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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기동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서비스소비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런데 매월 공표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GDP서비스소비와 빈번하게
괴리를 보여 서비스소비 흐름 파악을 위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세부항목 및 신용카드사용액 정보를 이용하여 월
별 서비스소비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분기 GDP서비스
소비를 월별 GDP서비스소비로 분해함으로써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결과에 대한 적합
도 판단의 준거지표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서비스 및 금융중개서비스 추이를 추
정하여 서비스업생산지수에 반영·조정한 후 대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에 대해서는 단
계적 회귀를,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에 대해서는 LASSO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월별 서비스소비를 추정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액 자료에 동태요인모형을 적용하여
업종별 변동을 공통적으로 추동하는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월별 서비스소비를 추정하였
다.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서비스소비를 추정한 결과, 적합성 및 예측력 측면에
서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에 LASSO 회귀를 적용하여 추산한 월별 GDP서비스소비
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사용액을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
정 결과는 기초자료의 속보성이 높고 업종 및 업태별 세부적인 동향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의 변동요인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월별 시계에서 추정된 서비스소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우선, 서
비스소비는 재화소비와 뚜렷이 구분되는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변동성 측면에
서도 재화소비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소비는 소비심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심리가 민간소비로 파급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
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소비를 월별로 적시성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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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건설 및 설비 등 고정투자

(2018년 기준, %)

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완만한

GDP민간소비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며 향후 경제 흐름을 좌우할
주요 동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그림 1〉)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9.3

7.8

23.7

서비스
52.3

주: 1) 다만 거주자 국외소비 및 민간 비영리단체 소비는 형태별로 구분되지 않아
상기 각 형태별 소비지출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민간소비 대비 각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절반
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나 수

현재 서비스소비는 분기 시계에서 발표하는

출에 비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도 높아 여

GDP계정을 통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나 월

타 경제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다.(〈그림 2〉)

별 시계에서는 서비스소비를 직접 관측할 수 있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는 지표가 없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GDP통계

수립함에 있어 민간소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

는 신속한 정책수립을 위한 판단지표로 사용하

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특히

기에는 시차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에 서비스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소비

소비를 월별 시계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

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

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업 생

대 등으로 향후에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

산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생

로 보여 서비스소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산지수는 소비가 아닌 생산 측면에서 서비스

〈그림 1〉 연간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1)

〈그림 2〉 취업유발계수1) 및 부가가치유발계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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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인원 ÷ 최종수요액
2)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 ÷ 최종수요액
3) 민간투자는 고정투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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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을 포착한 것으로, GDP서비스소비의 포

한 Chow & Lin(1971)이 있다. 이후 계량분

괄범위와 상이한 측면이 다수 존재1)하고 두 지

석 기법의 발전 등에 힘입어 상태-공간 모형을

표의 움직임도 빈번하게 괴리되는 모습을 보인

이용하여 GDP를 월별로 분해한 Bernanke,

다.(〈그림 3〉)

Gertler & Watson(1997) 등의 연구가 등

반면 재화소비의 경우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

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소비 측면에서 재화를 포

NBER은 월별 GDP를 경기국면 판단에 활용

착하고 있어 GDP재화소비와 포괄범위 등이

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에서도 Nakamura,

대체로 유사하며 GDP재화소비 흐름을 포착하

Kawata, Tanaka & Uemae(2016) 등이

는 데 상대적으로 유용하다.(〈그림 4〉)

월별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이러한 점에서 보다 조기에 월별 서비스소

연구하였다.

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국내 연구로는 강창구(2010)가 상태공간모

가 있다. 현재까지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에 관

형을 이용한 시간분해기법을 활용하여 월별

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부 월

GDP를 추정하였으며, 김명기·백웅기(2012)

별 GDP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는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 및 시간분해기법

해외의 선구적 연구로는 정태적 계량모형을 이

을 활용하여 월별 GDP를 추정하고 경기지표

용하여 분기 GDP를 월별 GDP로 분해하고자

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김명기·

〈그림 3〉 GDP서비스소비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그림 4〉 GDP재화소비 및 소매판매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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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 Ⅱ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소비에 포함되는 주거서비스 항목은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반대로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관련 활동은 서비스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업생산지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 기업 간 거래 등이 포함되
어 GDP서비스소비의 포괄범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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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문소상(2015)은 월별 민간소비 디플
레이터를 추정함으로써 미시적 지표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들은 모두 본고의 관심대상인 월별
GDP서비스소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2) 본고에서는 서비

〈그림 5〉 월별 서비스소비지표 모니터링 절차
1단계 Benchmark 설정

2단계 서비스소비지수 추정

분기 GDP
서비스소비

서비스업
생산지수

카드
데이터

상태공간 모형

단계적 회귀 LASSO 추정

동태요인 모형

월별 GDP 서비스소비

SCIL 지수

SCIM 지수

SCIC 지수

스소비와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월
3단계 적합성 판단

별 GDP서비스소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

상관계수 및 평균제곱오차
(MSE)를 활용하여 비교

최적지표 추정
및 모형 선택

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서비스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에 적절한 추정 모형을 활용하여

첫 번째 단계는 월별 서비스소비의 준거지

월별 GDP서비스소비 지수를 도출한 후 적합

표(benchmark)를 마련하는 것이다. 월별 서

성을 평가하였다. Ⅲ장에서는 월별 시계에서

비스소비의 추정 목적이 보다 조기에 민간소

추정된 서비스소비의 행태 및 소비심리와의 관

비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계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Ⅳ장에서는 추정 결

할 때, 월별 서비스소비는 국민계정 통계에서

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공되는 GDP서비스소비의 월별 흐름을 적절
히 포착하여야 한다. 즉, 준거 지표로서 GDP
서비스소비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Ⅱ.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3) 그러나 GDP서비스소
비 통계는 분기로만 작성되고 있어 공식적인 월

월별 서비스소비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준

별 GDP서비스소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가 되는 지표를 정한 후 동 지표를 잘 설명

따라서 자연스러운 대안은 월별 GDP서비스소

할 수 있는 자료와 추정모형을 구축하는 과정

비 시계열을 추산한 후 이를 추정된 월별 서비

이 아래 〈그림 5〉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

스소비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준거 지표로 삼는

었다.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음 1절에서 구체적으로

2) 다만,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한 상태-공간 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분해 방법을 원용하여 월별 GDP서비스소비를 구하였다.
3) 이는 거시집계 변수(Aggregate Variables) 가운데 경제상황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집약적·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인정되는 통계가
국민계정의 GDP통계라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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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 바와 같이 상태-공간모형(State-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

Space model)을 이용하여 분기 GDP서비스

서는 동태요인모형을 사용하여 업종 및 업태

소비를 월별 GDP서비스소비로 분해하였다.

별로 구분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부터 공통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활
용하여 월별 서비스소비를 추정할 수 있는 모

인을 추출하여 서비스소비 모니터링 지표로서
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형을 구축한다. 우선 기초자료로 통계청에서
매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서비스업생산지

1. 월별 GDP서비스소비 추정

수를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등 여
러 기관4)에서는 서비스소비를 가늠하기 위하

Chow & Lin(1971), Litterman(1983)

여 서비스업생산지수를 대리지표(proxy)로

등의 선행연구들은 정태적 회귀모형을 이용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Ⅰ장에서 언급한 바

여 분기 및 연간의 저빈도(low frequency) 데

와 같이 서비스소비와 서비스업생산에는 괴

이터를 주별 및 월별 고빈도(high frequency)

리가 있으므로 동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서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동

비스소비를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방법은 추정의 편리함이 있으나 추정 대상 자

에 본고에서는 서비스업생산지수5)의 세부 하

료의 동학(dynamics)이 간과된다는 문제가

위항목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성한 후 추정에

있었다.6) 한편 Bernanke 외(1997)는 변수

활용하였다. 추정모형으로는 다차원 설명변

간의 동학을 고려한 상태-공간 모형을 이용

수가 존재할 경우 추정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

하여 분기 GDP를 월별 GDP로 보간하는 방

진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법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Bernanke 외

Select Operator) 모형을 이용하였다. 다음

(1997)를 참고하여 상태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으로는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신용카드

동학을 고려할 수 있는 상태-공간 모형을 구축

사용액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용카

한 후 분기 GDP서비스소비를 월별 GDP서비

드 사용액 자료는 다양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스소비로 분해하였다.

소비자의 지출액을 직접 신속하게 관측할 수

상태-공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측

4) KDI의 경우 매월 발표하는 “경제동향” 자료에서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서비스소비 흐름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5) 본고에서 사용한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본고 작성시점인 2018.12월 통계청에서 공표한 통계를 활용하였다.
6) Chow-Lin 방식은 월별 참고지표를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를 통해 분해 대상 지표를 월별로 보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해 대상 지표가
월별에 따라 변하는 시계열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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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태 변수를 식별한 후, 관측방정식 및 상

이를 바탕으로 식 (2)의 관측방정식과 식 (3)

태방정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의 상태방정식으로 구성된 상태-공간 모형을

관측불가능한 월별 GDP서비스소비의 전년동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7)

기대비 증가율이 다음 식 (1)과 같은 ARX(1)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2)
… ……… (3)

… ……………… (1)
단,  : 말월 시점에서 해당 분기 전년동기
단,  는 월별 GDP서비스소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대비 GDP서비스소비 증가율

는 외생변수 증가율
,

,
,

식 (1)의 확률과정은 일반적으로 GDP서비
스소비 통계의 지속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
고 있으며, 월별 GDP서비스소비 성장률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월별 자료
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월별 GDP서비
스소비 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특히, 기간을 나타내는 첨자( )
는 분기 자료를 월별 자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수로 표시되는 기간이 삼등분되

식 (2)는 분기 GDP서비스소비 전년동기

어 표현되었다. 따라서 정수로 표시되는 첨자

대비 증가율이 해당 분기에 속한 월별 전년동

( =1, 2, …)는 해당 월이 속한 분기의 말월

기대비 증가율의 단순평균과 같음을 수식으

을 나타낸다.

로 표현한 것이며 관측오차(measurement

7) 본고 식 (2)의 관측방정식은 분기 GDP서비스소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월별 GDP서비스소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단순평균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정되었다. 한편 Bernanke 외(1997), 강창구(2010) 등은 분기 GDP 수준(level)은 월별 GDP 수준의 합으로 분해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여 이들의 관측방정식은 본고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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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식

는데 이는 월별 자료가 분기 자료에 비해 고빈

(3)은 상태변수가 VARX(1)을 따름을 의미하

도(high frequency) 자료의 속성을 가지고

며, 이는 월별 GDP서비스소비의 확률과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

식 (1)의 ARX(1) 모형을 따른다는 가정에서

된다.

8)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그림 7〉은 월별 GDP서비스소비 및 서비스

한편 상태방정식의 외생변수로는 월별 GDP

업생산지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서비스소비 추이와 관련성이 높은 설명변수를

분기 GDP서비스소비와 서비스업생산지수 간

선택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서비스업 관련

에 나타나는 괴리보다 더 빈번하게 월별 GDP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용하였다. 동 상

서비스소비와 서비스업생산지수 간에 괴리가

태-공간 모형은 Kalman 필터를 이용한 최우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추정법으로 추정하였다.

월별로 공식 발표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자료

상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분기 GDP서비

를 통해 단기 시계에서 GDP서비스소비의 흐

스소비 증가율을 분해한 월별 GDP서비스소비

름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내포될 소지가 있음

증가율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이를 살펴보

을 시사한다. 다음 절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구

면 월별 GDP서비스소비 증가율이 분기 GDP

체적인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에 대해 살

서비스소비 증가율에 비해 큰 변동성을 보이

펴본다.

