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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2018년 현재 총 36개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상용직ꞏ임시
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자영업자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상용직 및 임시직 대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2015
년 동안 OECD 29개국의 국가별 불균형(unbalanced)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
(OLS),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 일반화된 적률법(이하 GMM), 동태적 패널 GM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형태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 임시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근로
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에 비해 상당 폭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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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 근로자(상용직 근로자(permanent worker))와 비정
규직(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근로자로 구분되는 이중구조(dual labor
market)를 형성하고 있다.1)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OECD
29개국 평균의 약 2배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
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방안을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 정규
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환경, 임금, 고용안정성 등 노동조건의 격
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
다.2) 스페인의 경우 1984년 임시직 사용을 허용한 이후 낮은 해고비용으로 인해
전체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고 실업
기간과 임금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Dolado et al., 2001). 이에 스페인 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용직 증가를 장려하고 임시직과 상용직 간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반면 슬로바키아, 룩셈부르
크, 헝가리 등과 같이 최근 들어 임시직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국가들도 있다.
이와 같이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치된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
하게 시행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편익과 비용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방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
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들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인건
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Abraham and Taylor, 1996). 만
약 임시직 비중이 증가할 경우 임금(비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수익)이 증대된다
1)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종료를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를 제외한 범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
로자, 비전형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다. OECD의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는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상응되는 개념이나, 반복‧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정
규직 근로자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몇몇 유럽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단행하였다. 네덜란드는 임시직의 고용여건을 상용직만큼 보호하는 정책을, 영국 및 덴마크는 상용직
의 보호수준을 낮춰 임시직 사용의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유럽에서는 임시직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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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업의 이윤은 증가할 것이나,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비용 감소분과 수익 감소
분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이윤은 결정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영향은 사회전
체의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시장 효율성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노동생
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직무훈련에 대한 기업의 투자 삭감
(Cabrales et al., 2014)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Pearce, 1993;
Lisi and Malo, 2017; Kleinknecht, 1998; Vergeer and Kleinknecht, 2011, 2014),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이 부족할
수 있으며, 업무 몰입도(Bentolila and Dolado, 1994; Dolado et al., 2017) 및 업
무 연속성 약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학
계와 노동현장의 우려가 있다. 반면 임시직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상용직 근
로자로 채용될 수 있거나 (Ortega and Marchante, 2010) 혹은 구직을 위해 평판
관리가 중요한 직종의 경우 오히려 임시직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은 다수의 해
외 및 국내 선행연구가 있으며, 임시직 비중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Lisi and Malo (2017)에서는 임시
직 비중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연합(European Union) 국가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
성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더욱 요구
되는 제조업, 금융중개업, 부동산업 등에서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Miche and
Sheehan (2001)이 영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시직 고용이 생산성,
품질, 기술혁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Damiani et al. (2016)에서도 14
개 EU 국가 및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임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할수록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으며, 동 효과는 임
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강하다고 하였다.
반면, 각각 네덜란드 및 독일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Kleinknecht et al. (2006) 및 Nielen and Schiersch (2016)은 모두 임시직 비중
이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Ortega and March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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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는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스페인
의 주 및 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산업에서는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할 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나 다른 일부 산업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 중 홍민기(2012)는 우리나라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사업체
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또는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과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노동비용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기업이 비정
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생산비용이 하락하지만 동시에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시균‧김정우(2006)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노동생산성과 1인당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부(-)의 효과를 확
인하였다. 한편 권순식(2004)는 비정규직 고용이 이직률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
을 하락시켜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김선빈 외(2016)은 Mortensen-Pissarides 매칭모형을 수정하여 우리나라 노동시
장 이중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통해 고용형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하락하거나 비정
규직 해고확률이 상승하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더욱 집중되어 경제 전체의 실
업률은 상승하지만,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반대로 정
규직의 해고확률이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비정규직화 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국가별 자료가 아닌 산업별 혹은 특정
국가 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직접적인 고용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아닌 고용에 대한 규제나 고용보호의 정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고용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선행연구 역시 국가단위 분석보다는 특정 국가 내의 분석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6년~2015년 동안 OECD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등의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3) 국가 내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을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홍민기(2012)와 같이 비용을 고려한
이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별 노동비용 데이터의 구득이 어려워 본고에서는 이윤에 대
한 분석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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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노동시
장 구조의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노동생산
성 추이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노동생산성 측정방법 및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Ⅳ장은 분석자료, 기초통계량,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추이
1. 노동시장 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추이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non-regular workers)와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s)의 개념 및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고용구조 특징 및 변화 추이를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
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 근무방법이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우 등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정규
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4).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지속적인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
제 근로자를 의미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한 주에 36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이며,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
전형 근로자는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이면서 비
전형 근로자인 파견근로자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세 범주 근로자의 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OECD에서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주로 1년 이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fixed-term
contracts)나 계절적 요인이나 프로젝트의 완료 또는 기존 근로자의 일시적 대체
4)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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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해고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임시직 근로자로 분류한다5). 따
라서 OECD의 임시직 근로자가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상응하는 개념이나,
그 범주는 한국의 비정규직에 비해 좁은 편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는 반복‧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
라 차이가 발생한다. 반복‧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계약기
간이 1년 이하이면 임시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이면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Figure 1>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6). 여기서 비중은 임금근로자수(자영업자 제외)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수
로 표시되었는데, 동 비중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고용안정성 정도 및 근로조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7년 37%에서 2013년 33%로 다소 하
락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 따르면 2007년 3월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577만 명이었으나, 10여 년이 지
난 2017년 8월에는 654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해당기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3%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OECD에서는 매년 회원국들의 임시직 근로자 비중(임금근로자수 대비
임시직 근로자수)을 발표하고 있는데, <Figure 2>는 2016년 기준 OECD 국가별
임시직 근로자 비중을 나타낸다. OECD 평균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11%이며 한
국의 경우 그보다 약 2배 높은 22%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
이다.

