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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경기변동: 노동시장 마찰을
도입한 경기변동 모형의 베이지안 추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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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경기변동모형의 경우 노동시간 선택 문제만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주요 거시
변수인 고용과 실업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 케인
지안 유형의 가격 경직성 모형에 노동시장의 탐색 및 매칭 마찰을 도입하고 이를 베이지
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 고용 및 실업의 움직임을 전체 경기변동의 움직임에 비추
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노동공급 충격과 더불어 노동수요 측면인 기
술충격에 의하여 많은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시장 변동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임금 협상에서 기인하는 협상력 충격도 상당 부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협상력 충격은 경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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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기변동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움직임은 주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거시경제 주요 변수인 고용과 실업의 움직임은 전체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ure 1> Output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and Employment Rate
(Output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rate)

(Output growth rate and employment rate)

Note: Output is constructed as the sum of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and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consistent with the model. The output growth rate is shown on the
left axis, and the unemployment rate and employment rate are shown on the right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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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출 증가율과 실업률 및 고용률을 그
림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 산출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1%, 실업률의 표준편차는
0.35%, 고용률의 표준편차는 0.73%로 산출에 비하여 실업률이나 고용률의 변동
성이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실업률 및 고용률은 산출 증가율을 대체로 후행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산출 증가율은 2008년
4분기 -2.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실업률은 이후 2010년 1분기 4.2%로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도 2010년 1분기 58.5%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산출 증가율과 실업률 사이의 동시 상관계수는 0.235로 산출
증가율과 실업률 사이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산
출 증가율과 5분기 후행 실업률 사이의 상관계수는 -0.154로 산출 증가율과 실업
률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가 5분기를 후행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용률
의 경우에도 산출 증가율과의 동시 상관관계는 -0.097로 음으로 나타났으나 2분
기 후행 고용률의 경우 산출 증가율과의 상관계수가 0.056으로 가장 뚜렷하게
양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경기변동에 있어서 산출, 고용률, 실업률
순으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실업률과 고용률은 산출 변동에 후행하여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산출과 노동시장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 절대적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뉴 케인지안(New Keynesian) 유형의 가격 경직성 모형에
Mortensen and Pissarides (1994)의 노동시장 탐색 및 매칭(search and matching)
마찰을 도입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전형적인 경기변동 모형의 경우
가계 및 기업의 노동 선택 문제가 노동시간 선택 문제로 단순화되어 있어 노동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직, 구인, 실업, 고용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반
면 노동시장 마찰을 도입할 경우 이들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존재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을 앞서 살펴본 2000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제 자료에 비추
어 모형을 평가하고 경기 및 노동시장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Merz (1995)와 Andolfatto (1996) 등에 의하여
Mortensen and Pissarides (1994)의 노동시장 마찰 모형이 경기변동모형에 도입되
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을 분석한 논문은 그 수가 매우 많으
며 다루는 내용 또한 광범위하다. 그 중 몇몇 논문만을 살펴보면 먼저 Gertler et
al. (2008)은 임금 경직성을 도입한 노동시장 마찰 모형을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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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실제 자료에 비추어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 마찰을 도입하지 않
은 경우에 비하여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iano et al. (2016)
은 내생적인 임금 경직성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형을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기존의 외생적인 임금 경직성 모형에 비하여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Hagedorn et al. (2016)은 대침체(Great Recession) 기간 실업급여
의 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가 노동자의 구직 노력 저하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임금 상승 및 실업 증가를 초래한다
고 분석하였다. Furlanetto and Groshenny (2016)는 노동시장에서 매칭 효율성 충
격이 대침체 기간 동안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고 분석하였다. Foroni et al. (2018)은 기존의 Gertler et al. (2008) 등의 연구
에서와 달리 노동시장 마찰 모형에서 노동공급 충격과 협상력 충격이 별개의 방
정식에 나타나 각각 식별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부호제약 VAR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공급 충격과 협상력 충격이 산출 및 노동시장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마찰 모형을 이
용한 연구들로는 문외솔(2015), 김선빈ꞏ장용성ꞏ강태수(2016), 문외솔(2016) 등이
있다. 문외솔(2015)은 노동시장 마찰과 명목임금 경직성을 도입한 모형을 구축하
고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모형의 2차 적률을 살펴본 결
과 명목임금 경직성을 도입할 경우 모형의 자료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김선빈ꞏ장용성ꞏ강태수(2016)는 노동시장 마찰모형에서 노동자를 정규직
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문외솔(2016)은 노동시장 마찰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동태확률 모형을 우리나라 자료를 대상으로 베이지
안 방법으로 추정한 연구는 이준희(2011) 등 다수이나 노동시장 마찰을 포함한
동태확률 모형을 거시경제 변수와 아울러 실업, 고용률, 실질임금 등 노동시장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마찰을 도입한 뉴 케인지안 유형의 경기변동 모형을
베이지안 추정 방법으로 추정하되 Foroni et al. (2018)에서와 같이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기술충격, 노동공급 충격, 임금 협상력 충격 등을 도입
하여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 및 노동시장 고유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존의 Gertler et al. (2008) 등의 연구에서는 노동공급 충
격과 노동 협상력 충격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나 Foroni et al. (2018)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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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이들이 식별 가능하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Hall (2005), Christoffel and Linzert (2010)를 따라 실질임금 경직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경기변동에서 실질임금 경직성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노동시장 마찰을 도입한 경기변동 모형이 주요한 거시 경
기변동 모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거시 및 노동시장 자
료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마찰 및 다양한 노동시장 관련 충격을 도입한 경기변동
모형을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가
진다.
이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노동시장 마찰을 도입한 뉴 케인지
안 모형을 구축한다. 제 Ⅲ장에서는 동 모형을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
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제 Ⅳ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Ⅱ. 모형의 설정
본 DSGE 모형은 뉴 케인지안 모형에 노동시장에서 탐색 및 매칭 마찰을 도입
한다. 모형은 대체로 Arseneau and Chugh (2012), Foroni et al. (2018)의 모형과
유사하나 Hall (2005), Christoffel and Linzert (2010)를 따라 실질임금 경직성을
도입하였으며 경기변동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체 관계를 고려하여 자본 선택 문
제를 추가하였다.