〈그림 6〉 분기 및 월별 GDP서비스소비
3

〈그림 7> 월별 GDP서비스소비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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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세한 유도 과정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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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이용한 월별 GDP

가. 서비스업생산지수 자료 조정

서비스소비 추정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3개의 대분류 하위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월별 서비스업생산지

목이 존재하는데 이중 서비스소비가 아닌 재화

수를 서비스소비로 직접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

소비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서비스생산을 분석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비스업생

대상 자료에서 제외하였다.9)

산지수가 서비스소비의 대리지표로 사용된 것

한편 GDP서비스소비는 주거서비스소비를

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포함하는 반면 매월 편제되는 부동산업 서비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공표하

생산지수는 주거서비스생산을 포함하지 않고

고 있으므로 자료의 신뢰성 및 적시성이 높을

있어 GDP서비스소비와 서비스생산지수 간에

뿐만 아니라 물가효과를 제거한 실질기준으로

괴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10) 이에 본고에서

도 지수가 작성되고 있어 실물경기 동향 파악

는 GDP주거서비스소비의 개념에 부합하는 지

에 유용하다. 또한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

수를 시산한 후, 이를 서비스업생산지수에 추가

시에 발생하여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속성을

함으로써 양자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하였다.11)

가지고 있어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 서비스소

〈표 1〉 부동산업의 포괄범위

비와 무관한 부분의 역할이 미미하면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서비스소비를 잘 추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서비스업생산
지수는 여전히 서비스소비를 가늠하는 데 유용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서
비스업생산지수의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
록 자료를 조정한 후 이를 이용한 서비스소비
추정 모형을 구축하였다.

실제임대료
귀속임대료1)
주거용 임대
비주거용 임대

GDP
서비스소비
○
○
×
×

서비스업
생산지수
×
×
○
○

-

×

○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업
부동산 관리업

○
○
×

○
○
○

구분

내용

주거
서비스
건물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주: 1) 자가거주 가구가 암묵적으로 지급하는 임대료로서, 기회비용 관점에서 시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9) 주석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생산 지수의 도소매업에는 소비자 구매 외에 기업 간 거래 등 민간소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
어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매판매지수를 이용하여 재화소비를 관측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업생산 지표의 도소매업 서
비스생산을 소비로 집계할 경우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10) GDP가계소비 대비 주요 목적별 소비 비중(2017년, 실질기준)은 임료·수도광열(17.3%), 교통(12.6%), 식·음료(12.5%), 오락·문화(9.0%),
음식·숙박(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거서비스소비중 임대료 등을 통해 실측 가능한 자료만을 포함하는 임료·수도광열 소비 규모가 가장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자가 거주로 인해 실측되지 않는 귀속(imputed) 주거서비스소비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1)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의 GDP주거서비스 추산을 위한 기초통계로 건축물 준공·멸실 통계, 가구수 통계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주거서
비스 자료를 자체적으로 시산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2015, 한국은행)”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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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DP금융서비스소비는 거래 수수료,

같은 중규모의 설명변수 후보군 자료를 대상

보증료 등의 실제서비스 이외에 금융중개서비

으로 설명변수 선택 및 회귀계수 추정에 적합

스(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단계적 회귀(stepwise

Indirectly Measured; 이하 FISIM)를 포

regression)를 이용하였으며 변수선택 과정

함하고 있는데, 금융업관련 서비스업생산지수

은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 및 후방

는 FISIM의 반영이 어렵다. 가계 예금 및 대

제거법(backward elimination)을 반복적으

출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중개서비스소비 규

로 사용하였다.14) 추정 대상기간 및 자료주기

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어 보다 정확한 월

는 2013.1∼18.9월중 월별 자료15)이며 해당

별 서비스소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를 이용하였

서비스소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추정결과는 다음 식 (4)와 같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FISIM 시산 방
식을 따라 추산한 지표를 서비스업생산지수에
반영·조정하였다.12)

나. 대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13)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 ……………………… (4)
단, LFt: 음식·숙박서비스 생산,
FISIMt: 금융중개서비스 생산,
TECHt: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생산,

본절에서는 앞서 분해한 월별 GDP서비스

t: 월별로 분해된 GDP서비스소비

소비 실적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서비스업생

실적치, ( )내는 t-통계량, 모든 추정

산지수 대분류 항목 12개에 새롭게 조정한 주

변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임.

거서비스 및 FISIM을 더한 총 14개의 변수
를 설명변수 후보군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

식 (4)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별도로 시산

정하였다. 구체적인 추정 방법으로는 이와

하여 추가한 설명변수인 FISIM의 설명력이

12) 예대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금융중개서비스의 가치로 인식하여 이를 FISIM으로 간주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15, 한국은행)”를 참조.
13) 대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2>를 참조.
14) 전진선택법

및 후방제거법을 적용하여 해당 설명변수를 선정할 때, 동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시산한 모형의 F-통계량의 p-value가 5%를 넘지 않으
면 해당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여 시산한 모형의 p-value가 10%를 상회하면 해당 변수를 설명변수에서 제외하는 비대칭
적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비대칭적 선정 기준을 사용한 이유는 모형내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하기 위함이다.
15) 월별

주거서비스 증가율을 단계적 회귀 추정모형의 설명변수 후보군으로 사용하였는데, 동 자료의 시산이 2013.1월부터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추정
대상기간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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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지수
대분류 12개중에서는 음식·숙박, 전문과학

다.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17)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기술과 관련된 2개 업종의 서비스생산 추이
도 월별 GDP서비스소비를 상당부분을 설명

본절에서는 앞절과 동일한 종속변수를 사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

용하되, 설명변수로 서비스업생산지수 세분

으로 추정한 월별 서비스소비 증가율을 이용

류 항목 58개에 새롭게 시산한 주거서비스 및

하여 ‘대분류기반 서비스소비 지수(Service

FISIM을 더한 총 60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월

Consumption Index based on Large-

별 서비스소비 지수를 추정하였다. 서비스업

category; 이하 SCIL로 통칭)’를 작성한 결

생산지수의 세분류 항목을 이용한 이유는 다음

과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과 같다.

SCIL은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월별 GDP서비

우선,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세분류 항목은 대

스소비 실적치를 대체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

분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보다 세부적인 서비

16)

고 있으나 일부 시점 에서는 월별 변동폭과

스업 관련 생산 추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변동방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다수 관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항목의 집계변수로 변

찰된다.

환되는 과정에서 세부 업종간 효과가 상쇄되거
나 중요한 주도 업종의 효과가 부각되지 못하

〈그림 8〉 SCIL 및 월별 GDP서비스소비
3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분류 항목을 이
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 %)

다만, 회귀분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추정대
2

상 기간을 감안한 표본(sample)은 69개에 불

1

과하나 회귀모형의 설명변수 후보 변수는 60
개에 달하여 회귀변수의 설명변수가 지나치게

0
SCIL
월별 GDP 서비스소비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18) 이 경우 추정방법

-1
13

14

15

16

17

18

자료: 통계청

으로 널리 활용되는, Tibshrani(1996)가 제
안한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16) 일례로

월별 GDP서비스소비 증가율은 2013.12월 1.6%에서 2014.2월 2.8%로 1.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기간중 SCIL 증가율은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분석대상 기간 68개월중 변동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는 22차례가 있었다.
17)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2>를 참조.
18) 일반적으로 설명변수가 많아지면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하여 모형의 예측력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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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CIM 및 월별 GDP서비스소비

Select Operator) 모형을 이용하였다.
LASSO는 회귀모형의 모수 추정 및 설명변

3

(전년동기대비, %)

수 선택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2

있어, 과적합에 따른 문제점과 앞선 절에서
SCIL 유도에 사용한 단계적 회귀 모형이 지닌
추정 과정의 문제점19) 등이 완화될 수 있다. 이
를 고려하여 서비스업생산지수 세분류 자료를
설명변수로 하는 다음 식 (5)과 같은 LASSO

1

0
SCIM
월별 GDP 서비스소비
-1
13

14

15

16

17

18

모형을 추정하였다.20)21)
라. SCIM 및 SCIL의 적합도 및 예측력 비교

………………………………………………… (5)
,

우선, 추정된 자료의 적합도(fitting)를 살
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서비스업생산지수 기반 월별 GDP서비스소비
추정 적합도 비교

이렇게 추정한 월별 서비스소비 증가율을 이
SCIM

SCIL

서비스업
생산지수

상관계수1)

0.93

0.77

0.13

RMSE1)

0.25

0.41

1.49

용하여 ‘세분류기반 서비스소비 지수(Service
Consumption Index based on Midcategory; 이하 SCIM로 통칭)’를 작성한 결

주: 1) 월별 GDP서비스소비 실적치 기준

과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SCIM의 변동

비교 결과, SCIM은 SCIL에 비해 월별

폭은 월별 GDP서비스소비와 비슷한 모습을

GDP서비스소비 실적치를 상대적으로 잘 추종

나타내고 있으며 변동방향도 대체로 유사한 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상관계수를 보면

름을 보였다.

SCIM이 SCIL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19) 단계적

회귀 모형 설정은 초기 모형 설정에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해 추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변수 선택 및 제거
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forward selection 및 backward selection 실행시 변수의 순서(ordering)에 따라 최종 추정 모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 LASSO 회귀모형의 내용 및 구체적 추정방법은 <부록 3>을 참조.
21) 식
 (5)에서 추정 회귀식의 모수합에 대한 제약 조건인 λ는 변수선택과 관련된 제약으로 동 값이 커질수록 “0”에 수렴하는 추정 회귀계수의 수가 증가하
여 해당 변수가 모형에서 제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과적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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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방향성 측면에서 우수하였다. 또한, 평

예측은 시점에서 ( +1)기를 예측하고 자료

균제곱오차는 SCIM이 SCIL에 비해 상대적으

를 업데이트한 후 다시 ( +1)시점에서 ( +2)

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SCIM이 SCIL보다 모

기를 예측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형의 설명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Rolling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다음 〈그

로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월별 GDP서

림 10〉을 살펴보면 SCIM 지수가 SCIL 지수

비스소비 실적치와 비교한 결과 〈표 2〉의 4열

에 비해 월별 GDP서비스소비 증가율에 대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지수 모두 서비스업생산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지수보다 적합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외 예측을 분기 시계에서 실행하여 보면

다음으로 두 지수의 월별 GDP서비스소비에

다음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SCIM의

대한 예측력을 표본외 예측(out of sample

예측력이 SCIL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

forecasting)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표본외

습이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

〈그림 10〉 모형별 월별 GDP서비스소비 예측

〈그림 11〉 모형별 분기 GDP서비스소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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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3〉과 같이 평균제곱오차 및 절대평

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본고에서 활용한 신용

균오차(Mean Absolute Error)를 이용한 표

카드 자료는 31개업태 177개의 업종으로 구성

본외 예측 결과의 정합성 평가에서는 SCIM의

되어 있어 가계의 서비스소비 행태에 대한 세밀

예측오차가 SCIL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뿐

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액 자료

만 아니라, 특히 분기 시계에서는 예측오차가

는 소비지출액 원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기 때

0.3%p 내외로 추정의 적합도가 상당폭 개선

문에 미시변수를 거시변수로 변환하는 집계 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에서 발생하는 구성 항목간 상쇄효과 등의 영
향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표 4〉에 나타난 바

〈표 3〉 모형별 표본외 예측 적합성 비교
월별 예측 적합성

와 같아 신용카드사용액이 우리경제에서 차지

분기별 예측 적합성

SCIM

SCIL

SCIM

SCIL

평균제곱오차
(RMSE)

0.46

0.55

0.31

0.46

절대평균오차
(MAE)

0.41

0.46

0.27

0.39

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GDP서비스소비와의
연계성도 높아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
로, 신용카드사용액 자료는 거의 실시간(realtime)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물경기 동향에 대
한 보다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3. 신용카드사용액을 이용한 월별 GDP
서비스소비 추정

〈표 4〉 신용카드사용액1) 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가. 신용카드 자료의 특성

본 절에서는 신용카드사용액 자료를 이용하
여 월별 GDP서비스소비 추정을 시도하였다.