5) OECD statistics에서는 각 국가별로 적용된 상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의 정의를 제공한다. 상용직 및 임
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일부 상이하지만 대체로 본문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6) <Figure 1>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
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매년 3월과 8월에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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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7

The Trend of Non-regular Workers in South Korea

Note: In 2016,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in Korea is 33%.
Source: Statistics Kore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igure 2> The Shares of Temporary Workers by OECD Countries (2016)

Note: The average share of temporary workers in OECD countries is 11.24%, while that of
Korea is 21.9%
Source: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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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Shares of Temporary Workers in Korea and OECD Countries

Note: EAPS represent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ource: OECD, Statistics Kore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에서 정의하는 임시직 근로자와 우리나라의 비
정규직 근로자는 정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OECD에서 정의하는 임시직 근로자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았다(<Figure 3>). OECD 정의에 따른 임시직 근로자 비중
(임시직 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은 2016년 22%인 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
자 비중은 3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반복‧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임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
로자의 비중에 있어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4년
부터 2016년까지 OECD 임시직 근로자 비중 자료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자료를 비교하였다. OECD의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통계
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9년 8.9%p 차이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2004
년 11.3%p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교기간 동안 임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
로자 비중은 대체로 10%p 내외의 차이를 보이면서 비교적 일정한 격차를 유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Shares of Permanent, Temporary and Non-salaried Workers

Share of non-salaried workers
Year 2006
Year 2015
Differences
12.69
11.38
-1.31
14.32
13.26
-1.06
16.18
16.54
0.36
22.80
22.37
-0.43
15.73
15.49
-0.23
7.11
6.82
-0.29
8.13
9.35
1.22
11.67
12.84
1.17
9.67
10.88
1.22
12.09
10.86
-1.23
36.46
36.58
0.13
9.66
7.52
-2.14
6.04
6.02
-0.02
16.33
17.40
1.06
28.33
26.44
-1.90
33.05
25.97
-7.08
11.92
12.73
0.82
9.22
8.41
-0.81
33.25
31.03
-2.22
15.64
17.86
2.22
7.35
5.94
-1.41
24.43
21.23
-3.20
19.44
15.88
-3.56
12.98
15.16
2.17
16.71
19.58
2.87
15.07
14.57
-0.50
10.82
10.26
-0.56
12.47
10.66
-1.82
13.29
15.0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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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of permanent workers
Share of temporary workers
2006
2015
Differences
Year 2006
Year 2015
Differences
Australia
81.43
84.57
3.15
5.88
4.04
-1.84
Austria
78.02
78.88
0.85
7.66
7.86
0.20
Belgium
76.50
75.93
-0.57
7.31
7.53
0.21
Chile*
53.61
55.05
1.44
23.59
22.58
-1.01
Czech
76.93
75.63
-1.30
7.34
8.88
1.54
Denmark
84.60
85.13
0.53
8.29
8.05
-0.25
Estonia
89.40
87.47
-1.93
2.47
3.18
0.71
Finland
73.83
73.70
-0.12
14.50
13.46
-1.05
France
76.95
74.20
-2.75
13.38
14.92
1.53
Germany
75.14
77.50
2.35
12.77
11.65
-1.12
Greece
56.70
55.84
-0.87
6.84
7.58
0.74
Hungary
84.13
81.97
-2.15
6.21
10.50
4.29
Iceland*
85.03
81.92
-3.11
8.94
12.07
3.13
Ireland
78.67
75.44
-3.23
5.00
7.17
2.17
Italy
62.28
63.25
0.96
9.39
10.32
0.93
Korea
49.97
57.54
7.57
16.98
16.49
-0.49
Latvia
81.81
83.99
2.18
6.28
3.28
-3.00
Luxembourg
85.27
82.25
-3.02
5.51
9.35
3.84
Mexico*
52.07
54.94
2.88
14.68
14.03
-0.65
Netherlands
70.33
65.51
-4.82
14.02
16.62
2.60
Norway
83.31
86.56
3.26
9.34
7.50
-1.84
Poland
54.91
56.73
1.81
20.65
22.04
1.39
Portugal
64.14
65.64
1.50
16.42
18.48
2.06
Slovakia
82.57
75.84
-6.73
4.45
9.00
4.55
Slovenia
68.91
65.98
-2.93
14.38
14.44
0.06
Spain
56.09
63.95
7.86
28.84
21.48
-7.36
Sweden
74.22
74.33
0.11
14.96
15.41
0.45
Switzerland
75.73
77.21
1.48
11.80
12.14
0.33
United Kingdom
81.69
79.65
-2.04
5.02
5.26
0.24
*Sample periods: Chile (2010∼2015) / Iceland (2008∼2015) / Mexico (1995∼2004)
Countries