1. 노동시장
취업자(   )는 전기 말 취업자 중  의 비율만큼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외생적
으로 종료되는 반면 구직자(   )와 기업이 게시하는 공석(   ) 간에 새로이 성사
된 매치(   )가 추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1)

노동시장의 구직자와 공석으로부터 새로운 매치를 형성하는 매칭함수는 다음
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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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확률(   )은   ≡     , 구인확률(   )은   ≡     로 정의한다. 이
경우             가 성립한다. 아울러 식 (2)로부터      는 노동시
장 구직용이성(  ≡     )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   )은 취업
자와 구직자 중 새로이 매치를 형성하지 못한 노동자의 합계로 다음과 같다.

           

(3)

한편 실업률(
  )은 
  ≡        로 정의한다.

2. 가계 부문
가계는 다음의 기간 간 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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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는 가계 소비, 
 는 전체 가계의 평균 소비,   는 소비선호 충격,

  은 노동공급 충격을 나타낸다.   는 영구적 기술충격으로 경제의 외생적 성
장 요인인데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을 가정하여 위와 같이 효용함수에 나타
난다. 소비에 있어서 습관 형성은 개별 소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계
의 평균 소비에 의존하는 외생적 습관형성(external habit formation)을 가정하였
다. 가계의 예산 식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무위험 채권 보유,  는 무위험 채권 보유에 따르는 수익률, 
는 조세,  는 임금,   는 실업 상태에서 얻는 수당 및 가사 활동에 따른 편익,
         는 인플레이션,   는 최종 재화의 가격,  는 기업으로 부터의 이

윤 배당이다. 가계는 예산 식(식 (5))의 제약 하에서 취업자 변화(식 (1)), 경제활
동참가율(식 (3))이 주어진 상황에서 소비, 무위험 채권 보유, 취업자를 최적화하
여 기간 간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며 최적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2)
1) 개인의 효용함수로부터 가계의 효용함수 식 (4)를 얻는 과정은 Foroni et al. (2018)을 참조할 수 있다.
2) 식 (8)의 경우  는 식 (1)을 이용하면            로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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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여기서   는 예산 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나타낸다.

3. 도매 생산 기업
도매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whole sale goods producer)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는 도매 재화,   는 일시적 기술충격,   는 노동투입,   는 자본
투입을 나타낸다. 기업의 입장에서 취업자의 변동(식 (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기업이 공석을 게시하는(구인을 시작하는) 경우 공석 당 실질비용    가 소요
된다. 기업은 임금(차후 협상을 통하여 결정), 자본사용료 및 공석 게시 비용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투입, 자본 투입 및
게시할 공석의 수를 최적화한다.