GDP민간소비2)
대비 카드사용액

60.1 62.0 64.6 68.4 72.8

GDP서비스소비2)
대비 서비스업종 58.0 59.7 62.5 65.6 67.5
카드사용액
주: 1) 개인카드 기준   2) 명목기준
자료: 한국은행, 여신협회

신용카드사용액 자료를 추정의 기초자료로 이
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규칙 요인에 의

우선, 신용카드사용액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해 월별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어 신용카드사

정보의 양이 많아 최근 자료 분석의 큰 흐름을 형

용액 증감을 직접 이용하여 월별 GDP서비스

성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접근법에 부합

소비를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22) 다음

22) 이세중·손원(2018)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 비중이 특정 연도에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사용액을 이용한 소비지출 평가
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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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동성이 상대

이외에도 여전히 현금거래 등이 선호되어

적으로 작은 분기 시계에서는 신용카드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종이 존

이 서비스소비의 방향성에 대해 유의한 정보를

재23)하고 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체를 통

제공할 수 있으나, 변동성이 큰 월별 시계에서

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구체적인 세부업종 파악

는 유용성이 크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이 곤란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러한 높은 변동성은 신용카드사용액을 통해 월
별 GDP서비스소비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

나. 신용카드자료기반 서비스소비 추정 모형

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된 정보를 모두 활용
〈그림 12〉 신용카드사용액 및 GDP서비스소비

3.0

(전년동기대비, %)

하는 불규칙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동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
GDP서비스소비(좌축)
카드서비스소비(우축)

2.5

하면서 동시에 신용카드사용액이 월별로 변동
12
10

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24)을
이용하여 월별 GDP서비스소비를 추정하였다.

2.0

8

1.5

6

1.0

4

(2005), Stock & Watson(2010) 등을 따라

0.5

2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0

0.0
14

15

16

17

(월별)
4

추정모형은 Bernanke, Boivin & Eliasz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GDP서비스소비(좌축)

15

2

10

1

5

0

0

-1

-5
14

15

자료: 한국은행, 여신협회

……(7)

20

단,

카드서비스소비(우축)

3

………………………… (6)

18

16

17

: 시점에서 시계열 의 값,
: ( ×1) 적재벡터(loading vector),
: 시점에서 (1× ) 요인벡터,
: ( × ) 계수행렬, : 요인 개수,
: VAR모형의 시차,
~

(

,

),

~

(

,

), (

18

)=0

23) 이세중

외(2018)는 교육관련 신용카드사용액은 전체 신용카드사용액 대비 2.6~2.8% 수준에 그쳤으나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자료에서는 전체 소
비의 1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4)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모형내에 포착함으로써 정태요인모형(Static Factor Model)에 비해 원자료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 및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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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이 가능한 2013.1∼18.9월을 대

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

상으로 월별 신용카드사용액을 사용하였다.

타났다.27) 그러나, 기초자료인 카드사용액의

추정자료는 여신협회에서 제공하는 177개 업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SCIC가 큰 폭의 변동

종별 신용카드사용액 자료중 서비스소비로 간

성을 보이는 데다, 동태요인모형 추정시 원자

25)

주될 수 있는 69개 업종 을 자체 정리한 후

료를 정규화하여 분석28)함에 따라 도출된 결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과를 GDP서비스소비 증가율과 직접 비교하

카드사용액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동태적 변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월별 GDP서비

화를 나타내는 식 (7)의 VAR 모형의 시차는

스소비 실적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AIC 정보기준에 따라 = 2로, 요인의 개수는

SCIC를 변환한 ‘조정 SCIC’를 시산하고, 이

Bai & Ng(2007)의 기준에 따라 = 2로 각각

를 월별 GDP서비스소비와 비교하였다.

설정하였다.

〈그림 13〉의 조정 SCIC를 보면 기조적인

이와 같은 동태요인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흐름은 월별 GDP서비스소비와 비슷한 모습

서비스 업종 및 업태의 월별 변동을 추동하는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정 SCIC의 변동

공통요인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전

성이 여전히 높아 월별 GDP서비스소비 실적

체 서비스소비의 향방을 가늠하는 역할을 할

치와의 연관성은 앞서 도출된 지표인 SCIM

수 있다. 이에 동 모형을 통해 추출한 공통요

및 SCIL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

26)

인 을 신용카드사용액 기반 서비스소비지수

가된다.29)

(Service Consumption Index based on
Card spending; 이하 SCIC로 통칭)로 간주
하였다.
추정된 SCIC는 신용카드사용액 변동 추이
를 직접 활용하여 월별 GDP서비스소비를 파

25) 숙박,

여행, 요식, 레저, 학원, 의료기관, 보건위생, 자동차 등 장비 수리서비스, 법률·회계 등 용역서비스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태요인모형 추
정에 사용한 보다 자세한 신용카드사용액 세부업종은 <부록 4>에 수록하였다.
26) 본고에서는

공통요인이 2개로 설정되어 있기에 2개의 공통요인 시계열이 추출되는데, 이는 장기 추세시계열 및 순환변동 시계열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에 순환변동 시계열을 신용카드사용액 기반 서비스소비 지수 작성에 이용하였다.
27) 2014.1~18.9월중 SCIC 및 신용카드사용액 증가율과 월별 GDP서비스소비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25, 0.20으로 나타났다.
28) 일반적으로

요인분석모형(Factor model)은 각 시계열의 고유한 속성이나 척도 등에 의해 해당 시계열 분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자료
를 정규화하여 분석한다.
29) 조정

SCIC 및 월별 GDP서비스소비 실적치간 상관계수는 0.25로, 본문 <표 2>에 나타난 SCIM 및 SCIL과 월별 GDP서비스소비 간의 상관계수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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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CIC 및 월별 GDP서비스소비 추이

〈그림 14〉 업종별 조정 SCIC

(SCIC)
4

(전체 조정 SCIC와 유사한 업종)

(전년동기대비, %)

4

(전년동기대비, %)
SCIC

3

음식숙박

의료

여객운송

3

2
1

2

0
-1

1
월별 GDP서비스소비
SCIC

-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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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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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정 SCIC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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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C와 무관한 업종)

(전년동기대비, %)

4

(전년동기대비, %)
SCIC

2

3

1

2

레저

개인서비스

1

0
월별 GDP서비스소비
조정 SCIC

-1
14

15

0
16

17

18

14

15

16

17

18

주: 1) 월별GDP서비스 실적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SCIC 지수를 조정

한편, 업종별30)로도 조정 SCIC를 구할 수

SCIC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33)을 보일 뿐

있는데 〈그림 14〉에서와 같이 의료, 음식·

만 아니라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

숙박 및 여객·운송 업종이 전체 SCIC 변동

업종의 서비스소비는 경제여건 변화에 비탄력

31)

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적일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레저·문화·취미, 개인서비스32) 업종의

30) 분석대상

69개 업종을 음식·숙박, 교육, 여객·운송, 레저·문화, 의료·보건위생,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7개 상위분류 업종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상위분류에 대해 본문의 식 (6) 및 (7)로 구성되는 동태요인모형을 적용하면 7개 업종별 조정 SCIC를 구할 수 있다.
31) 분석 대상기간중 업종별 상관계수는 의료 0.90, 음식·숙박 0.88, 여객·운송 0.74, 개인서비스 –0.15, 레저 –0.25 등으로 나타났다.
32) 이·미용, 조산원, 사우나, 피부미용, 안마, 세탁, 가례, 법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33) 분석

대상기간중 변동성 측면에서 전체 SCIC 지수의 표준편차(0.63%p)에 비해 레저업종의 경우 SCIC 지수(0.55%p)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지속
성 측면에서도 AR(1) 모형에 적합시켜 추정한 자기회귀계수가 레저업종의 경우 0.97로 전체 SCIC 지수(0.15)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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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소비의 특징:
계절적 패턴 및 소비심리와의 관계

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반복한다. 이는 연
초 설 명절 등의 효과가 서비스 및 재화 소비에
상이하게 작용하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본 절에서는 앞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추정된다.

된 추정 SCIM을 이용하여 고빈도 주기(high
〈그림 15〉 월별 재화 및 서비스소비 추이

frequency) 관점에서 서비스소비의 특징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20

(2012.1 = 100)
서비스소비
재화소비

우선, 월별 시계에서 서비스소비 및 재화소
110

비의 변동 행태를 비교해 보았다. 소비 형태별
로 고유한 특징을 파악할 경우 고빈도 주기인

100

월별 시계에서 전체 민간소비 흐름을 보다 정
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으로는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측면
에서 서비스소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90
12

13

14

15

16

17

18

주: 1) 분기별 GDP 재화 및 서비스 소비(원계열 기준)를 상태-공간 모형을 활용
하여 월별로 분해한 값
자료: 한국은행

통해 소비심리의 변화가 고빈도 주기에서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통상 명절은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 소비에
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음식숙박 서비스

1. 계절적 패턴 비교

수요가 감소하면서 관련 서비스업에는 감소 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는 명

앞서 추정한 SCIM의 월별 실질GDP서비스
소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화소비와는 뚜렷이

절 효과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
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계절적 패턴 및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5〉를 살펴보면 서비스소비는 매년
12월경 크게 증가한 후 다음해 1~3월중 큰 폭
조정을 거쳐 다시 완만한 증가흐름을 반복하
는 패턴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소매판매액지
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월별 GDP재화소비는
4월경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다음해 1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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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음식숙박업 생산1) 및 비내구재 소비2)의
명절 효과 차이3)
(원계열 전월대비, %)

음식숙박업 생산

비내구재 소비

설 명절 효과

-9.8

1.4

추석 명절 효과

-7.3

4.3

주: 1) 서비스업생산지수 기준    2) 소매판매액지수 기준…
3) 설 및 추석이 포함된 월의 5개년 평균 증가율
자료: 자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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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동성 측면에서 서비스소비는 재화소

변동 방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연관성이

비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7〉)

났다.(〈그림 16〉) 2013.1∼17.12월중 형태

반면 동 기간중 서비스소비 증가율 및 소비자

별 소비 증가율(전년동월대비 기준)의 표준편

심리지수간에는 공행(co-movement)하는

차를 살펴보면 서비스소비의 경우 0.66%p로

모습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34)(〈그

재화소비 증가율의 표준편차(1.79%p)에 비해

림 18〉)

약 1/3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비교적
〈그림 17〉 소매판매증가율1) 및 소비자심리지수1)

가격수준이 높은 내구재소비의 변동성이 큰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소비자심리지수

2

<그림 16> 월별 재화 및 서비스소비 증가율

1
0

9

(전년동기대비, %)
-1

서비스소비
재화소비

-2

6

-3
13

3

14

15

16

17

18

주: 1) 각 지표를 평균 “0”, 표준편차 “1”로 정규화 한 것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0

-3
13

14

15

16

17

〈그림 18〉 서비스소비증가율1) 및 소비자심리지수1)

18

주: 1) 분기별 GDP 재화 및 서비스 소비(원계열 기준)를 상태-공간 모형을 활용
하여 월별로 분해한 값
자료: 한국은행

3

(%)
SCIM 증가율
소비자심리지수

2
1

2. 소비자심리지수와의 관계 비교
다음으로 소비자심리지수와 서비스소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2013.1∼18.9월중 소
매판매액지수 증가율(전년동월대비 기준) 및
소비자심리지수간 관계를 살펴보면 지표간

0
-1
-2
-3
13

14

15

16

17

18

주: 1) 각 지표를 평균 “0”, 표준편차 “1”로 정규화 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자체 시산

34) 분석

대상기간중 소매판매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간 상관계수는 –0.0047인 반면 서비스소비증가율 및 소비심리지수간 상관계수는 0.3726으로
시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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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기간중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

Ⅳ. 맺음말

수보다 변동폭이 큰 반면 서비스소비는 동 심
리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

본고에서는 대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 세분

여 지표의 변동성 측면에서도 서비스소비와 소

류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신용카드사용액을 이

비자심리지수 간 연관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용하여 월별 GDP서비스소비를 추정하고 모

보인다.35)

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이는 경기흐름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

서비스업생산지수 자료가 서비스소비를 보다

는 음식·숙박, 여객운송, 사업서비스, 금융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 주거면적을 활용하

서비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소비가 소

여 주거서비스소비를 추정하고, FISIM 개념

비자심리지수와 보다 높은 연계성을 나타내기

을 이용하여 금융중개서비스도 포함하도록 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9〉) 동 결과

정하였다.

