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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 임금 변수를 1998∼2012 기간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외국 연구 문헌들과 비교해 본 결과 명목
임금은 매우 유연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
나고, 실업률이 일정 수준(약 4% 초반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실업률
이 볼록함수 형태를 띠면서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목임금은 실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심한 경기후퇴기를 맞이할 경우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단기
근속자와 비교하여 장기 근속자 (최소 15년 이상) 집단에서, 상용직
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그리고 비노조보다는 노조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명목임금의 유연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사업체조사 자료와
KLIPS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실질임금은 경기변동상 매우 유연하
게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경기순행성은 외환위기 이
후 특히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그 실질임금의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인 방
향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결과는 임금경직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혹은 임금경직성을
전제로 하여 다른 거시경제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과 불
일치하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실업변동의 원인으로서의 임금경직성
의 중요성을 반감시킨다. 저임금 노동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분석 결
과 실질임금이 고임금 산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에서 경기변동상 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산업 간 임금격차는

ⅱ

저임금부문의 임금유연성에 관한 연구

경기상승기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저임금 산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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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명목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이하 DNWR)이라는 믿음은 적어도 Keynes(1936)의 연
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Keynes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임금
의 삭감은 모든 근로자들이 경험하게 되므로 큰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지
만 특정 근로자 집단에 대한 명목임금의 삭감은 해당 집단의 상대임금
삭감을 유발하게 되므로 보다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보다 일반적으
로 근로자들은 명목임금의 삭감과는 달리 (화폐착각에 의해) 인플레이션
에 의한 실질임금의 삭감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실 경제학자
나 정책입안자 모두 화폐정책의 주 목적은 물가안정에 있다는 데에는 동
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는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는 학자들도 있는데(예를 들어, Tobin, 1972; Holden, 1994; Akerlof,
Dickens, & Perry, 1996) 그 주된 논거는 바로 DNWR이다. 즉 저인플레
는 해당 경제 내에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할 경우 실질임금의 상승압
력을 유발하여 균형실업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거시경제
학자들은 DNWR(보다 정확하게 언급하여 DNWR과 저인플레이션의 상
호작용)의 경제적 비용은 바로 실업이라고 믿어 왔다. Akerlof et
al.(1996), Holden(1994) 등은 동태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DNWR의
거시경제학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명
목임금의 경직성을 제도나 합리성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Akerlof and Yellen(1985), 그리고 실증적으로는
*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과정에서 주된 내용은 박선영․신동균(2014), 노동경제논집
제37권 2호에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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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1997) 등의 연구들이 메뉴 코스트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화폐착각
(money illusion) 가설과는 달리 합리성에 근거한 주장으로서 경직성의
방향도 DNWR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대칭적(symmetric rigidity)인 현상
을 나타낸다. 나아가 계약의 장기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예를 들어,
Mankiw & Romer, 1991)도 역시 임금변동이 양방향으로 유연할 수만은
없음을 시사하며, MacLeod and Malcomson(1993), Holden(1999) 등은
임금계약의 변경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1)
하방경직성이든 대칭적 경직성이든, 이러한 경직성에 근거한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바는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유연하게 조정되
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
(Solon, Barsky & Parker(1989)의 요약 참고)은 거시적 시계열 임금 자
료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이 경기변동 지수와 무관함을 보였다. 그러나
Solon, Barsky & Parker(1994, 이하 SBP)에 의해 체계적으로 밝혀졌듯
이, 기존 연구들이 흔히 사용하여 왔던 거시적 시계열 임금 자료(대표적
으로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자료)는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
동력 구성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경기역행적인 편의를 가지고
있다. 즉 BLS 임금 자료는 경기하강기와 비교하여 경기상승기에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큰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개인
임금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구성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procyclical)으로 움직임을 밝혔다. Martins,
Solon, and Thomas(2012)는 개인패널 자료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을 정
리하면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 정도는 고용의 경기순
행성 정도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는 단기 노동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