      








 

          

 






              





∞



(11)

 는 식 (3)을 이용하면  와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구직자(  ), 경제활동참가율(  )을 취
업자(  )로 치환한 후 취업자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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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도매 재화 가격,  는 자본 임대료,   는 식 (10)에 대한 라
그랑지 승수를 나타낸다. 최적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2)

 
  





   

(13)

       

(14)





4. 소매업자
최종 재화(   )는 차별화된 소매 재화의 집계 함수로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는 소매업자  가 생산한 차별화된 재화를 나타낸다. 최종 재화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다.

          

(16)

여기서     는     의 가격을 나타낸다. 소매업자는 도매 재화를 구입하여
차별화한 후 이를 독점적 경쟁시장에 판매한다. 소매업자는 Calvo 방식으로 가
격을 설정하며 매기    의 확률로 가격을 새로이 설정하며 나머지 확률로 추세
인플레이션만큼 가격을 재조정한다. 소매업자  의 가격 설정문제는 다음과 같다.
   
     
    
  



 

∞

max 
   








(17)

여기서 
    는 소매업자  가 새로이 정하는 최적가격을 나타낸다. 최적화 조
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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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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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본공급자는 도매 생산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데 공급되는 자본(   )은 물적


자본( 

   )에





자본 활용도(  )를 곱한 즉,         형태이다. 물적 자본의

축적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9)

여기서   는 투자효율성 충격,   는 투자,         는 투자조정 비용함수
를 나타내며 정상상태에서    ′   이고  ″   이다. 자본공급자는 자본 축적
방정식의 제약 하에 자본 활용도, 물적 자본, 투자를 최적화하여 다음과 같이 주
어진 기간 간 이윤을 극대화한다.
∞







   





 

    
       

 



(20)


여기서  
  는 자본 활용도에 따른 비용을 나타내며     인 정상상태에서

0이다. 이윤 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1)



  


          
                   
  







 



 
 











    
        ′  
  
     

  

  


    
       ′  








(22)

(23)



여기서   는 자본 축적 방정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이다. 한편  
 은
Christiano

et

al.

(2011)을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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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설정하였다.

6. 임금 결정
가계의 최대화된 기간 간 효용에 대하여 포락선 정리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고용 1단위가 가계에 주는 가치(  )를 구할 수 있다.3)


  
         
          

 





(24)

아울러 도매 기업의 최적화 조건을 이용할 경우 고용 1단위가 기업에 주는 가
치(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5)

임금 결정에 있어서 Hall (2005), Christoffel and Linzert (2010)를 따라 실질임
금 경직성을 도입한다. 실질임금(    )은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협상 실질임
금(   )과 1기전의 실질임금의 가중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6)



Hall (2005)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노동시장 마찰 모형에서는 실질임금이 과거
임금에 의존하더라도 노동자와 기업의 협상범위 내에 있을 경우 효율성에는 문
제가 없으며 실질임금이 과거 임금에 의존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 실질임금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노동자와 기업의
가중 평균 가치를 극대화하는 내쉬 협상(Nash bargaining)을 통하여 결정된다.
  

max   




 

(27)

여기서  는 노동자의 협상력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   이며   는 협상
력 충격을 나타낸다. 식 (27)의 최적화 조건은          이며 이를 정리
3) 이하 임금협상과 관련한 방정식들의 자세한 도출과정은 Foroni et al. (2018), Mumtaz and Theodoridis
(202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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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임금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8)














       
             











7. 정부 예산 제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시장청산 조건
정부는 조세를 통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예산 제약식을 만족한다.

        

(29)

아울러 정상화된 실업급여(  ≡     )는 그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테일러 유형의 이자율 준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30)

여기서   ≡        를 나타내며   는     의 정상상태를 나타낸다.
   는 통화정책 충격이다. 최종재화에 대한 시장 청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  ≡

    








(31)

 이다.

Ⅲ. 베이지안 추정 및 해석
1. 자료
자료는 2000:1분기∼2019:4분기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자
료는 소비(최종소비지출), 투자(총고정자본형성), 물가(소비자물가), 명목 이자율
(무담보콜금리)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 자료와 실업률, 고용률, 실질임금(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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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월급여액/소비자물가) 등 노동시장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모형에서
  ,   ,    에 해당한다. 민간부문 월급여액을 제외한
각각  ,  ,   ,  ,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이용하였다. 임금 자료의 경우 통계청
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2000년부터 시계열이 연속적으로 확보되
지 않아 문외솔(2015)을 따라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의 민간부문
월급여액(Monthly Earnings: Private S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자료를 이
용하였다. 추정에 앞서 소비, 투자, 소비자물가, 실질임금의 경우 각 수준 변수에
로그 차분한 후 평균을 제거하였으며 명목 이자율, 실업률, 고용률은 원래의 자
료에서 평균을 제거하였다. 모형에는 소비선호 충격(   ), 노동공급 충격(   ), 영
구적 기술충격(   ), 일시적 기술충격(   ), 투자효율성 충격(   ), 통화정책 충격
(    ), 협상력 충격(   ) 등 7개 충격이 존재하며 이들 충격에 의하여 7개 관측
자료 변수의 움직임이 설명된다.