는 소비심리 변동이 민간소비에 파급되는 경로

이러한 서비스소비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

로서 서비스 업종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여 각각의 자료 형태에 적절한 세 가지 계량모

있음을 시사한다.

형(대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단계적회귀, 세
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LASSO, 신용카드사

〈그림 19〉 주요 서비스소비1)와 소비자심리지수
3

(%)

스소비 실적치를 포착할 수 있는 지수를 추정

서비스소비 합성지수 증가율
소비자심리지수

2

용액-동태요인모형)을 적용, 월별 GDP서비

하였다.

1
0

추정결과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이용

-1

한 SCIM이 여타 지수에 비해 월별 GDP서비

-2
-3

스소비를 상대적으로 잘 포착하는 것으로 평가

-4
-5
13

14

15

16

17

18

주: 1) 서비스생산 지수중 음식숙박, 여객운송, 금융서비스 및 사업서비스의 …
가중합의 경기순환요소를 추출
자료: 자체 시산

되었다. 이는 SCIM 도출시 추정자료로 GDP
서비스소비 개념에 부합하는 주거 및 금융중개
서비스소비를 적절히 포함시킨 데다 SCIL에

35) 본
 연구에서는 변동성을 해당 지표에 내재된 표준편차로 상정하고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중 소매판매 증가율, 서비스소비 증가율 및 소
비자심리지수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은 AR(1) 모형을 적합시켜 지속성 계수( ) 및 표준편차( )를 추정하였다.
=

+

,

~ (0,1) (단, = 소매판매 증가율, 서비스소비 증가율, 소비심리지수)

각 지표에 대해 추정된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변동성의 크기를 판단하였다. 적합결과 소매판매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0.97, 서비스소비 증가율은
0.35, 소비자심리지수는 0.29로 각각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감안할 때 서비스소비 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의 변동성은 비슷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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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한 데 기인한 것으

관계를 살펴보면, 서비스소비는 음식·숙박,

로 보인다. 따라서, SCIM을 이용하여 월별

여객운송, 금융서비스 등 관련 지출의 경기 민

GDP서비스소비를 추정할 경우 단순히 공표

감도가 높아 동행성이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되고 있는 서비스업생산지수에 의존하여 서비

나타났다.

스소비 추이를 판단하는 것보다 실물경기 동

본 연구는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큰 서비스소비를 적시성있게 모니터링할 수 있

대된다.

는 실현가능한(feasible) 방법을 처음으로 제

한편, SCIC는 방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앞

용할 수 있었으나 변동성이 높아 월별 GDP서

으로 기초자료를 보다 확충36)하고 추정 모형을

비스소비 증가율을 추정함에 있어 계량적 정

개선37)함으로써 추정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개

보의 오차범위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 SCIC의 기조적 흐름이 월별 GDP서비스
소비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 점,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 및 업태별 동향 파악이
가능한 점, 신속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적시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월별 GDP
서비스소비 변동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보
조지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월별 SCIM를 활용하여 서비스
소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비스소비
는 명절 효과로 인해 재화소비와 뚜렷이 구분
되는 계절적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변동성 측
면에서도 재화소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
름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심리지수와의 상관
36)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액 자료에는 외국인 카드이용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소매업체에서 사용한 카드이용액은 업종
별 구분이 되지 않는다.
37) 본고의

추정모형은 모두 단일변수 시계열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소비가 여타 거시변수와 내생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동하고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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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월별 GDP서비스소비 분해를 위한 상태-공간 모형의 상태방정식 도출 과정
다음 ①은 본문의 식 (1)에 표현된 월별 GDP서비스소비 확률과정을 다시 쓴 것이다.

… ……………………………… ①

,

…

식 ①에 기준 시점 로부터 각각 1개월 및 2개월 전 시점인

및

를 대입

하면 다음 식 ② 및 ③을 구할 수 있다.

… …………………………… ②

………………………………… ③

이제 이를 backward-looking으로 풀기 위하여 ③을 ②에 대입하면 다음 식 ④를 도
출할 수 있다.
……………… ④

다시 식 ④를 ①에 대입하면 다음 식 ⑤를 도출할 수 있다.

……… ⑤

이제 식 ⑤, ④, ③을 모아서 벡터 및 행렬로 정리하면 본문의 식 (3) 상태방정식과 동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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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추정에 활용한 대분류 및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
대분류(12개)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여신 금융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명보험업

운수 및 창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배급업 및 상영업

손해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텔레비전 방송업

공제업

정보통신업

공영 우편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 통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부동산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중등 교육기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고등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학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병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의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세분류(58개)

경비·경호 및 탐정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수도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운송장비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철도 운송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스포츠 서비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자동차 수리업

해상 운송업

부동산 관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항공 여객 운송업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은행 및 저축기관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기타지표(2개)

음식점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FISIM(금융중개서비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주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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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LASSO 추정 방법 및 추정결과
다음 식 ①과 ②는 선형회귀 추정식의 회귀계수에 일정한 제약이 부여된 경우를 각각 나
타낸다. 각 식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을 살펴보면 식 ①의 경우 1차항(first order)의 합이
일정한 값(L1제약)을 갖도록 되어 있는 반면 식 ②의 경우에는 2차항(second order)의
합이 일정한 값(L2제약)을 갖도록 제약이 부여되어 있다.
식 ①의 L1제약이 부여된 선형회귀 모형은 LASSO 모형, 식 ②의 L2제약이 부여된 선
형회귀 모형은 능형회귀(Ridge regression)에 해당된다.
……………………… ①
… …………………… ②

Hastie 외(2008)는 이러한 제약의 차이로 LASSO 모형이 능형회귀 모형에 비해 설명
변수의 차원 축소(shrinkage)에서 우월함을 다음 <그림 15>을 통해 직관적으로 설명하
였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LASSO 제약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추정 회귀계수가
“0”으로 수렴하는 반면 능형회귀 제약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추정 회귀계수가 non-zero
의 값을 가지면서 설명변수가 모형내에 존속하게 된다.
모형별 선형회귀 제약 형태
(LASSO 제약)

주: 음영은 추정 대상 회귀계수의 제약 영역을 나타냄
자료: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200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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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상당히 많은 설명변수를 이용하는 선형회귀 모
형 추정에 적합한 LASSO를 이용하였다. 실제 모형의 추정은 ADMM(Alternating
Direction Method of Multipliers)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①식에 새로운 모수벡터 를 도입하여 다음 ①′식과 같이 변형한다.
………………… ①′

s.t. - = 0
및

①′식을 살펴보면 원래의 LASSO 추정 모형이

의 두 함수 부분으로 분할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를 최소화하는 를 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를 최소화하는 를 구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
하고, 제약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 과정을 반복한다.
특히, 이러한 알고리듬의 실행과정에서 λ의 값은 변수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하여 최적 λ값을 시산하였다. 교차검증을
위하여 표본 대상기간(5년)을 10개의 월별 training sample과 50개의 월별 testing
sample로 임의로 구분하여 반복 시뮬레이션 추정을 실행하였는데, 교차검증 결과 77개
의 모형이 생성되었다.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MSE를 최소화하는 λ=0.0549이고, 이 때 추정
대상 모수 60개중 39개의 회귀계수가 “0”으로 수렴하였다. 월별 GDP서비스소비 추이를
적합하고 예측하는 데 유의한 설명변수로는 여행관련 서비스인 항공운송 및 여행사, 음식
관련 서비스인 주점·비알코올, 보건서비스인 의원, 무선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전기통신
등이 주요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λ

항공운송

의원

전기통신

77개 교차검증 추정 회귀식
3.0

(전년동월대비, %)
월별 GDP 서비스소비 증가율
최적 추정 회귀식(λ=0.0549)

2.5

0.0549

0.3572

0.2753

0.2638

주점 및
비알코올

FISIM

스포츠
서비스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0.1251

0.0725

0.0604

0.0456

2.0
1.5
1.0
0.5
0.0
-0.5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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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 추정에 사용한
신용카드 세부업종
여신협회 분류 177개 업종 중 서비스소비와 무관한 재화소비 및 공과금 등 비소비지출
을 제외하여 서비스소비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69개 업종을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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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6개)

헬스클럽

의원

특급호텔

레저타운

약국

관광호텔

당구장

건강진단

콘도

노래방

기타 의료기관

기타 숙박

케이블TV

개인서비스(11개)

일반음식점

기타레저업

보험

유흥주점

화방·표구

조산원

여객운송업(13개)

애완동물

이용원

항공

기타 문화생활

미용실

렌터카

사진

피부미용실

고속버스

동물병원

사우나

철도

여행사

안마시술소

여객선

교육(7개)

기타 대인서비스

택시

유치원

법률사무

기타 교통수단

초·중·고

가례서비스

자동차정비

대학·대학원

세탁소

카인테리어

외국어학원

사업서비스(7개)

세차장

자동차학원

PC통신소프트

견인

컴퓨터학원

통신서비스

주차장

기타학원

회계 및 세무

화물운송

의료(9개)

광고기획

레저(16개)

종합병원

보관 및 창고

골프장

일반병원

부동산중개

골프연습장

한방병원

기타 용역서비스

볼링장

한의원

수영장

한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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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
지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디플레
이션에 대한 우려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던 2014∼15년중 제기되었다가 이후 물가상승률이
2%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관련 논란이 그친 바 있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계속 제기될 경우 자기실현적 소비 이연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플레이션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물가수준의 하락이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
대 경로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
하여 평가해 보면,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은 물가하락의 ①광범위한 확산성 및 ②자기
실현적 특성 측면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③제도적 특이요인도 상당 부분 가세한 결
과로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중
가격하락을 주도하는 품목수의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광범위한 확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하고 있어 자
기실현적 물가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안착점(anchor)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제는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수요측
압력과 관련성이 낮은 요인에 의한 물가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경제는 향후 예상 밖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
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경
기 상황, 자산시장 여건 등 보다 종합적인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를 산출해 보면,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도
는 ‘매우 낮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에 대한 경기적 요인 외 구조적·제도적 요인 등의 영향을 감안할 때, 최근의 약
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디플레이션은 현재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분명 경계
해야 하는 현상인 만큼 물가 여건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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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지는 경우 디플레이션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낳을 수 있는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

만큼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짚어 볼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플레

한 우려가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수

이션이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

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

한 논의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

황이 이어지면서 저인플레이션 현상의 장기화

기된 바 있다. IMF(2013)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연관하여 우리 경제에서도 디플레이

으로 미국의 실업률 등 경제내 유휴생산능력

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slack)이 큰 폭 확대되었던 점을 들어 실업률

것이다.

