신규 취업시장의 활력이 빠

의 고용상태가 유지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르게 저하되고 있다. 또한 <그림 7>에서 보듯이 실업

고용상태 전환율 시산을 통한 최근 노동시장 상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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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2004∼08년 연평균

3. 여성·노년층 고용 개선세 둔화 및 청년층 구직률 급락

4.3만명 → 2015년 이후 12.7만명)이 비경제활동인
구의 실업자로의 전환(20.3만명 → 25.4만명)보다

성별 및 연령대별 노동이동 변동추이를 보면 그 동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12∼14년중 경기부진

안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여성 및 노년층 고용상

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연평균 45만명 정도)가 큰 폭

황 개선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구직률이 급락

으로 늘어나며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

하였다. <그림 8·9>를 보면 2014년 이전에는 여성

규 취업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신규 실직자수

구직률이 남성을 상당폭 상회하는 가운데 실직률은 낮

가 줄어든 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그 격차가 빠르게 축소
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 일자리 취업

<그림 6>

신규취업 및 신규실직

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여성의 구직률이 남성을 큰 폭
상회하였으나 2015년부터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실직률도 금융위기 이전 여성이 남성을
상당폭 하회하였으나 최근 들어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그림 8>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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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비경활 전환자수

성별 구직률

<그림 9>

성별 실직률

연령대별 실직률

<그림 11>

주: 청년(15~29세), 중년(30~59세), 노년(60세 이상)

<그림 10>의 연령대별 구직률 변동추이를 보면
2012∼14년 중 중년층 등 여타 연령층은 하락하였으

4. 구직률 변동이 실업률 변동을 주도

나 노년층은 큰 폭 상승하다 최근 중년층과 비슷한 수준
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실직률은 금융위기 이후 큰

우리나라 실업률 변동을 주도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변동을 보이지 않고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해 고용상태 순간전환율을 이용하여 실업률 변동요

(<그림 11>). 청년층의 경우 실직률은 여전히 높은 수

인을 분해19)해 보았다. <표 4>의 분해결과를 보면 금

준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융위기 이전(2004∼08)에는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

수준을 보이던 구직률이 최근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자 전환율(

)이, 금융위기 직후(2009∼11)에는

의 설명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실직률(
<그림 10>

연령대별 구직률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전환율(

)과

)도 실업률 변동

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구직
률(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실업률 상승은 실
직률 상승이나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수 전환율 감
소보다 구직률 하락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국과 달리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은 약화되
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인구 → 실업자(

)와 비경제활동

) 전환율이 실업률 변동에 여전히

주: 청년(15~29세), 중년(30~59세), 노년(60세 이상)

19)	<부록 2> ‘실업률 변동요인 분해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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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다. 특히 그 동안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해오던 여성

여성 및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최근 실

및 노년층의 고용상황 개선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구직

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아지

률 급락 등으로 청년층의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움직임이 실업률 변동에 상당

또한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이 감소하고 있어 대내외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적응력도 약화되고 있다. 한
편 최근 실업률 변동에 있어 구직률의 영향력이 커지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노동시

실업률 변동요인 분해

<표 4>

합계
전체기간

0.15

0.07

0.52 -0.07

0.28

0.16

1.11

2004∼08

0.09

0.05

0.28 -0.03

0.47

0.06

0.92

2009∼11

0.16

0.21

0.01 -0.04

0.48

0.22

1.04

2012∼16

0.08

0.02

0.51 -0.04

0.37

0.09

1.02

장 미스매치 확대 등으로 구직률이 하락할 경우 실업
률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시산된 노동이동 데이터를 고용상황 판단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책수행 과정에 다음과 같은 점

미 국3)

0.22 -0.05

0.49

0.17

0.08

0.12

1.03

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영 국4)

0.25

0.44

0.07

0.07

0.06

0.90

서는 실직률을 낮추기보다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하락

0.01

주: 1)	Shimer(2012)에 따라 월별 순간전환율의 분기평균을 구하고 평활계수 105을
이용하여 HP 필터링을 통해 추세를 제거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늦게 받아 2009~2011년중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	Shimer(2012) p.187 Table2 1967~2010 4) Gomes(2012) p.170 Table4
1993:2~2010:4