2. 파라미터의 설정 및 추정
모형 파라미터 중 일부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그 값을 설정하였으며 나머
지는 베이지안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사전 분포를 설정한 후 사후 분포를 추정
하였다. 모형 파라미터의 캘리브레이션 및 사전 분포 설정은 Smets and Wouters
(2007), Gertler et al. (2008), Christiano et al. (2011), Arseneau and Chugh
(2012), Foroni et al. (2018), Mumtaz and Theodoridis (2020), 문외솔(2015) 등을
참고하였다.
먼저 주관적 할인인자  는 0.99, 효용함수에 있어서 위험 기피 파라미터  는
1, 자본 감가상각률  는 0.025,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자본의 몫 파라미터  는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0.526, 소매재화의 대체 탄력성 파라미터  은 정
상상태에서 10%의 가격 마크업을 가정하여 11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구직, 구
인 등과 관련한 자료는 문외솔(2015)을 따라 워크넷(WORKNET)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매칭함수에서 구직자에 대한 탄력성 파라미터  는 워크넷의 취업건수,
신규구직건수 및 신규구인인원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추정한 값인 0.757로 설정
하였다. 매칭 효율성 파라미터  는 워크넷의 취업건수, 신규구직건수 및 신규구
인인원 자료를 이용한 구직 확률(   ), 구직 용이성(  )의 기간 평균값이 0.258,
0.581인데 이를   과  의 정상상태 값으로 두고  값 및 정상상태에서 매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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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관계(식 (2))를 이용하여 값을 설정하였다. 취업자 중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 및 구직 확률
외생적으로 종료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는 실업률(
  와   의 정상상태 값으로
(   )의 기간 평균값이 0.036, 0.258인데 이를 각각 

두고 정상상태에서 고용변화의 관계(식 (1))를 이용하여 값을 설정하였다. 공석을
게시하는 비용 파라미터  는 Arseneau and Chugh (2012)의 경우 공석을 게시하
는 비용이 정상상태에서 산출의 3%가 되도록 값을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보다 다소 높은 5%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산출 대비 공석을 게시하는 비용이
3%로 설정될 경우 노동자의 협상력 파라미터  가 거의 1에 가깝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자본 활용 비용 파라미터 중   는 정상상태에서 자본 임대료와 자본
활용도에 따른 비용 관계식 (식 (21))에 따라 고정되었다.
이외 소비 습관 형성 파라미터  , 가격 경직성 파라미터  , 실질임금 경직성
파라미터  , 자본 조정 파라미터  ″ , 자본 활용 비용 파라미터 중   , 효용함수
에서 역 Frisch 탄력성 파라미터  , 정상상태에서 실질임금 대비 실업 편익
(     ), 통화정책 파라미터  ,  ,  및 AR(1) 과정으로 설정된 각종 충
격의 AR(1)파라미터 및 표준편차 등은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사전분포를 설
정하여 사후 분포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Christiano et al. (2011)을 따라 내생적
사전분포(endogenous prior)를 설정하여 자료의 2차 적률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
전분포를 설정하였다.

<Table 1>

Priors and Posteriors
Parameters

Priors
Type

Mean

Posteriors
Std.

5%

Mean

95%

Habit formation(  )

Beta

0.650 0.075

0.771

0.823

0.874

Price stickiness(  )

Beta

0.650 0.050

0.647

0.661

0.674

Real wage stickiness(  )

Beta

0.500 0.100

0.421

0.453

0.486

Capital adjustment cost(  ″ )

Inv. gam

0.250 0.150

0.108

0.125

0.142

Capital utilization cost(  )

Inv. gam

0.200 0.075

0.070

0.089

0.107

Inverse Frisch elasticity( )

Inv. gam

7.500 4.000

7.480

9.072

10.603

Unemployment benefit
/Real wage(    )

Beta

0.700 0.100

0.957

0.962

0.968

Interest rate smoothing(  )

Beta

0.700 0.100

0.785

0.8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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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Priors
Type

Mean

Posteriors
Std.