갭과 인플레이션 간의 실증관계(필립스곡선)

이러한 저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글로벌 금

를 이용하여 당시 인플레이션의 전망경로를 추

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요

정한 결과, 미국에서 2010~11년중 디플레이

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션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특이 현상(missing

고 있는 현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

disinflation)으로서 인플레이션의 동학

물가 기조에 대해서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도

(inflation dynamics)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

경제구조, 금융불균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

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2) 미국의 대공황

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현재도 활발히

(Great Depression) 이후 주요 디플레이션

전개되고 있다.1) 우리 경제의 경우에도 경기적

사례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었던 데 반

요인 외에 인구고령화,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

해 현재는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주요국의 공통

(integration), 온라인 거래 확산, 복지정책

현상이라는 점과 함께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강화 등 구조적·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

인플레이션의 동학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

되면서 최근의 약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여건 등에 따라 저인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저인플레이션과 디플

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나 더 나아가

레이션은 엄연히 다른 현상으로 봐야겠으나 저

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리스크를 평가하는

1)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secular stagnation을 주장하는 Summers(2015, 2019)와 financial cycle drag를 주장하는
Borio(2017, BIS)를 들 수 있으며, 저물가 기조는 온라인거래 확산의 영향을 주장하는 Cavallo(2017), 노동형태 등 계약관계의 변화를 주장하는
Haldane(2017), Krueger(2018) 등을 들 수 있다.
2) IMF(2013) 「The dog that didn’t bark: Has inflation been muzzled or was it just sleeping?」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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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라고 하겠다.3)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디플레이션 리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크에 대한 우려는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소

이에 먼저 Ⅱ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의 정의 등

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 낮아졌던 2014~15

그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

년중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OECD 평균

에서 다룬 디플레이션의 개념과 함께 여타 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는 등 저

가 및 경기 여건 등에 입각하여 우리 경제의 디

인플레이션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났음에

플레이션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

Ⅳ장에서는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요약하는 한

일본 사례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저인플레이

편 이러한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션 국면을 디플레이션으로의 이행 과정으로

시사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석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었다.4) 그러나
201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
으로 점차 높아지면서 이러한 디플레이션 관련

Ⅱ. 디플레이션 개요

논란은 일회성에 그친 바 있다.
디플레이션은 실제 현실화되는 경우 정책

디플레이션은 대공황 이후 역사적으로 주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분명 경계할

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경제적 비용 측면에

필요가 있겠으나, 물가수준의 하락은 국제유

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사례에 국한된 것

가 급락,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제

으로 평가된다.5)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은 많

한된 품목군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은 경우 단순히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

수 있는 데다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경우 가계

미하기보다는 물가수준의 하락이 ① 자기실현

부문의 소비활동 이연 등 자기실현적(self-

적(self-fulfilling) 기대 경로를 통해 ② 상품

fulfilling) 기대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

및 서비스 품목 전반에서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

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6) 아울러 디플레이션을

3) 주요 디플레이션 발생 사례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이재준(2014,KDI)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5) Borio et al.(2015, BIS)은 지난 140년(1870~2013년) 동안 38개 국가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디플레이션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적 비용을 초래(1인당 실질GDP의 감소)한 사례는 미국의 대공황이 거의 유일하며,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1인당 실질GDP가 오히려 기조적으로 상승한 점을 근거로 디플레이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mild)으로
평가하였다.
6) ECB(2015.2월 공개 의사록)는 2014년말 이후 유로지역의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하여 광범위한 품목에서의 지속적인 물가수준 하락이라
는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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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경우에는 물가 변동이 경제활동의 최

Ⅲ.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

종 결과라는 측면에서 실물경기의 극심한 침
체와 자산 및 금융시장의 불안(distress) 등을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에 입각하여 살
펴보면, 최근 우리 경제의 저인플레이션 현상

디플레이션이 실제 현실화되는 경우 정책

은 물가 하락의 ① 광범위한 확산성 및 ② 자기

대응이 어려운 것은 그 배경으로 작용한 수

실현적 특성 측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요부진 현상과 악순환(vicious loop)을 형

③ 제도적 특이요인도 가세한 결과로 우리 경

성하면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

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징후로 보

기 때문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디플레이션

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은 자산시장 불안 등의 충격으로 총수요가 급
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1. 광범위한 확산성

Tobin(1975)은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물가하
락 기대의 형성을 통해 「디플레이션 ↔ 수요부

소비자물가의 품목별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진」의 자기실현적 악순환으로 전개된다고 주장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중 가격하락을 주

하였다. 가계는 가격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현

도하는 품목수의 비중은 2013년 이후 여전히

재소비를 미래로 연기하려는 유인(incentive)

30% 이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광범위한 확산

을 가지게 되고 기업은 이에 따른 수익 감소에

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1〉). 최근 우리

대응하여 신규투자 및 생산을 축소하게 된다.

경제의 저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농산물, 석

또한, 이러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고용 감

유류, 공공서비스 품목의 가격하락과 집세의

소, 임금 하락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등 내

약세 등 일부 품목군의 영향에 기인하는 모습

수부진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 증대의 악순환

으로 상품 및 서비스 품목 전반에 걸쳐서 나타

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플

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레이션이라는 물가 현상과 실물경제가 상호

아울러, 품목별 가격 추이의 지속성을 가늠하

작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주체의 기대 경

기 위해 품목별로 2016~17년중 가격변동률

로(expectation channel)가 악순환을 반복

과 2018년 이후 최근까지의 가격변동률을 비

시키는 주요 경로로 작동한다.

교해보면, 예년 중 가격 상승 품목의 상당수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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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격하락 품목 비중

〈그림 3〉 기대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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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품목별 가격변동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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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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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특성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그림 3〉). 디플레이션
의 주요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경

기업 등 경제주체의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

제는 1995년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기

에 대한 기대는 그들의 가격설정 행태를 통해

이전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 상승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데, 일

률과 함께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

반인 기대인플레이션(1년)이 여전히 한국은

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모습이다(〈그림 4〉).

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을 상회하고 있

일본의 사례와 우리 경제를 단순히 직접 비교

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하방 압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

력이 자기실현적 특성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우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은 일본의 경우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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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관리물가 상승률

하게 차별화된 모습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
력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안착점(anchor) 역

4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년동기대비, %)
관리물가
교육·의료·통신

0

3. 제도적 특이요인

-2
-4

우리 경제의 경우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
를 벗어나 최근까지도 복지제도와 관련한 정부

-6
12

13

14

15

16

17

18

19

자료: 한국은행

정책 기조가 전반적인 물가 여건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한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책 등으로 수요압력

4. 종합 여건

과 관련성이 낮은 요인에 의한 물가 하방압력
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표 1〉). 관리물가

과거 주요 디플레이션 사례가 극심한 경기

등의 추이를 보면,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추

침체를 동반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현

진되고 있는 조치들이 관련 품목군의 가격하락

황을 보면, 우리 경제는 향후 예상 밖의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

7)

다 (〈그림 5〉).

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경기

<표 1> 2018년중 복지정책 강화 주요내용
분류

주요내용

교육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고교 급식, 교복, 교과서 무상지원 확대

의료

·보험서비스료 인상 보류
·병원검사료, 입원진료비 등 급여화 확대

통신

·휴대전화료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휴대전화료 저가요금제 확대

상황, 자산시장 여건 등 보다 종합적인 방식으
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DVI가 2015년 이후 최근까
지도 계속 0.2를 하회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위
험도가 ‘매우 낮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8)(〈그림 6〉).

자료: 해당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7)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s)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지칭한다.
8)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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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
0.5

속되는 경우 가계의 소비활동 이연 등 경제주
체의 자기실현적 기대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DVI지수)

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도 유

보통

0.4

의할 필요가 있다.

0.3
낮음
0.2
매우 낮음
0.1
0
14

15

16

17

18

19.1/4

자료: 한국은행

Ⅳ. 요약 및 시사점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를 준거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디플레이션
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다양한 측
면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이
를 디플레이션의 이행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 경제의 경우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플레이션 동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적 요인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 등으로 최근의 약한 물가상승 압
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
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플레이
션은 분명 경계해야 하는 현상인 만큼 물가 여
건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지속적
인 점검이 이루어져야겠으나, 관련 논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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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디플레이션 발생 사례
1. 미국: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경과) 1920년대 후반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1930년 들어 급격히 하
락하기 시작하여 1931~32년중에는 10%대 전후(전년동기대비 기준)의 급락세를 지속
하는 등 1930년대 초반 극심한 물가하락을 경험하였다. 계량모형(Cecchetti(1992),
Romer(1990)), 금융시장 변수(Hamilton(1992))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기대인플레이
션도 동 기간중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8

기대인플레이션

(전년동기대비, %)

Expected Inflation
디플레이션
발생기간

4

20

Cecchetti(1992)
Romer(1990)
Hamilton(1992)

(30.1/4~33.4/4)

10
0
0
-4
-10

-8
-12

-20
25

30

35

40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29

1930

1931

1932

1933

자료: C.C.Binder(2016)에서 재인용

(배경) 1929년 10월 주식가격 급락9)으로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경기침체, 이른바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 이러한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주체들
의 불안심리가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소비, 투자 등 총수요가 위축되
고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10)됨에 따라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9) 다우존스 지수는 1929년 10월 24일(‘Black Thursday’)부터 10월 29일(‘Black Tuesday’) 사이에 무려 24.8% 폭락하였다.
10) 1930년 1월 2.2%였던 실업률은 1933년 5월 25.6%까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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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대출자산 부실화, 예금보험제도 부재11) 등으로 1930~33년중 네차례에 걸쳐 발
생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 run)도 총수요 부진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우존스 지수

산업생산, 소매판매 및 실업률
(1925.1월=100)

140

500
400

381.17
(1929.9.3일)

(%)

Black Tuesday
(1929.10.29일)

110

300

30

20

200
80

0
20

24

자료: Bloomberg

28

32

36

40

50

10

산업생산지수(좌축)
소매판매지수(좌축)
실업률(우축)

100

25

27

29

31

33

35

0

자료: FRED, NBER

2. 일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장기 침체
(경과) 1990년대 들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둔화되다가 1995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약 20여년에 걸쳐 만성적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내구재가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도 1990년대 초반 2%대에서 중반 이후 1% 내외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배경) 1990년대 초반 자산시장 버블 붕괴12)에 따른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총수요 측
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증폭된 것이 이러한 만성적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으
로 작용하였다. 자산가격 급등기에 축척된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감량을 통한 자본스톡 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13)되고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역자산효과

11) 미국의 예금보험기구인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1933년 6월 설립되었다.
12) 주가는

1991~93년중 연평균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1993년말에는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토지가격은 1992년 이후 3년간 폭락한
이후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13) 명목GDP 대비 고정투자 비율이 1991년 31%에서 2010년 18%로 하락하였다.