(unit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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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용직과 임시직 외에 자영업자7)까지 포함하여 고용형태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1>은 2006년과 2015년의 OECD 국가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중 및 변화정도를 보여준다.8) 상용직 근로
자, 임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비중은 국가별로 변화양상이 상이하였다.
2006~2015년까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스페인이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7.4%p 감소한 반면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7.9%p 증가하
였다. 스페인은 2006년 기준 29개국 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28.8%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며, 다양한 노동개혁 및 경기회복 등의 영
향으로 임시직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21.5%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반면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슬로바키아는 2006년 기준
4.5%로 29개 국가 중 2번째로 낮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을 보였으나, 그 이후
2015년까지 4.6%p 상승하여 동 비중은 9.0% 정도이다. 상용직 근로자는
2006~2015년 간 6.7%p 감소하였고, 자영업자는 2.9%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 고용형태별 비중은 상용직 57.5%, 임시직 16.5%, 자영업
26.0%로, 상용직 비중이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에 속하나, 상용
직 비중 증가폭은 분석대상 국가 중 2위를 차지하였다. 상용직 비중은
2006~2015년 간 7.6%p 정도로 상당폭 증가하였고, 임시직 비중은 큰 변화가 없
었으나, 자영업은 7.1%p 정도로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위의 절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비중이 노동생산성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OECD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본 후 임시직 근로자와 노동생산
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 1인당 생산량으로, 총 생산
7) 본고에서 사용한 자영업자는 비임금 근로자(non-salaried worker)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
함하고 있다.
8) 본 연구에 사용한 OECD 국가별 자료는 자료구득기간이 상이한 불균형 패널이다. 분석대상기간은
1990년부터 2015년이나 동일한 기간에 대해 국가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다. 다만, 전체 29개 국가 중 26개 국가는 2006년과 2015년의 자료를 구득할 수 있었으나 칠
레, 아이슬란드 및 멕시코의 경우 해당기간의 자료가 구득되지 못하여 별도의 기간을 비교하였다. 칠
레는 2010년부터 2015년을 비교하였고, 아이슬란드는 2008년부터 2015년, 멕시코는 1995년부터 2004
년을 비교하였다. 이는 국가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중을 보여주는 <Table 2>
에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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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인 GDP를 총 피고용인수(자영업자 포함)로 나눈 값이다(Belorgey et al., 2006).
<Table 2>는 2006~2015년 간 OECD 29개국의 노동생산성의 평균 및 증감률
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 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6.7%(연평균 0.8%) 상승하였다. 특히 아일랜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Table 2>

Levels and Annual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Countries

2006
(USD)

2015
(USD)

Average
(USD)

Growth rate
(Total) (%)

Growth rate
(annual) (%)

Australia
Austria
Belgium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Korea
Latv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90,318
87,809
96,671
49,038
57,293
89,574
49,716
86,707
93,527
84,429
73,921
59,678
82,104
98,335
92,196
56,440
40,924
204,416
39,974
84,803
119,229
46,202
59,961
50,397
57,093
76,283
86,306
100,512
78,464

100,332
89,284
99,321
51,568
64,024
93,771
53,788
86,957
93,915
86,816
69,337
58,570
83,068
144,674
87,322
66,889
48,859
200,441
42,013
92,406
118,600
57,829
62,702
62,971
61,010
85,335
89,792
102,751
80,571

93,394
88,368
96,839
50,693
60,360
91,064
51,618
86,861
93,194
84,913
72,192
59,617
81,592
109,647
89,173
62,379
44,829
200,037
41,884
87,921
116,292
52,082
62,271
58,012
59,132
81,475
86,100
101,794
78,865