5%

Mean

95%

Inflation response(  )

Normal

1.700 0.050

1.649

1.727

1.802

Output gap response(  )

Beta

0.125 0.050

0.101

0.118

0.134

Permanent technology AR(  )

Beta

0.200 0.100

0.004

0.020

0.037

Temporary technology AR(  )

Beta

0.700 0.100

0.881

0.893

0.905

Consumption preference AR( )

Beta

0.700 0.100

0.332

0.435

0.540

Investment efficiency AR(  )

Beta

0.700 0.100

0.447

0.501

0.560

Labor supply AR( )

Beta

0.700 0.100

0.977

0.981

0.986

Wage bargaining AR(  )

Beta

0.200 0.100

0.007

0.037

0.066

Permanent technology std(  )

Inv. gam

0.001 0.010

0.012

0.013

0.014

Temporary technology std(  )

Inv. gam

0.001 0.010

0.007

0.008

0.008

Consumption preference std( )

Inv. gam

0.001 0.010

0.035

0.048

0.059

Investment efficiency std(  )

Inv. gam

0.001 0.010

0.007

0.008

0.009

Labor supply std( )

Inv. gam

0.001 0.010

0.024

0.029

0.035

Wage bargaining std(  )

Inv. gam

0.001 0.010

0.169

0.199

0.229

Monetary policy std(  )

Inv. gam

0.001 0.010

0.001

0.002

0.002

Log marginal likelihood

1440.2

Note: 5% and 95% in the posteriors represent 90% HPD(highest posterior density) interval.

먼저 노동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동공급 충격을 살펴보면 AR(1) 파라
미터 사후분포 평균이 0.981로 사전 분포보다 높게 나타났다. 협상력 충격의
AR(1) 파라미터는 평균이 0.037로 사전 분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199로 다른 충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외 일시적 기술충격 AR(1) 파라
미터는 평균이 0.893으로 사전 분포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선호 충격 및 투
자선호 충격의 AR(1) 파라미터도 사전분포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조 파라
미터 중 가격 경직성 파라미터  는 사후 분포 평균이 0.661로 사전 분포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실질임금 경직성 파라미터  는 사후 분포 평균이 0.453으로 사
전 분포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실질임금 경직성 파라미터가 다소 낮게
추정된 것은 자료에서 고용이 산출 보다 변동성이 낮아 실질임금의 변동성이 높
음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역 Frisch 탄력성 파라미터  은 Christ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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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1)을 따라 전형적인 뉴 케인지안 모형에서 보다 높게 사전 분포 평균
을 7.5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추정 분포 평균이 이보다 높은 9.07로
추정되어 임금변화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Gertler et al. (200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Frisch 탄력성이 0에 가깝게 추정된
기존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실질임금 대비 실업편익
(     )은 Gertler et al. (2008)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분포 평균을
0.7로 설정하였는데 사후분포 평균은 이보다 높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Hagedorn and Manovskii (2008) 및 Gertler et al. (2008)에 따르면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실업과 임금 변화를 잘 설명하므로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1에 가깝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임금 대비 실업편익을 보다 낮은 0.7정도로 고정시킬
경우 역 Frisch 탄력성 파라미터  이 과도하게 커지며 노동자의 협상력 파라미
터  가 1에 가깝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협상력 파라미터  는 앞서 주어
진 캘리브레이션 값과 실질임금 대비 실업편익 추정 분포에 의존하는데 임금 대
비 실업편익 값이 사후분포 평균과 같은 경우  는 0.665로 나타났다. 효용함수에
서 노동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도 캘리브레이션 값과 실질임금 대비
실업편익 추정 분포에 의존하는데 경제활동참가율(   )의 정상상태 값이 자료의
기간 평균값인 62.1%가 되도록 조정된다.