38

한국은행

제2호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

및 심리위축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이후 대부분 기
간중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면서 명목임금 하락 등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
이 누적되고 임금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개선되면서 기업의 가격인하 유인 또
한 확대되었다. 더욱이 성장기반이 훼손된 상황에서 고령화14)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에 버블 붕괴의 피해가 크게 파급되면서 총수요 부진이 심화되
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6

(전년동기대비, %)

기대인플레이션

(전년동기대비, %)
소비자물가(좌축)
서비스(좌축)
내구재(우축)

4

12

4

8

3

2

4

0

0

-2

-8
디플레이션 발생기간
(95.2/4~13.2/4)

-6
-8

90

95

00

05

10

14

단기기대인플레이션
장기기대인플레이션

2

-4

-4

(%)

1
0

-12

-1

-16

-2

자료: 일본 내각부

디플레이션 발생기간
(95.2/4~13.2/4)

90

95

10

명목임금 및 노동생산성

(전년대비, %)

(%)

4

160

(1990=100)
노동생산성
명목임금

2

6

140
3

0

0

-2

120

-4

-3

100

경제성장률(좌축)

-6
-9

05

자료: Consensus Economics

GDP 성장률 및 갭률
9

00

-6

GDP갭률(우축)
90

95

자료: 일본 내각부

00

05

10

-8

80

90

95

00

05

10

자료: 일본 내각부

14) 1994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이상)로 들어선 데 이어 200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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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MF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 산출 결과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IMF에서 개발한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
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DVI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
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산출하는데 각각의 구성 지표별로 특정 임계치를 벗어나면 디플레
이션 압력으로 간주한다.15)

디플레이션 취약성지수 구성항목 및 임계치1)
항목

물가지수(3)

생산갭(3)

자산(2)

유동성(3)

지 표

임계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0.5%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 0.5%

GDP갭률의 전년동기대비 차이

< -2%p

GDP갭률

< -2%

주가하락률

< -30%

실질실효환율 절상률

> 4%

명목민간신용증가율

< 10%

광의통화증가율－본원통화증가율

< -2%p

주 : 1) ( )내는 해당항목의 지표 개수

15) 지표별로 임계치를 벗어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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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지수 수준을 구간화하여 ‘매우 낮음(minimal)’, ‘낮음(low)’, ‘보통(moderate)’,
‘높음(high)’ 등 4단계로 구분하는데, DVI가 0.2 미만이면 매우 낮음, 0.2 이상 0.3 미만
이면 낮음, 0.3 이상 0.5 미만이면 보통, 0.5 이상이면 높음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DVI는 2019년 1분기 기준 0.18로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매우 낮
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나라 DVI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0.32로 ‘보통’ 단계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취약성지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4

DVI1)

0.27

0.14

0.09

0.16

0.14

0.18

디플레이션 위험도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주 : 1) 연간은 기간중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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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업률 변동은 경기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구성(composition)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개별 실업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어떤 실업자는
단기간 내에 취업을 하고 실업에서 빠져나오는 반면 다른 실업자는 장기간 실업상태에
머물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기간별 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직확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실업자의 비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들 수
있다. 어떤 실업자는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 특성에 의해 처음부터 취직확률이 낮으며 그
로 인해 장기간 실업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결국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애초에 취직확
률이 낮은 실업자가 다수를 이루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자의 이질성을 반영한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고 사전적인(exante) 장·단기 실업자 유입 규모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실업자 유입은 월 평균 24.5만명, 장기실업자 유입은 월 평균 11.5만명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노동시장 재진입 등에 의한 실업자가 장기실업자가 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실업사유와 관련된 이질적 특성이 실업률 동학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필립스 곡선 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실업자 증가는 구조
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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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확률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Ahn &
Hamilton(2019)은 신규 실업자를 사전적인

일반적으로 실업률 동학 연구는 노동자가 동

(ex ante) 장·단기 실업자1)로 구분하는 시

질적이라는 가정(a representative worker)

계열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Ahn(2019)은 이

하에 경기와 실업률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

를 활용하여 미국의 경우 해고(permanent

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 변동은 경기뿐만 아니

separation)에 의한 실업자2)가 장기실업자가

라 실업자의 구성(composition)에도 영향을

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실업자의 이질적 특성

본고에서는 구직기간(unemployment

(heterogeneit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예를

duration)과 관련된 실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들어 어떤 실업자는 단기간 내에 취업을 하고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 동학을 분석하였

실업에서 빠져나오는 반면 다른 실업자는 장기

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간 실업상태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후자에 해

활용하여 구직기간별 실업자의 분포 및 특성을

당하는 실업자가 많이 유입될 경우 이는 향후

살펴보았다. 이후 Ahn & Hamilton(2019)

실업률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

을 따라 장·단기 실업자 유입 규모를 추정하

듯 실업자의 구성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에 미치

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분석

는 파급효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기존 연구에서

하였다.

는 이질성 가설(heterogeneity hypothesis)
이라고 부른다(Baker(1992) 등).
최근 들어 실업자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연

Ⅱ. 구직기간별 실업자 현황

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Barnichon
& Figura(2015)는 실업사유와 관련된 이질

매달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실업자

적 특성이 실업자의 취직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의 구직기간(월 단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고 분석하였다. Fujita & Moscarini(2017)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는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에 재고용(recall)

활용하여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 및 취직확률

되는 실업자가 다른 실업자에 비해 높은 취직

을 산출하였다3).

1) 본고에서는 편의상 사전적인 장(단)기 실업자로 표현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사전적으로 취직확률이 낮은(높은) 실업자이다.
2) 직장의 휴·폐업 및 조기 퇴직에 의한 실업자
3) 통계청에서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를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분석과 모형에 맞는 모수 설정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직
접 자료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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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

의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상황 및 경제구조 변
화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위기 당시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우

에는 단기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

선 구직기간이 1개월인 신규 실업자는 평균

고, 2014~16년 중에는 장기실업자가 상대적

35만 명(2000~18년중)이다. 이는 전체 실

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그림 2〉).

업자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
림 1〉). 신규 실업자의 높은 비중은 주요국

2. 구직기간별 취직확률

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국의 경우 평균
38%(1976~2017년중)를 차지한다.

구직기간별 취직확률(job finding

한편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실업자 수

probability, Pt)은 다음의 식과 같이 지난 달

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정 구직기간의 실업자 중에서 이번 달 실업

구직기간이 2개월인 실업자는 19만명, 3개월

에서 벗어난 비율을 나타낸다4).

인 실업자는 12만명이며, 6개월인 실업자는 3
j
j
- Utj+1)/Ut-1
P jt = (Ut-1

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여기서, U j는 구직기간 j인 실업자 수

장·단기로 구분하여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

〈그림 1〉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1) (기간평균)

〈그림 2〉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1)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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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4) 여기서 취직확률은 실업자가 취업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경우도 포괄한다. 실업자가 취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비중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따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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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확률은 구직기간이 1개월인 신규 실업

Ⅲ. 장·단기 실업자 유입추정

자가 가장 높으며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 신규 실업자의 취직확률

실업률 동학에서 실업자의 구성이 중요한 요

은 45%인 반면 구직기간이 4개월인 경우에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절

33%로 낮아진다(〈그림 3〉). 한편 구직기간이

에서는 Ahn & Hamilton(2019)을 따라 신규

5개월을 넘어가면서 취직확률이 소폭 높아지

실업자를 사전적인 장·단기 실업자로 구분하

고 있는데 이는 일정 기간 구직활동 이후 비경

는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고 장·단기 실업자 유

제활동인구로 이탈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데 기

입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후 어떤 특성을 가진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가 장기실업자가 되며, 장기실업자는 자

또한 〈그림 4〉를 보면 장·단기 실업자의 취

연실업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직확률은 긴 시계에서도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
난다. 한편 금융위기 당시 단기실업자의 취직

1. 추정방법

확률은 46%로 금융위기 이전 장기실업자의
취직확률 34%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에서 벗어날 확

보였는데, 이는 경기요인(노동수요) 뿐만 아니

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기간

라 실업자의 구성(노동공급)이 실업률 변동에

의존성(duration dependence)과 비관측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들 수

〈그림 3〉 구직기간별 취직확률1) (기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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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기간 의존성에 따르면 실업 자체가

기간 의존성과 비관측 이질성을 모두 고려

인적자본 손실, 차별 등을 통해 노동자의 특성

한 시계열 모형을 Ahn & Hamilton(2019)

을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효과는 구직기간이 늘

을 따라 구축하였다. 동 모형은 구직기간별 실

어날수록 증대된다. 한편 비관측 이질성에 따

업자 분포를 활용하여 신규로 유입되는 실업

르면 어떤 실업자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적 특

자를 사전적인(ex-ante) 장·단기 실업자로

성에 의해 처음부터 취직확률이 낮으며 그로

구분한다5). <그림 2>에서 살펴본 장기실업자

인해 장기간 실업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stock)는 과거에 유입된 실업자의 누적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 구직기간별 취직확률에 영

로 현재의 노동시장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향을 미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예시해 볼 수

반면, 매월 신규 실업자로부터 장기실업자 유

있다. 취직확률이 높은 실업자와 취직확률이 낮

입(flow)을 추정할 경우 현재 노동시장 상태와

은 실업자가 각각 70명, 30명이 유입된다고 가

관련된 시의적절한(timely) 정보를 얻을 수 있

정하자. 5개월 뒤 취직확률이 높은 실업자는 1

다. 간략한 모형 추정과정은 아래와 같다.

명만 남아있는 반면 취직확률이 낮은 실업자는

모형의 기초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

10명이 남게 된다. 결국 구직기간이 길어질수

크로데이터에서 산출한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

록 취직확률이 낮은 실업자가 많이 남아있게 되

포를 사용한다.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는 월

면서 평균 취직확률이 하락하게 된다(〈그림 5〉).

단위로 구할 수 있으나, 서베이 과정에서 발
생하는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이를 1개월 이하

〈그림 5〉 실업자의 이질성과 구직기간별 취직확률
취직확률(60%)이
높은 실업자

개월(Ut7.12), 1년 이상(Ut13+) 등 5가지 범주로

취직확률(20%)이
낮은 실업자
평균 취직확률

30

70

24

28
11

19

1 10

(Ut1), 2~3개월(Ut2.3), 4~6개월(Ut4.6), 7~12

U1

48%

U2

42%

U3

35%

U6

24%

분류하여 관측변수로 활용한다.
관측변수를 산출한 후 해당 관측변수의 움
직임이 잠재변수(latent variable)에 의해
결정되는 비선형 상태공간모형(nonlinear
state-space model)을 구축한다. 잠재변수
로는 장·단기 실업자 유입 규모(wL,wS), 장·
단기 실업자 취직확률, 기간 의존성 등 5가지

5) 자세한 추정방법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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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활용한다. 이 중 장·단기 실업자 유입

업자는 월 평균 11.5만명이 유입되고 있는데,

규모와 장·단기 실업자 취직확률은 시간에 따

변동성이 큰 반면 추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

라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는다(〈그림 6〉).

마지막으로 확장 칼만필터(extended

취직확률7)을 살펴보면 장기실업자의 취직

Kalman filter)를 사용하여 모형의 우도값

확률이 평균 33.4%인 반면, 단기실업자의 취

을 근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변수를 추정

직확률은 이보다 높은 평균 53.0%로 추정되

한다6).

었다(<그림 7>). 한편 취직확률과 평균 실업
기간(1/Pt)이 역수관계임을 활용하여 평균 실

2. 추정결과

업기간을 추정해 보면 단기실업자는 1.9개월,
장기실업자는 3.0개월로 나타났다. 단기실업

앞에서 살펴본 시계열 모형을 통해 실업자

자의 취직확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

를 사전적인 장·단기 실업자로 구분한 결과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실업자의 확률도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실업자 유입은 월 평균

2015~17년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24.5만명(2006.1월~2019.9월중)으로 신

는 실업자의 취직확률이 금융위기 이후 전반

규 실업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8)와 일

이후 소폭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실

치한다.