10.52
1.67
2.70
5.03
11.11
4.58
7.87
0.29
0.41
2.79
-6.40
-1.87
1.17
38.61
-5.43
16.99
17.72
-1.96
4.97
8.59
-0.53
22.45
4.47
22.27
6.64
11.21
3.96
2.20
2.65

1.17
0.19
0.30
1.01
1.23
0.51
0.87
0.03
0.05
0.31
-0.71
-0.21
0.17
4.29
-0.60
1.89
1.97
-0.22
0.55
0.95
-0.06
2.49
0.50
2.47
0.74
1.25
0.44
0.24
0.29

*Sample periods: Chile (2010∼2015) / Iceland (2008∼2015) / Mexico (1995∼2004)
Source :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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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이 38.6%(연평균 4.3%)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핀란드는 0.29%(연평균 0.03%)가 증가하는데 그쳐 국가별로도 노동생산성 변화
양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연간 노동생산성은 USD 62,379였으며, 약 17.0%(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
였다.
<Figure 5>는 2006~2015년 간 OECD 국가별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노동생산
성 간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연평균
증감률과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감률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는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해당국가의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변화는 상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의 비중을 변화시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Ortega
and Marchante, 2010).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노동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Figur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Temporary Workers and
Labor Productivity Among the OECD Countries

Note: The average growth rates are calculated by the log difference between the last year
level and first year level divided by the number of years.
Sample periods: Chile (2010∼2015) / Iceland (2008∼2015) / Mexico (1995∼2004)
Source: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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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모형 설정
1. Cobb-Douglas 생산함수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Bassanini and Venn, 2007,
2008; Lisi, 2013; Ortega and Marchante, 2010).

   ∙  ∙  

(1)

여기서  는 생산량, 는 자본을 나타내며,  는 기술수준을 의미한다.  는
유효노동투입(effective labor input)을 나타내는데, 노동공급의 방식에 따라 노동
생산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용직 근로자(  )와 임시직
근로자(  ), 자영업자(  )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일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투입방식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동투입량은
일자리의 수와 일자리의 유형의 함수로 가정하면, 유효노동투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Haskel and Martin, 1993; Ortega and Marchante, 2010).




   ∙  ∙ 



(2)

그런데 총 노동량(  )은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의 합
(        )으로 구성되므로  ,  ,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
립한다. 여기서  ,  ,  는 각각 전체 유효노동투입 중에서 상용직 근로자와 임
시직 근로자, 자영업자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3)

위 식 (2)와 (3)을 식 (1)에 대입하고 양변을 총 노동량(  )으로 나누어 자연로
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ln  ln  ln  ln  ln  ln 
    ln  l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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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환을 통해 식 (4)의 좌변은 노동투입 1단위당 생산량인 노동생산성
이 된다.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본으로 하는 식 (4)에 기타 변수를 추가하였
다(Basu and Kimball, 1997; Ortega and Marchante, 2010). 먼저 각 국가별로 인적
자본의 수준( )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노동투입의 강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
(  )을 역시 모형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사용의 강도를 통제하기 위해 총
자본 중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을 모형에 추가하였다9). 본 연구에서 최
종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Ortega and Marchante, 2010).

ln   ln  ln  ln  ln 

(5)

    ln  ln  ln  ln  ln 
상용직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은 각각  ,  ,  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영업자 비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
다(      ). 임시직 근로자 경우 낮은 임금으로 인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incentive)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업무몰입도, 헌신도 및
업무지속성이 낮고, 임시직에 대한 기업의 직무훈련 투자 삭감 등으로 인해 상용
직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
다. 자영업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을 것
이나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해 자본장비율 등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
력이 부족하거나 임금근로자가 되기 어려워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된 경우 상용
직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의 경
우 유인설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본투자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를 임시직 혹은 자영업자로 대체할 경우 노동생산
성의 감소가 예상된다.
9) 1인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길수록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다. 따라서 노동투입의 강도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무형의 산출물인 고정자산
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따라서 총자본 중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자본의 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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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생성 문제와 모형의 선택
식 (5)를 추정하기 위해 통합 OLS(Pooled OLS)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마다 관측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별 고유한 특성은 고정효과로 볼 수
있는데, 고정효과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 OLS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정확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오
차항(  )은 국가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인 고정효과
( )와 고유오차(  )로 구분된다.

      

(6)

    

(7)

국가별 고정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주요 설명변수들이 오차항의 고정효과와 상
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 국가별 산업구조 등이 내생성 문제를
일으키는 고정효과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산업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쉽게
변하기 어려우면서, 동시에 어떤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가에 따라 노동생산
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국가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이나 부
동산업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숙련된 기
술이 덜 필요한 농림어업이나 관광업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해당국가
의 노동시장 구조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수 있
다(Lisi and Malo, 2017). 이처럼 기반산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달
라질 수 있는바, 식 (6)에서 집단 내 변환(within transformation)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고정효과를 제거한 후 추정한다.