<Table 2>

Second Moments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with output
growth rate

Data

Model

Data

Model

Output growth rate

0.0100

0.0129

1.0000

1.0000

Consumption growth rate

0.0078

0.0094

0.7612

0.2336

Investment growth rate

0.0215

0.0379

0.8646

0.8835

Inflation rate

0.0055

0.0089

0.0667

-0.3650

Interest rate

0.0032

0.0054

0.0306

-0.3413

Unemployment rate

0.0035

0.0074

0.2352

0.0877

Employment rate

0.0073

0.0101

-0.0971

-0.0445

Real wage growth rate

0.0163

0.0351

0.2212

-0.0502

Observables

Note: The table compares the second moments of the observable variables from the data and
those generated from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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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실제 자료와 추정된 모형의 2차 적률 관련 통계량을 함께 나타내
고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 자료에서 투자, 산출, 소비 증가율 순으로 크기가 큰
데 모형에서도 이와 같은 순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자료에서 고용률이 실업률
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데 모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자
료에서 산출 증가율의 변동성이 고용률이나 실업률의 변동성 보다 큰데 모형에
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대체로 모형에서의 관측변수 변동성이 자료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산출 증가율과 다른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산
출과 투자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산출과 소비 증
가율간의 상관계수는 자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명목이자
율은 자료에서 산출과 상관관계가 약한 반면 모형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다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산출과 실업률, 고용률, 실질임금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자료에 비하여 모형에서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3. 분산 분해 및 충격반응
<Table 3>에서는 각 관측 변수의 구조충격에 따른 비조건부 분산분해를 나타
내고 있다. 먼저 경기변동의 기준이 되는 산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영구적 및 일
시적 기술충격이 산출 증가율 변동의 각각 63.51% 및 27.91%를 설명하여 기술
충격이 경기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투자 효율성 충격이
산출 증가율 변동의 5.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변수를 살펴
보면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충격이 고용률 변동의 77.56%를 설명하여 가장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 일시적 기술충격이 13.60%, 협상력 충격이 7.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일시적 기술충격이 54.36%를 설명하
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노동공급 충격이 20.01%, 협상력 충격
이 16.56%를 설명하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산출 변동의
경우 기술충격이 가장 중요한 경기변동 요인으로 나타나며, 노동시장에서 고용
률 변동은 노동공급의 증가와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업
률은 노동공급 충격이외에도 기술충격, 협상력 충격 등 보다 다양한 충격 요소들
이 그 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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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Decomposition
(%)

Shocks

Permanent
technology

Temporary
technology

Consumption
preference

Labor
supply

Output growth rate

63.51

27.91

0.56

0.23

Consumption growth rate

11.32

0.67

85.95

0.11

Investment growth rate

49.08

24.50

17.00

0.12

Inflation rate

17.53

46.49

0.97

7.17

Interest rate

14.18

49.79

1.72

17.69

Unemployment rate

7.23

54.36

1.11

20.01

Employment rate

1.14

13.60

0.05

77.56

Real wage growth rate

29.40

16.57

1.04

0.17

Investment
efficiency

Monetary
policy

Wage
bargaining

Output growth rate

5.79

1.83

0.16

Consumption growth rate

1.93

0.03

0.00

Investment growth rate

7.54

1.62

0.15

Inflation rate

16.81

10.89

0.14

Interest rate

16.17

0.34

0.10

Unemployment rate

0.31

0.43

16.56

Employment rate

0.17

0.27

7.21

Real wage growth rate

23.34

7.71

21.76

Observables

Shocks
Observables

Note: The table represents the variance decomposition of the observable variables according to
structural shocks.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Gertler et al. (2008)은 노동시장 마찰을 도입한 모형
을 추정한 결과 기술충격이 산출 변동과 고용 변동의 31%와 45%, 투자효율성
충격이 산출 변동과 고용 변동의 42%와 28%를 설명하여 경기변동 및 노동시장
변동에서 중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노동시장 충격인 협상력 충격이 산출과 고
용의 변동을 설명하는 크기는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노동공급 충
격은 도입하지 않았다. Foroni et al. (2018)은 Gertler et al. (2008)과 달리 노동공
급 충격과 협상력 충격이 산출 및 노동시장 변동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추정하
였으며 이들 충격이 산출의 50∼80%를 설명하며 실업률 변동에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절에서의 분산분해를 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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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변동과 고용 변동에 있어서 기술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공급, 협상
력 충격 등 노동시장 충격이 산출 변동을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Gertler et al. (2008)과 유사하며 실업률 변동에서 기술충격이외에 노동공급
충격과 협상력 충격이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은 Foroni et al. (2018)과 유사하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산출의 변동에 있어서 노동공급 충격, 노동시장 고유충격인
협상력 충격 등 노동시장 충격의 중요성은 낮으며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변수의 움직임에는 노동수요 측면인 기술충격, 노동공급 충격, 노동시장 고유충
격인 협상력 충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추정된
협상력 충격은 노동시장 고유의 충격으로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기술충격과 노동공급 충격을 제외한 노동시장의 기타 고유 요인을 모두 포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2>는 외생적 충격에 대한 반응함수를 나타내는데 분산분해에서 경기
및 노동시장 변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구적 및 일시적 기술충격, 노동공급
충격, 협상력 충격의 충격반응 함수를 나타낸다.
먼저 양의 영구적 기술충격은 산출 증가율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기술이 향상
됨에 따라 물가가 하락한다.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초기에
다소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한다. 실업률은 고용률과 반대로 초기에는 다소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향상으로 인한 노동수요 증가로 하락한다.
양의 일시적 기술충격은 영구적 기술충격과 유사한 충격반응 함수를 나타내지만
기술충격이 일시적이어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반응이 영구적
기술충격에 비하여 보다 초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양의 노동공급
충격은 효용함수에서 노동의 비효용을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데 이에
따라 고용률이 하락한다.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 감소한다. 물가
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상승하며 산출 증가율은 노동공급 감
소로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양의 협상력 충격은 산출 증가율 하락, 물가 상승률
증가, 고용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대체로 경기 및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자의 협상력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고용
1단위가 기업에 주는 가치(  )가 감소하는 것에 기인한다. Ljungqvist and
Sargent (2017)는 주어진 생산성(기술)수준에서 임금을 뺀 부분을 기본적인 잉여
(fundamental surplus)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시장 마찰모형에서 이의 감소는 고
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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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Response Functions
(Permanent technology shock)