〈그림 6〉 장·단기 실업자 유입1)
35

〈그림 7〉 신규유입 장·단기 실업자의 취직확률1)

(만명)

70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30
25

(%)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60
50

20

40

15
30

10

20

5
0

10
06

08

10

12

14

16

주: 1) 추정기간: 2006.1월~2019.9월

18

06

08

10

12

14

16

18

주: 1) 추정기간: 2006.1월~2019.9월

6) 상태공간모형이 비선형이므로 확장 칼만필터를 사용한다.
7) 모형에 의해 식별된 장·단기 실업자가 1개월 이내에 실업에서 벗어날 확률을 나타낸다.
8) 오삼일·강달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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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업사유별 비중1)

3. 장기실업자의 특성
50

앞에서 추정한 장기실업자 유입이 어떤 특성

40

을 가진 실업자의 유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

30

는지 살펴봄으로써 누가 장기실업자가 되는지

20

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요연구(Ahn(2019),

10

Fujita & Moscarini(2017) 등)에 따르면 장

0

(%)
구직기간 1개월 이하
구직기간 5개월 이상

해고

자발적
퇴사

임시계약
완료

신규
진입

노동시장
재진입

기타

기실업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특성은 실업사유
이며 기타 특성들(성, 연령, 학력, 산업 등)은

주: 1) 2000~2018년중 평균
자료: 저자 계산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 실업사유별 취직확률1)

이에 기반하여 실업사유별 비중을 구직기간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동시장 재진입 및 해

70

고에 의한 실업자는 구직기간 1개월 이하인 단

60

기보다 구직기간 5개월 이상인 장기에 더 높은

50

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또한 노동

40

시장 재진입 및 해고에 의한 실업자는 다른 사

30

유에 의한 실업자보다 취직확률이 크게 낮은

20

(%)

56.7
45.3

43.4

것으로 나타났다10)(〈그림 9〉).

53.9

36.4

해고

33.5

자발적
퇴사

임시계약
완료

신규
진입

노동시장
재진입

기타

주: 1) 2000~2018년중 평균
자료: 저자 계산

이를 반영하여 노동시장 재진입 및 해고에
의한 실업자 유입을 앞에서 추정한 장기 실업
자 유입과 비교해 보면 규모와 추이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그림 10〉). 특히 장기
실업자가 큰 폭으로 유입되는 시기에 밀접한
9) 해고는 직장의 휴·폐업 및 조기퇴직, 자발적 퇴사는 작업여건 불만족, 신규 진입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
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한 경우를 말한다.
10)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 경험이 취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고에 의한 실업자는 다른 사유에 의한 실업자보다 생산
성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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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

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책대응에 한

혹은 해고에 의한 실업자가 장기실업자가 되는

계가 있다. 총수요 확대를 통한 노동수요 증가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 개별 실업자의 특성, 기술편향 혁신(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등의 구조

〈그림 10〉 노동시장 재진입 등에 의한
실업자 유입과 장기실업자 유입1)
20

적 요인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Ahn & Hamilton(2018)과 Coibion &

(만명)
노동시장 재진입+해고
장기실업자 유입

16

Gorodnichenko(2015)를 따라 다음과 같
이 장기실업자를 포함한 필립스 곡선을 추정
하였다.

12

8

4

06

08

10

12

14

16

18

주: 1) 3개월 이동평균, 2006.1월~2019.9월
자료: 저자 계산

4. 장기실업자와 자연실업률
π t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π *t 는 기대인플레
마지막으로 장기실업자 증가가 경기적 요인

이션(Consensus Economics, 1년), u t는

에 의한 것인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살

실업률, u t*는 자연실업률11)(조사국 추정치),

펴봄으로써 자연실업률(the natural rate of

UtL은 장기실업자, Nt는 경제활동인구, impt는

unemployment)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를 각각 나타낸다.

볼 수 있다. 경기적(transitory) 요인에 의한

실업률갭(u t-u t*)은 노동시장의 유휴수준

장기실업자 증가는 총수요 정책을 통해 대응

(slack)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δ1은 음(-)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자연실업률에 영향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δ2는 장기

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구조적(structural)

실업자 변동의 원인에 따라 다른 부호를 가질

요인에 의한 장기실업자 증가는 자연실업률 상

수 있다12).

11) HP필터를 활용한 실업률갭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2) 장기실업자

증가가 노동수요 부진에 기인하는 경우 완화적인 총수요 정책이 장기실업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장기실업자 증가가 공급측
요인에 기인할 경우 총수요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장기실업자 증가는 노동시장에 부(-)의 공급충격으로 작동한다.

Bank of Korea 53

2019 BOK 이슈노트

■(가설 1) 장기실업자가 구조적 실업과 관

이에 따라 실업자의 이질성을 반영한 시계열

련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 부(-)의 공급

모형을 통해 장·단기 실업자 유입 규모를 추

충격(adverse supply shock)으로 작동

정한 결과 노동시장 재진입 등에 의한 실업자

(δ1＜0, δ2＞0)

가 장기실업자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필
립스곡선 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실업자

■(가설 2) 장기실업자가 경기적 실업과 관
련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의 일시적인 유휴
수준을 나타냄 (δ1＜0, δ2＜0)

추정결과 δ2는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
정되었으며, 이는 장기실업자가 구조적 실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표 1〉).

〈표 1〉 회귀식 추정결과1)2)
δ1

δ2

δ3

-0.19

0.68*

0.23

(0.16)

(0.39)

(0.24)

Adj R2
0.79

주: 1) ( ) 내는 표준오차, *는 10% 수준에서 유의
2) 추정기간: 2006.1월~2019.6월

Ⅳ. 요약 및 시사점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
여 실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구직
기간 및 실업사유별로 취직확률이 뚜렷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실업률 동학에
서 실업자의 구성이 중요 요인(key driver)이
며 이질성 가설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4

한국은행

증가는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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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모형 설정 및 추정방법
본고는 Ahn & Hamilton(2019)의 방법론을 따라 기간 의존성과 비관측 이질성을 고
려한 비선형 상태공간모형(nonlinear state-space model)을 구축하였다. 동 모형은
관측변수를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비선형 함수로 설정하였는데, 관측변수는 계
절조정된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Ut1, Ut2.3, Ut4.6, Ut7.12, Ut13+), 잠재변수는 장·단기 신규
실업자 수(wLt, wSt), 장·단기 실업지속 해저드(xLt, xSt), 기간 의존성( )이다.
먼저 신규 유입 실업자 수 및 실업지속 확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time-varing),
임의보행(random walk)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

, L은 장기실업자, S는 단기실업자

잠재변수를 기반으로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를 구축하는 과정은 다음의 두 단계로 이루
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t-1기에 구직기간이 인 실업자가 t기에도 실업자로 남아있
을 확률을 계산한다.

, i = L, S
여기서, 는 기간 의존성 변수( 1, 2, 3)를 모수로 가지는
3차 체비셰프 다항식(Chebyshev Polynom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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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결과를 활용하여 j개월 전 신규유입된 실업자가 t기까지 실업
자로 남아있을 확률을 계산한다.

여기서, (실업지속 확률) = 1- (취직확률)

이를 바탕으로 잠재변수는 비관측 이질성 충격의 누적효과(history of shocks)와
측정오차(rt)에 의해 결정되도록 관측방정식을 설정한다. 측정오차는 백색잡음(white
noise)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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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방정식을 전체 시계열로 확장하여 비선형 상태공간모형을 구축한다. 상태변수로는
매 기마다 현재부터 47기 이전까지의 장·단기 실업자 수 및 실업지속 확률을 사용하며,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I4는 4×4 항등행렬, 는 4×1 행렬을 의미

동 상태공간모형은 12개의 모수(σwL, σwS, σwL, σSx, R1, R2.3, R4.6, R7.12, R13+,

,

1

,

2

)

3

를 추정한다. 관측방정식이 비선형이므로 확장 칼만필터를 사용하여 모형의 우도값
(likelihood)을 근사한 후 우도값을 최대화하는 모수 및 상태공간모형 추정치를 구한다.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모수 추정 결과1)2)
0.225**

(0.098)

0.290***

(0.043)

-4.030***

(0.459)

0.073

(0.063)

0.162***

(0.023)

0.477***

(0.023)

0.064***

(0.021)

0.074***

(0.009)

-2.555***

(0.121)

0.030***

(0.009)

0.045***

(0.006)

0.012***

(0.001)

표본수

165

log likelihood

772.6

주 : 1) ( ) 내는 표준오차
2) ***는 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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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향취업은 취업자의 학력(acquired education)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
(required education)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력 과잉(over-education)에 따른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며,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고용률 등 전통적인 고용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일자
리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한 대졸자의 하향취업률은 2000
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증가세는 고학력 일자리 증가(수요)가 대졸자
증가(공급)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반영한다. 한편 경기
순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세를 제거한 하향취업률갭은 경기역행적이며 실업률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하향취업자 중 85.6%가 1년 후에도 하향취업 상태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하향취업에 따른 임금손실도 적지 않게 추정되었다. 이렇듯 일자
리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임금 격차도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층이 노
동시장에 진입할 때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향취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직업교육을 강화
하고 필요 이상의 고학력화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 간 원
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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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특히 대졸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게는 학력에
맞는 적정 일자리를 찾느냐 여부가 중요한 문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휴자원(slack)

제이다.

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지표는 실업률

하향취업 자료를 활용한 국내외 연구를 살

(unemployment rate)이다. 그러나 실업률

펴보면, Barnichon & Zylberberg(2019)

은 노동시장 수급과 관련된 질적인 정보를 충분

는 미국 자료를 활용하여 하향취업 비중이 약

히 담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40%(1983~2013년중)라고 추정하였다. 또

고학력 노동시장의 현황을 질적인 측면에서 살

한 하향취업이 경기역행적이며 실업률에 후행

펴보기 위해 하향취업(underemployment)

한다고 분석하였다2). Sahin et al.(2014)은

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고학력일수록 직업 미스매치(occupational

하향취업은 취업자의 학력(acquired

mismatch)에 의한 실업이 증가한다고 분석

education)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

하였다. 특히 금융위기 중 대졸자 실업률 증가

(required education)보다 높은 경우를 의

의 24%가 직업 미스매치에 기인한다고 추정

미한다. 예를 들어 대졸자가 대졸 학위가 필요

하였다. 김기홍(2018)은 한국노동패널을 활

하지 않은 매장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할

용하여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경우 하향취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적으로

비중이 약 15%(2009년~2016년)라고 분석

는 고학력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만, 해당 취업

하였다3).

자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
재적소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볼 수 없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한국노동패널
을 활용하여 대졸자의 하향취업 현황을 살펴보

이러한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는 장기적인

았다. 이를 바탕으로 ① 하향취업의 경기순환

관점에서 학력 과잉(over-education)에 따

적 특징, ② 향후 적정취업으로의 전환 확률,

른 교육투자 및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성 등

③ 적정취업 대비 임금손실 등을 분석하였다.