Ⅴ. 맺음말
본 연구는 고용상태 전환에 관한 몇 가지 제약식을
이용하여 고용상태 전환율을 시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관련자료 시산을 통해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을 평
가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고용 없는
성장’과 2010년대 초반 ‘성장 없는 고용’을 거쳐 최근
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용상황도 악화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2015년 이후 신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노동시장 활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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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구직률을 높이는데 정책노력을 집중해야겠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시간제근무 등 기업과 근로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
한 형태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과도
한 고용보호로 인해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성이 저하되
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셋
째,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공급의 양
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정책당국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가 안정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청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
환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부록 1>

고용상태 전환율 변동추이
가. 전체 고용상태 전환율

구직률(
(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4.7% 수준에서 최근 23.5% 수준으로 큰 폭 하락하는 가운데 실직률

)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전환율(

)과 취업자 → 취업자, 실업자 → 실

업자 등 고용상태 유지율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고용상태 전환율 추이

나. 성별 및 연령대별 고용상태 전환율

성별 고용상태 전환율을 비교해 보면 변동추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준에 있어서는 지표에 따라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직률(
편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전환율(

)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고 실직률(

)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한

)은 결혼, 육아 등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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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고용상태 전환율 추이

연령대별 고용상태 전환율 역시 추세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실직률(

)은 중년층을 크게 상회한 반면 청년층 구직률(

층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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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년층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청년

)은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중년층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고용상태 전환율 추이

<부록 2>

실업률 변동요인 분해 방법

Shimer(2012)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별 고용상태 전환율이 실업률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해해 보고자
한다.

가. 순간전환율(instantaneous transition probability)

앞에서 시산된 고용상태 전환율은 이산적인(discrete) 월간 전환율을 의미한다. 즉 시점과
별 생산가능인구의 고용상태를 파악하므로 시점과
1)

제 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에 취업자가

시점에서 개

시점 사이에 발생한 고용상태 변화를 간과하게 되는 문

기전 단기 실직 후 다시 취업한 경우

기에 취업자로만 기록

되므로 중간 단기 실직에 대한 고려가 간과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상태 전환이 연속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 ‘순간전환율’을 시산2)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계산한 월간 전환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시산할 수 있다.

여기서

(3×3)는 특정시점 이산전환율, 는

의 고유벡터(eigenvector),

는

의 고유값(eigenvalue)

의 대각행렬(diagonal matrix), (3×3)는 항등행렬(identity matrix), (3×3)는 순간전환율을 나타낸다.

나. 정상실업률(steady-state unemployment rate)

경제가 정상상태(steady-state)에 있을 때의 실업률을 ‘정상실업률( )’로 정의할 경우 정상실업률은 다음과
같이 순간전환율( )의 함수로 표현3)할 수 있다.

1)	이를 'time aggregation problem'이라 한다.
2)	자세한 내용은 Gomes(2015) 참조
3)	자세한 유도과정은 <부록 3> ‘정상실업률과 순간전환율 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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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시점의 고용상태 에서 고용상태 로의 순간전환율을 의미한다. 만일 실제실업률( )과 정상실업률

( )이 같이 움직인다면 순간전환율이 정상실업률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해함으로써 실제실업률 변동에 미치
는 효과도 시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실업률과 정상실업률간 상관관계는 0.79로 미국(0.99)에 비해
서는 낮은 수준이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정상실업률 분해(decomposition of steady-state unemployment rate)
마지막으로 개별 순간전환율이 정상실업률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먼저
전환율의 정상상태값(장기평균값 이용)이라고 하고,

는

한 상태에서 계산한 실업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

,

,

,

,

를 개별 순간

를 제외한 다른 순간전환율을 정상상태값으로 고정

를 구하면 개별 순간전환율 변동이 정상실업률 변동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때

의 값이 클수록 순간전환율

가 정상실업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하며

(

)의 합은 1에 근접하게 된다. 정확히 1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근사(approximation) 과정에서의 오차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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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상실업률과 순간전환율 관계
일반적으로 취업자( ), 실업자( ) 및 비경제활동인구( )의 움직임(dynamics)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는 고용상태 에서 고용상태 로의 순간전환율을 나타낸다.

(ⅰ)
(ⅱ)
(ⅲ)
정상상태에서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각각

,

, 라고 하면, 정상실업률( )은 실업률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식 (ⅰ)~(ⅲ)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ⅳ)
(ⅴ)
(ⅵ)
식 (ⅵ)를 조작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ⅶ)
식 (ⅶ)을 식 (ⅳ)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실업률과 순간전환율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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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ⅷ)을 정리하면 본문의 정상실업률과 순간전환율 간 관계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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