(Temporary technology shock)

(Labor supply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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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bargaining shock)

Note: Each panel in the figure shows the responses of output growth, inflati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to the one standard deviation structural shock.

<Figure 3>은 노동시장 주요 변수인 실업률의 역사적 분해를 나타낸다. 역사
적 분해를 통하여 각 시점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실업률의 변동이 설명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분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데 이는 대체로 일시적 기술충격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최근 2013년 2분
기에서 2019년 2분기 사이에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동공급 충격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설명되어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 증
가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으로 보인다.

<Figure 3>

Historical Decomposition of Unemployment Rate

Note: The figure shows the historical decomposition of unemployment rate over the sample
period according to structural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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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질임금 경직성과 경기변동
본 절에서는 Foroni et al. (2018)에서와 같이 실질임금이 신축적인 경우 즉 식
(26)에서  가 0인 경우 모형의 경기 및 노동시장 변동에 있어서 특징을 살펴본
다. 이를 위하여 <Table 4>는 실질임금이 신축적인 경우의 분산분해를 나타낸다.
실질임금이 신축적인 경우 협상력 충격이 실질임금 증가율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Table 3>의 21.76%에서 42.28%로 상당히 높아진다. 아울러 고용률에서
노동공급 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Table 3>의 77.56%에서 85.04%로 다소 높아
진다. 이외에는 <Table 3>에 나타난 분산분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질임금 증가율은 협상력 충
격에 의하여 고용률은 노동공급 충격에 의하여 과도하게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Table 4>

Variance Decomposition with Flexible Real Wage
(%)