과 관련되어있다1). 또한, 단기적으로는 실업
률, 고용률 등 전통적인 고용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일자리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학력 과잉에 따른 교육투자 수익률(the returns to schooling) 감소는 McGuinness(2006) 등을 참조.
2) 미국, 유럽자료를 활용한 관련 연구는 Abel & Deitz(2016), Bell & Blanchflower(2018)를 참조.
3) 연간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함에 따라 경기순환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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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향취업 현황

〈그림 1〉를 보면 대졸 취업자 수 대
비 하향취업자 수로 정의한 하향취업률

본고에서는 4년제 대졸자가 고졸 이하의 학

(underemployment rate)이 2000년대 들

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직한 경우를 하향

어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30%를 상회

취업으로 정의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

하고 있다.

크로데이터에서 개별 취업자의 최종 학력 및
직업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하

〈그림 1〉 하향취업률1)

향취업 여부를 식별하였다4). 이에 따라 대졸

(%)

(%)

5)

취업자가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인
경우에는 적정취업, 그 외의 직업(서비스 및

30

30

25

25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노동자, 기능 근
로자, 장치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을 가진 경우에는 하향취업으로 분류하였다6).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하향취업자 수를

20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주: 1) 2000.1월~2019.9월, 음영부분은 경기침체기를 나타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산출하였다.
하향취업자 수 =

wk IA(Xk)

Xk : 경제활동인구조사 k번째 표본
wk : k번째 표본 가중치
IA(Xk) =

20

1 if x ∈A
0 if x ∉A

A = 학력대졸이상 ∩ 경제활동상태취업 ∩ 일자리하향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당시 하향취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 상승세가 더 가
팔라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그
림 2〉에서 보듯이 고학력 일자리 증가(수요)
가 대졸자 증가(공급)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
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반영한다.
2000~2018년 중 대졸자가 연평균 4.3%

4)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직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업별 필요 학력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5) 사무 종사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필요 학력 수준이 고졸이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본 사무 종사자의 평균 학력이 대졸로 나타나 적
정취업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6) 본고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직업을 기준으로 적정 및 하향취업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하향취업 직업군에서도 대졸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존재하
며, 적정취업 직업군에서도 대졸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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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별·연령별 하향취업률 비교1)

증가한 반면, 적정 일자리는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40

(%)

(%)
40
30

대졸자
적정 일자리

1500

23.5
20

10

10

1300

남성

900

여성

청년

중년

장년

주: 1) 2000.1월~2019.9월중 평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700
500

0

0

1100

29.5

18.9

20

(만명)

35.0

29.3

30

〈그림 2〉 적정 일자리 및 대졸자1)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주: 1) 2000.1월~2019.9월, 적정 일자리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수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그림 4〉 대학 전공별 하향취업률 비교1)
50

(%)

4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하향취업률을 비
교해보면 남성 또는 청·장년층에서 상대적
으로 하향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
장년층의 높은 하향취업률은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
한다7). 이에 따라 최근 하향취업률의 빠른 증

30

27.7

30.6

29.6

27.0

20
10.0

10

6.6

0
인문사회

예체능

사범

자연

공학

의약

주: 1) 2000.1월~2019.9월중 평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가세는 고령화에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대학 전공별로는 직업과 연계

한편 대졸자가 하향취업을 하는 경우 어떤

성이 높은 의약, 사범계열이 10% 이내의 낮

직업을 주로 선택하는지 살펴본 결과, 서비스

은 하향취업률을 보였으며 인문·사회, 예체

및 판매 종사자가 되는 비중(57%)이 가장 높

능 및 이공계는 3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나타

은 것으로 나타났다8)(〈그림 5〉).

내고 있다(〈그림 4〉).

7)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장년층의 최근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련 없는 경우가 28.7%(2005~2019년)이다.
8) 이는 하향 일자리 중에서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37%)보다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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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향취업자의 직업 분포1)
80
60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된다.

(비중, %)

한편 최근 움직임을 보면 2018년 하반기부

57

터 하향취업률갭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올해
40

3/4분기에는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다소 줄

20

13

14

12

기능
근로자

장치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4

어든 모습이다(〈그림 6〉).

0
서비스 및
농림어업
판매 종사자 숙련 종사자
주: 1) 2000.1월~2019.9월중 평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그림 6〉 실업률 및 하향취업률갭1)
8

(추세대비, %)

(%)
하향취업률갭(좌축)

4.5

실업률(우축)

Ⅲ. 하향취업 특징

4

4

0

3.5

3

-4

1. 경기동행성

-8

경기순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세를 제

06

08

10

12

14

16

18

2.5

주: 1) 2006.1/4~2019.3/4분기. 음영부분은 경기침체기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거한 하향취업률갭9)은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
를 보이면서 경기역행적인 모습이다10). 특히

2. 적정취업 전환율

금융위기 및 2014~15년 실업률 상승기에 하
향취업률갭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하
11)

하향취업자가 향후 적정취업으로 전환하

향취업률갭과 실업률의 시차상관계수 를 살

는 비율12)을 계산한 결과 일자리 사다리(job

펴보면 하향취업률갭이 실업률에 1개월 후행

ladder)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업률이 상

났다. 하향취업자 중 85.6%가 1년 후에도 하

승하며 노동시장의 유휴자원이 증가할 때 하향

향취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4.6%만

9) HP필터를 활용하였다.
10) 이는 미스매치가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Sahin et al.(2014)의 결과를 연상시킨다.
11) 하향취업률이 실업률을 1개월 후행시 시차상관계수는 0.43이다.
12) 응답자

식별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1~3년 후 적정취업 전환 여부를 추적하였다. 한국노동패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자
의 최종 학력과 직업정보를 제공하며, 직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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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취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임금손실

1〉).
2년 및 3년 후 전환율도 8.0%, 11.1%에

하향취업자의 평균임금(177만원, 2004~

불과해 하향취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2018년중)은 적정취업자의 평균 임금(284만

위한 디딤돌(jumping board) 역할을 하지 못

원)보다 38% 낮은 수준이다13)(〈그림 8〉). 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림 7〉을 보면

한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하향취업자의 임금이

하향취업 상태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지난 20

150만원 주변에 집중된 반면, 적정취업자의

여년간(2000~2017년중) 꾸준히 상승하면서

임금은 150~450만원 구간에 넓게 분포하고

하향취업의 고착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있다(〈그림 9〉).

<표 1〉 하향취업자의 전환율(%)1)

〈그림 8〉 적정 및 하향취업의 평균 임금1)
(만원)

하향취업
유지

적정취업
전환

미취업2)
전환

350

1년 후

85.6

4.6

9.8

250

2년 후

80.3

8.0

11.6

3년 후

76.1

11.1

12.9

적정취업

150

50
주: 1) 2000~2017년중 평균
2)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하향취업

04

〈그림 7〉 하향취업 유지 확률1)
95

(%)
1년 후
2년 후

25

15

80

10

75

5

02

04

06

10

12

14

16

18

08

10

12

14

주: 1) 2000~2017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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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하향취업
적정취업

20

85

00

08

〈그림 9〉 적정 및 하향취업의 임금분포1)

90

70

06

주: 1) 2004~2018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0
50

150

250

350

450

550

650 ( 만원)

주: 1) 2018년 기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1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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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임금손실 추정1)2)

다만 하향취업과 적정취업의 단순 임금 차이
는 하향취업에 따른 임금손실 이외에 대졸 취
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생산성(혹은 능력)이 낮은 대졸자
는 생산성이 높은 대졸자에 비해 스스로 하향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자기 선택적 편향

(1)

을 원용하여 과거 적정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3)

하향취업 더미(β) -0.38*** -0.37*** -0.36***
연도 고정효과

No

Yes

Yes

개인특성 고정효과

No

No

Yes

관측치

19,059

19,059

19,059

(self-selection bias)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Barnichon & Zylberberg(2019)

(2)

주: 1) ***는 1% 수준에서 유의
2) 추정기간: 1998년~2017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대졸 취업자(qualified college-educated)
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이후 아래와 같이 성

한편 대졸자가 하향취업을 하는 경우 학력에

별, 연령, 결혼여부 등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

따른 임금보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

여 하향취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다 엄밀하게

졸자의 임금 프리미엄(wage premium)을 아

추정하였다14).

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적정 및 하향취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설명변수에 직업 고정
효과를 추가하여 같은 직업을 가진 대졸 하향
취업자와 고졸 이하 취업자의 임금 차이를 살

는 과거 적정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대졸
취업자의 실질 임금 로그값,
더미(하향취업=1, 적정취업=0),

펴보았다.

는 하향취업
는 개인특

성(성별, 연령, 결혼여부), 는 연도 고정효과
를 각각 나타낸다.
추정결과 가 -0.36으로 유의하게 추정되

는 해당연도 취업자의 실질 임금 로그
값,

는 하향취업 더미(하향취업=1, 적정

취업=0),

는 개인특성(성별, 연령, 결혼여

었으며, 이는 하향취업할 경우 적정취업보다

부),

는 직업 고정효과,

임금이 36%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표 2〉).

를 각각 나타낸다.

14) 이는 과거 적정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대졸자가 하향취업을 하는 경우의 임금손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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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 하향취업의 경우에는 가 -0.01
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경기역행적이며 실업률에 1개월 후행하는 모
습이다.

다. 이는 하향취업시에는 대졸 학력에 대한 임

하향취업자 중 85.6%가 1년 후에도 하향취

금보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하향취업

적정취업의 경우에는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

상태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1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15)(〈표 3〉).

직업간 단절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또한, 하향
취업에 따른 임금손실은 36%로 추정되었다.

1)2)

일자리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뿐

〈표 3〉 대졸 임금 프리미엄 추정
적정취업

하향취업

하향취업 더미(β)

0.12***

-0.01

연도 고정효과

Yes

Yes

개인특성 고정효과

Yes

Yes

직업 고정효과

Yes

Yes

관측치

5,317

9,014

만 아니라 임금 격차도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
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보다 신중
한 태도를 취하도록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주: 1) ***는 1% 수준에서 유의
2) 추정기간: 1998년~2017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있다.
하향취업 증가는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
성, 생산성 둔화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공급 측
면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필요 이상의 고학
력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향
취업에 따른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 간 원활한 노동이

Ⅳ. 요약 및 시사점

동을 유도해야 한다.

대졸자의 하향취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파
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최근 들어 30%대를 상
회하고 있다.이러한 증가세는 고학력 노동공
급의 증가를 노동시장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
고 있는 데 기인한다. 한편 경기순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세를 제거한 하향취업률갭은

15) 기존연구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이유진 외(2016) 등)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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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직업별 학력 수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별 필요 학력과 실제 직업별 평균 학력을 비교해 본 결
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자 및 전문가가 대졸과 초대졸 사이의 학
력수준을 보이는 반면, 하향취업 직업군(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이하)은 대체로 고졸 이하
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사무 종사자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필요 학력이 고
졸이나 실제 사무 종사자의 평균 학력이 대졸과 초대졸 사이에 있으며 관리자 및 전문가의
학력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고에서는 적정취업으로 분류하였다.
사무 종사자를 하향취업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하향취업률의 수준만 변화할 뿐 본문의
주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고졸자가 단순 노무 종사자인 경우도 하향취업으
로 볼 수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추세변화나 경기순환적인 특징이 없어 제외하였다.

직업별 평균 학력1)2)

직업별 필요 학력

6

직 업

학력수준

관리자

대졸 혹은 초대졸

5
4

전문가

대졸 혹은 초대졸

3

사무 종사자

고졸

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고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고졸

1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및 농림어업 기능원
종사자
판매
숙련
종사자 종사자

장치 및 단순노무
조립
종사자
종사자

주: 1) 1(초등졸),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 6(석사), 7(박사)
2) 2000.1월~2019.09월 평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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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원

고졸

장치 및 조립 종사자

고졸

단순노무 종사자

-

자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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