  
    
    


(8)

국가별 산업구조에 의한 내생성 문제는 고정효과를 통해 제거했지만, 기계나
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 동일한 산업구조 내에서도 노동생산성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고정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time-varying) 국가별
특성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내생성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고정효과를 제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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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존재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s)로 사용하는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사용한다. 우선 고정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식 (6)을 차분하면
아래 식 (9)와 같다.

∆  ∆  ∆

(9)

도구변수로 사용가능하려면 차분한 식 (9)의 오차항과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 하지만 이때의 오차항은

∆       이므로

   은 도구변수로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    등은 오차항과 상관되
지 않으면서 설명변수인  와 연관이 있으므로 도구변수로 적절할 수 있다. 이처
럼 모형을 차분하여 고정효과를 제거한 후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
용하여 일반화된 적률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차분적률법(Difference GMM)이라
고 한다(Arellano and Bond, 1991). 차분적률법에서는   기의 변수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시차변수 모두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므로 2단계 최소제곱법(2SLS)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치록, 2017). 반면 모형을 차분하지 않고 그대
로 둔 상태에서 차분한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준적률법(Level
GMM)이라고 하며, 차분적률법과 수준적률법의 정보를 모두 이용하면 시스템적
률법(System GMM)이 된다(Arellano and Bover, 1995; Blundell and Bond, 1998).

Ⅳ. 실증분석결과
1.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5년이며, 분석에는 총 29개 국가의 531개 관
측치를 사용하였다10). <Table 3>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을 나타내고 있다11). 분석 자료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USD 79,163로 나타나 통
상적으로 알려진 1인당 GDP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인구 1인당 GDP로
10) OECD 회원국은 2015년 기준 34개국(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가입)이지
만, 상용직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 등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해 결측치가 존재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29개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1) GDP(Gross domestic product)와 생산자본(Productive capital)은 2010년 기준 USD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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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고용인구 1인당 GDP로 산출한 것에 따른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평균 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임
시직 근로자 비중은 평균 10%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
라 비정규직 비중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석 1)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고용량은 평균
986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가장 작은 고용량을 보인 국가가 15만 명에
그친 반면, 4,015만 명의 고용인구를 보유한 국가도 존재하였다12).
생산자본(productive capital stock)은 일반적인 자본(capital stock)과 개념상 다
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은 단순한 총합으로 산출하는데 반해, 생산자본
의 경우 생산에 투입되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여 산출한다
(OECD, 2001).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자산마다 다른 생산효율성을 고려한 생산
자본을 자본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노동생산성 분석에 있어 더욱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국가별 인적자본의 수준은 직접적으로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 국가별 평균교육연수를 사용하였다. OECD 국가들은 평
균적으로 11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8시
간으로 파악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46시간으로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다.

<Table 3>

Summary Statistics

Variables
Labor productivity (USD/person)
Share of permanent workers (%)
Share of temporary workers (%)
Share of non-salaried workers (%)
Total employment (thousand people)
Productive capital stock (millions UDS)
Human capital (years)*
Average hours worked (hours/week)
Share of GFCF to capital (%)**