Shocks

Permanent
technology

Temporary
technology

Consumption
preference

Labor
supply

Output growth rate

64.55

33.49

0.19

0.19

Consumption growth rate

10.08

0.38

87.12

0.15

Investment growth rate

54.37

30.68

12.61

0.08

Inflation rate

15.62

36.98

0.59

11.00

Interest rate

11.71

34.89

1.25

26.09

Unemployment rate

9.99

54.06

1.90

16.51

Employment rate

0.08

12.06

0.03

85.04

Real wage growth rate

25.35

7.65

0.32

0.07

Investment
efficiency

Monetary
policy

Wage
bargaining

Output growth rate

0.86

0.53

0.19

Consumption growth rate

1.66

0.00

0.00

Investment growth rate

1.59

0.49

0.18

Inflation rate

19.16

16.47

0.18

Observables

Shocks
Observables

Interest rate

25.80

0.12

0.14

Unemployment rate

0.93

0.50

16.12

Employment rate

0.40

0.15

2.24

Real wage growth rate

14.92

9.41

42.28

Note: The table represents the variance decomposition of the observable variables according to
structural shocks when real wage is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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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질임금이 신축적인 경우 모형의 로그 한계 우도 값은 1378.3으로 실질임
금이 경직적인 경우의 로그 한계 우도 값인 1440.2 보다 낮아 실질임금 경직성
을 도입할 경우 모형의 자료 적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탐색 및 매칭 마찰을 도입한 가격 경직성 모형을 구
축하고 이를 우리나라 자료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Foroni et al. (2018)에서와
같이 기술충격, 노동공급 충격, 임금 협상력 충격 등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수
요 및 공급 측면과 노동시장 고유 측면에서 경기변동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Hall (2005)을 따라 실질임금 경직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
존의 노동시장 마찰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기와 노동시장의 변동을 분
석한 문외솔(2015)의 연구와 다소 유사하나 기술충격이외에 노동공급 충격, 협상
력 충격 등 여러 측면에서 노동시장 관련 충격을 도입하고 실질임금 경직성의
중요성을 평가하였으며 구축된 모형을 주요 거시변수와 고용률, 실업률, 실질임
금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실제 자료에 비추어 일관
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측면을 가진다.
추정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자료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경기 및 노동 시장
변동에 있어서 산출 증가율, 고용률, 실업률 순으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실업률과 고용률 등 노동시장 변수들은 산출 증가율에 후행하여 움직
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마찰 모형을 구축하여 베이지안 방
법으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의 역 Frisch 탄력성이 높게 추정되어
임금 변화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이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와 유사하
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질임금 대비 실업편익이 1에 가깝게
추정되었는데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실업과 임금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하지만
다소 과도하게 커 보이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 값을 보다 작은 값으로 고정할 경
우 역 Frisch 탄력성이 과도하게 높게 추정되고 임금 협상력 파라미터  가 1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향후 역 Frisch 탄력성과 임금 협상력 파라미터가
적절한 값을 갖되 실질임금 대비 실업편익이 보다 합리적인 추정치를 갖도록 모
형을 개선할 측면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관측변수의 분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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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우리나라 산출의 변동에 있어서 노동공급 충격, 노동시장 고유충격인 협상
력 충격 등 노동시장 충격의 중요성은 낮으며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변수
의 움직임에는 노동수요 측면인 기술충격, 노동공급 충격, 노동시장 고유충격인
협상력 충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분해 결과
2013년 2분기에서 2019년 2분기 사이에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은 노
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
한 노동공급 증가는 이 기간 동안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정체되거나 다소 낮은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두드러지게 상승
하였으므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것은 Doepke and Tertilt (2016)에
서 설명된 바와 같이 기술발전 및 출산율 하락에 따른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감소,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실질임금이 신축적인 경우와 경직적인 경우를 비교하여 본 결과 로그
한계 우도 값으로 측정한 자료 적합도가 실질임금 경직성일 경우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실질임금이 신축적일 경우 협상력 충격이 실질임금 증가율 변동
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노동공급 충격이 고용률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
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도 다소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역사적 분해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계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증가하여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
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외에도 기술충격과 임금 협상력 충격
이 시기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협상력 충격
은 노동자의 협상력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이 Ljungqvist and Sargent (2017)에서
정의한 기본적인 잉여의 감소를 초래하여 경기변동 측면에서 산출, 물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의 노동시장 충격으로 작용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Hagedorn et al. (2016)이 실업급여의 증가가 기업의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연구와 문외솔(2016)이 최저임금 증가가 기업의 고용 창
출 능력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 연구는 기본적 잉여의 감소에 따른 고용 감
소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의 협상력 충격에 따른 고용 감소와 유사한 결과이
다. 다만 노동자의 협상력 증가는 임금 상승을 통하여 노동자가 일로부터 얻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술 향상을 동반한 임금 상승이 가장 적절하고 이상적인 임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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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Hall (2005)이 언급한
사회적 규범(social norm)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임
금 상승이 불가피할 경우 경제 및 노동시장에 충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점진적
이고 합리적인 임금 협상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모형의 설정 및 사용된 관측 변수 등에 의존하므
로 모형의 개선 및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를 통해 향후 노동시장 마찰 모형을 이
용한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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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and Business Cycles in
Korea: Bayesian Estimation of a
Business Cycle Model with Labor
Market Frictions
Junhee Lee*
Typical business cycle models have difficulties in explaining key macroeconomic
labor market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s they usually
consider labor hour choices only. In this paper, we introduce labor market search
and matching frictions into a New Keynesian nominal rigidity model and estimate
it by Bayesian methods to examine the dynamics of the key labor market variables
and business cycle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unemployment rates are largely
explained by technology shocks, which affect the labor demand side, as well as
labor supply shocks. In addition, wage bargaining shocks originating from the
bargaining process between firms and workers have non-negligible negative effects
on output and employment growth, and careful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limit
their advers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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