Mean
79,163
74.14
10.16
15.70
9,856
1,736,959
10.82
38.31
9.58

Std.dev
29,268
10.26
5.34
7.76
10,837
2,042,777
1.59
3.05
2.26

Min
25,045
48.09
1.92
4.29
154
31,579
6.40
30.01
4.55

Max
212,560
90.15
28.84
44.93
40,150
8,207,826
13.40
49.37
18.35

Notes: * Human capital is proxied by average years of schooling.
** GFCF represents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Source: OECD statistics.
12) 가장 적은 고용량을 보인 국가는 아이슬란드(평균 16만 명)로 2015년 기준 총 인구 33만 명이며, 가
장 많은 고용량을 보유한 국가는 독일(평균 3,693만 명)로 2015년 기준 총 인구 8,120만 명이다. (출
처 : 유럽연합통계청, Demographic,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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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본고에서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통해 도출된 식(5)를 이용하여 국가별
피고용인 수, 생산자본, 인적자본수준, 평균근로시간, 총고정자본형성비중을 통제
한 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Table 4>를 살펴보면, 근로자 유형별 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 OLS 모형 분석
결과, 근로자 유형에 대한 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별 산업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해 내생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별 고유한 특성을 제거한 고정효과 모형을 실
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증
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영업자 비중 증가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정효과를 제거했음에도 기계나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동일한 산
업구조 내에서 노동생산성이 영향을 받아 여전히 내생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제거하는 고정효과 모형으로는
완전히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일반화
된 적률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13)14). 일반화된 적률법 중 모형
을 차분한 후 분석하는 차분적률법과 차분적률법 및 수준적률법의 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시스템적률법을 적용하였다. 차분적률법과 시스템적률법에서 사용하는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관 검정(Auto-correlation test)과
Hansen J 검정을 실시하였다15)16). 일반화된 적률법에서는 도구변수들과 오차항의
13) 일반화된 적률법 추정을 위해 STATA를 사용하였으며, Roodman (2009)의 “xtabond2” command를 사
용할 수 있다. “xtabond2” command는 STATA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command는 아니지만
“ssc install xtabond2”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xtabond2” command는 Cobb-Douglas 생산함수
의 모수제약 하에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수제약 하에서 일반화된 적률법
추정을 위해 “gmm” command를 사용하였다.
14) 차분적률법과 시스템적률법에서는 내생변수의 과거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로 포함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뿐만 아니라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자 비중 변수 역
시 내생변수로 보고 이들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추가된 국가별 피고
용인 수, 생산자본, 인적자본수준, 평균근로시간, 총고정자본형성비중 변수 역시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도구변수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통제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 분석 또한 실시하였는데, <Table
4> 및 <Table 5>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gmm” command를 사용하여 차분적률법 및 시스템적률법을 추정한 이후에는 Arellano-Bond test
(AR test)를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모수제약 하에서 “gmm” command
를 사용하여 추정한 이후 직접 잔차(∆  )를 구하여 시계열상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한치록,
2017). AR test는 잔차(∆  )에 대하여 각각   기의 잔차(∆    )와   기의 잔차(∆    )로 회
귀한 뒤 추정된 계수가 0인지 여부를 검정한다.   에 시계열상관이 없다면 AR(1) test 결과는 귀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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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Estimates of Static Panel Models
Variables

Share of permanent workers
Share of temporary workers
Share of non-salaried workers†
Total employment
Productive capital stock
Human capital
Average hours worked per week
Share of GFCF to capital
Year dummies
Constants
AR (1) test (p-value)
AR (2) test (p-value)
Hansen J test (p-value)
Observations
Number of countries

(1)
POLS
0.095
(0.122)
-0.025
(0.047)
0.096*
(0.053)
-0.834***
(0.116)
0.818***
(0.098)
-0.156
(0.153)
-1.144***
(0.377)
0.491***
(0.082)
Y
6.739***
(1.817)
531
-

(2)
FE
-0.020
(0.028)
0.006
(0.017)
0.230***
(0.015)
-0.783***
(0.056)
0.657***
(0.060)
0.196*
(0.098)
-0.449
(0.270)
0.287***
(0.026)
Y
6.571**
(2.605)
531
29

(3)
diff-GMM
-0.037
(0.024)
0.013
(0.013)
0.225***
(0.016)
-0.798***
(0.055)
0.659***
(0.039)
0.240***
(0.054)
-0.295
(0.253)
0.293***
(0.019)
N
0.563
0.046
0.523
498
29

(4)
sys-GMM
0.030
(0.088)
0.014
(0.037)
0.107**
(0.023)
-0.848***
(0.091)
0.812***
(0.072)
-0.276**
(0.117)
-1.311***
(0.393)
0.385***
(0.049)
N
7.896***
(1.767)
0.034
0.628
0.751
531
29

Notes: *

All variables are log-transformed ones. The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robust S.E.
** All variables are treated as endogenous ones except the year dummies.
*** We use the lagged variables for t-3 or earlier as instrumental variables.
**** Column 3 and 4 do not include Year dummies, but they are used only as
instrumental variables.
† The coefficients of a set of the workers’ ratio are estimated under the constraints.
Source : OECD statistics.

공분산이 0이라는 적률조건(moment conditions)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적률조건
은

오차항에

시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성립할

수

있다

(         ). 또한 일반화된 적률법은 내생변수의 과거시차변수를 도구
설을 기각할 것이고, AR(2) test 결과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여야 한다.
16) 일반화된 적률법은 통상 국가 수가 많고 시계열이 짧은 패널 자료에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Roodman, 2009). 하지만 본 연구는 OECD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수가 다소 부족한 면
이 있고, 반면에 분석기간은 최대 26년(1990∼2015년)에 달해 긴 편에 속한다. 이러한 자료의 속성으
로 인해 일반화된 적률에 활용된 도구변수의 수가 많아지므로 과대식별 검정(over-identification test)
등을 보다 엄격하게 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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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생변수보다 많은 수의 도구변수를 사용하게 된다. 사
용된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이 없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Hansen J 검정을
실시하였다(       ).
일반화된 적률법은 기본적으로 가중목적함수(weighted objective function)를 최
소화하는 추정계수를 찾는 방식이다. 이때 1단계 추정(one step)은 가중목적함수
로 초기가중행렬(initial weight matrix)을 사용하는데 반해, 2단계 추정(two step)
은 1단계 추정을 통해 얻은 추정계수를 사용하여 다시 가중목적함수를 최소화하
는 추정계수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1단계 추정에 비해 2단계 추정이 더욱 효율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표본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1단계 추정결과와 2단
계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민인식, 최필선, 2012). 29개국
531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여 관측치가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추정
결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단계 추정보다 1단계 추정을 실시하였다.
차분적률법 및 시스템적률법의 추정결과 역시 자영업자 비중만이 노동생산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는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관이 없는
정태적 패널 모형(static panel model)을 전제한 분석결과인데, 노동생산성은 시간
이 흐름에 따라 누적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자기회귀적(autoregressive) 특성
을 보인다(이근희, 표학길, 2015). 예컨대,   기의 노동시장의 구조는   기
의 노동생산성과 상관이 있는데, 이때 노동생산성의 자기회귀적 특성으로 인해

  기의 노동생산성과  기의 노동생산성이 상관된다. 이러한 경우 모형에 종속
변수의 시차변수를 포함하는 동태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통해 분
석을 실시하여야 정확한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동태적 패널 모형의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
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중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추정할 모
수들 사이에는 식 (3)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Table 4> 및 <Table 5>는 식
(3)과 같은 제약조건 하에서 실증분석이 실시되었다17). 먼저 차분적률법과 시스
템적률법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오차항에 시계열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한
17)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라는 모수제약 하에서 추정된 결과이다. 모형에 모수제약을
두기 위해 상용직 근로자 비중과 임시직 근로자 비중 변수는 모형에 포함한 한편, 자영업자 비중은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계수가 추정되면 모수제약을 만족
시키는 자영업자 비중의 추정계수를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중 추정계수의 유의성 검
정을 위해 F-test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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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Estimates of Dynamic Panel Models
Variables

Lagged labor productivity
Share of permanent workers
Share of temporary workers
Share of non-salaried workers†
Total employment
Productive capital stock
Human capital
Average hours worked per week
Share of GFCF to capital
Year dummies
Constants
AR(1) test (p-value)
AR(2) test (p-value)
Hansen J test (p-value)
Observations
Number of countries

(1)
POLS
0.809***
(0.128)
0.598***
(0.088)
0.078***
(0.019)
0.159***
(0.019)
-0.165
(0.109)
0.156
(0.107)
0.032
(0.052)
-0.042
(0.179)
0.109*
(0.057)
Y
-2.404*
(1.398)
498
-

(2)
FE
0.415***
(0.065)
-0.022
(0.025)
0.017*
(0.010)
0.547***
(0.008)
-0.458***
(0.054)
0.389***
(0.052)
0.182**
(0.069)
-0.241
(0.155)
0.178***
(0.021)
Y
3.541
(2.109)
498
29

(3)
diff-GMM
0.190*
(0.114)
0.109
(0.089)
0.024*
(0.013)
0.214***
(0.009)
-0.653***
(0.094)
0.531***
(0.083)
0.197***
(0.054)
-0.154
(0.176)
0.240***
(0.036)
N

0.021
0.087
0.725
467
29

(4)
sys-GMM
0.586***
(0.203)
0.441***
(0.152)
0.057**
(0.024)
0.139***
(0.004)
-0.363**
(0.179)
0.344**
(0.170)
-0.118
(0.083)
-0.341
(0.334)
0.180**
(0.078)
N
0.359
(2.589)
0.000
0.225
0.265
498
29

Notes: *

All variables are log-transformed ones. The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robust S.E.
** All variables are treated as endogenous ones except the year dummies.
*** We use the lagged variables for t-3 or earlier as instrumental variables.
**** Column 3 and 4 do not include Year dummies, but they are used only as
instrumental variables.
†
The coefficients of a set of the workers’ ratio are estimated under the constraints.
Source: OECD statistics.

도구변수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Hansen J 검정을 실시한 결과, 차분적률법
과 시스템적률법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절하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상관 검정 결과, 시스템적률법에서는 AR(1)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R(2) 검정은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오차항에 시계열상관
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분적률법에서도 AR(1) 검정은 5% 유
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R(2) 검정은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시계열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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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OLS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임시
직 근로자 비중은 대체로 노동생산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통합 OLS 모형에서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과 노동생산성이 0.598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여 매우 큰 상관관계가 추정되었지만, 이는 내생성이 제대로 통
제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생성 통제를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일반화된 적률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화된 적률법 중 차분적률
법의 분석결과,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분적
률법에서는 자기상관 검정 결과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추정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전 기의 노동생산성이 현재 기의 노동생산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동
태적 패널 모형에서는 노동생산성 시차변수의 추정계수 크기에 따라 자료가 초
기상태인지 평균정상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다. 자료가 초기상태인 경우 시차변
수의 추정계수는 1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평균정상상태에서는 시차변수의 추정
계수의 크기가 1보다 작아 안정적인 시계열 형태를 나타낸다. 자료가 평균정상
상태라면 차분한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시스
템적률법은 일치추정량을 제공한다(한치록, 2017). <Table 5>에서 노동생산성 시
차변수의 추정치는 0.19∼0.81로 나타나 자료가 평균정상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시스템적률법의 모형설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자기상관
검정 및 과대식별 검정결과, 모형설정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기상관 검
정결과, AR(1) test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R(2) test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대식별 검정결과
역시 사용된 도구변수가 오차항과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 적절한 것을 알 수 있
다. 시스템적률법은 차분방정식과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를 모두 이용한다는 점
에서 차분방정식의 도구변수만을 이용하는 차분적률법보다 더욱 효율적인 분석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민기 외, 2014). 뿐만 아니라 모형설정에 문제가
없는바, 시스템적률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시스템적률법의 분석결과, 임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동일한 상황 하
에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441% 증가했으며, 자
영업자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각각 0.139%,
0.05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형태별로 노동생산성이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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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이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
자 비중 중 노동생산성 민감도는 상용직 근로자가 가장 크고 임시직 근로자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의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을 증가시킬
경우 그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나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여 노동생산성
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OECD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자
영업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별 자료를 활
용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등 노동시장 구조
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수
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태적 패널 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이
는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정태적 패널 모
형은 이전 기 노동생산성이 현재 기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에 반영하
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회귀적 특성을 보이므
로 이러한 경우 정확한 인과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동태적 패널 모형을 통한 분
석이 필요하다. 동태적 패널 모형의 통합 OLS 모형 분석결과, 상용직 근로자 비
중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효과로 보
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별 산업구조 등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가별 특성을
제거한 고정효과 모형과 추가적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일반
화된 적률법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고유한 특성을 제거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국가별 고정효과를 제거하였음에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국
가별 특성의 존재로 인해 여전히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변
수와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일반화된 적률법을 분석에 적
용하였다. 일반화된 적률법의 분석결과에서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의 노동생산성
증대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동태적 패널 모형에서 자료가 평균정상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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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일치추정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스템적률법의 경우 상용직 근
로자가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이 0.44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1% 증가할 때에는 노동생산성이 각각
0.057%, 0.1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시직 근로자 비중보다 자영업자 비
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근로자 비중의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 유형별로
상이하며, 특히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상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은 상용직, 임
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구성되므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변화는 필연적으
로 상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비중의 변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
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할 경우 상용직 근로
자 또는 자영업자 비중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분이 임시직 근로자 비중증
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분을 상회하여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8)
다만 본고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상용
직, 임시직, 자영업자 중 적합한 고용형태나 이들 간 적정비중에 대한 논의는 본
고의 분석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상용직 비중이 증가한다고 해서 기업이
윤과 사회후생도 증대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고의 분석 결과만으로 알 수 없다.
즉,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생산성 향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 이상으로 기업
의 노무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본고의 결과는 비교정태분석의 관점에서 고용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ceteris paribus)는 가정 하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 비중을 한계적
(marginal)으로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대폭 변화 시 시장구조 변화 등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형의 분석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상용직 및 자영업자가 임시직보다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정규
직이나 자영업자의 비중을 대폭 증대시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협업 필요 분야
에서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자영업에서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OECD 29개국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상용직․임시직․
18) 다만 동 결과를 한국의 노동시장에 적용할 경우 OECD의 임시직과 한국의 비정규직 간 정의가 다르
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년 이하 비정규직을 2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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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노동시
장 구조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우리나라의 산업별 혹은 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PENDIX – Data Sources
Permanent employment, Temporary employment, and Self-employed
Sources : OECD statistics (Labour)
The share of permanent, temporary employment, and self-employed
Sources : The authors calculate using Permanent employment, Temporary
employment, and Self-employed from OECD statistics (Labour)
Total Labor Force
Sources : The authors calculate using Permanent employment, Temporary
employment, and Self-employed from OECD statistics (Labour)
Productive Capital Stock
Sources : OECD statistics (Economic Outlook)
Human Capital (Average years of schooling)
Sources :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Average Hours Worked by Weekly
Sources : OECD statistics (Labour)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FCF)
Sources : OECD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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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Dual Labor Markets on Labor
Productivity: Evidence from the OECD
Koangsung Choi*, Jieun Lee**, Chung Choe***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a dual labor market structure on labor
productivity using unbalanced panel data from 29 OECD member countries between
1990 and 2015. By applying a variety of regression models on the panel data (e.g.,
a pooled regression, a fixed effects model and a GMM), we explore how changes
in worker-type composition among temporary, permanent and self-employed
workers contribute to productivity growth. While it appears that our results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the econometric models, overall an increase in the share of
permanent workers leads to a relatively higher increase in productivity growth.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seen that the effects of the share of temporary workers
on labor productivity are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permanent and
self-employed workers. To sum it up, our findings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emporary workers c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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