력성이 대략 1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명목임금의 경직성 내지 유연성을 직접 검증
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패널연구들이 경기
상황에 대한 평균임금의 반응 패턴 및 정도를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들
1) 그러나 DNWR와는 달리 대칭적 경직성의 경우 인플레이션은 실업을 낮추는 효
과를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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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기와는 무관하게 두 조사 시점 사이에서 개인들의 명목임금 변동을
계산하고, 이 변동의 횡단면적 분포를 도출한 후 그 도출된 경험적 분포
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경직성에 의해 어떤 형태로 왜곡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실증분석 연구들은 경직성과 유연성에 대한 혼재
된 주장을 하고 있다(MacLaughlin, 1994; Card & Hyslop, 1996; Kahn,
1997; Altonji & Devereux, 1999; Elsby, 2009; Smith, 2000; Nickell &
Quintini 2003; Daly, Hobijn, & Lucking, 2012; Elsby, Shin, & Solon,
2013). 예를 들어, Kahn(1997)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자료에 근거한 연구는 메뉴 코스트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Smith
(2000)는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이 하방으로 매우 유연함을 밝혔다. 또한 그녀는 Kahn(1997)의
연구를 포함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서베이를 통하여 획득한 개인 임금 자
료에 존재하는 측정오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임금경직성의 정
도를 상당히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에 Elsby,
Shin, and Solon(2013, 이하 ESS)은 측정오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New
Earnings Survey 자료(이 자료는 임금대장으로부터 추출됨)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명목임금은 하방으로 매우 유연하게 조정되며, DNWR에 대
한 증거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나아가 저인플
레이션과 DNWR의 상호작용으로 최근 금융위기 기간의 고실업을 설명하
기에는 이에 반하는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들이 존재함을 보였다.
임금경직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나 측정방법상의 이슈들 혹은 분
석 결과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이 글의 일차
적인 목적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는, 혹은 경직성에 근거하여 실업변동
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거시경제학 이론들의 현실적 타당성을 한국
의 노동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보다 중요하게 본고에서는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매우 유연
하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명목임
금의 유연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의 성
격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의 연구 결
과는 명목 및 실질임금이 일반적으로나 경기충격에 대해서나 유연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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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① 한국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이 (경기
와 무관하게) 얼마나 유연하거나 혹은 경직적인가, 그리고 그 명목임금
이 노동시장의 경기상황이나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되어 가
는가, ② 실질임금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얼마나 경직적인가 그리고 실
질임금이 경기상황에 맞추어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되어 가는가, ③ 실질
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이 저임금 산업과 고임금 산업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이 세 질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이 세 질문들은 이미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노동시장들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외국의 연구들에
서 각각 다루어진 주제들이다. 이에 이들과는 경제 체질이나 제도가 다
른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의 경우에 대해 동 주제를
연구․비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명목 및 실질임금의 유연성 내지 경직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
과들을 한국 자료로 단순히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본고에서는 그
동안 기존 연구들에서 각각 다루어져 온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유연성
연구를 하나의 분석에 통합시키고 이를 통하여 실질임금의 (경기변동
상) 유연성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ESS의 모형을 확
대하여 다소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온 두 집단의 연구 결과들(즉 명목임
금 유연성 연구 결과와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연구 결과) 사이에 체계
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인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이 경기
순행적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어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역할보다는 명목
임금 자체가 매우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이며, 특히 경기하강기 명목임금
이 하방으로 유연하게 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자들로 하여금 명목임금이 하방으로 유연하다는 사실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그 유연성의 결정요인들
을 분석하고자 한다. 명목임금 유연성이 근속기간, 노조가입 유무, 학력,
성, 종사상 지위 등 다양한 집단 사이에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며, 경기
상황이 명목임금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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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ity)을 아울러 고려한다.
넷째, 한국에서는 최초로 임금유연성 연구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측정오차 문제를 다룬다. 차후에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연구 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의 임금에 대한 패널
자료가 필요하며, 경기변동성 연구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패널 자료가 요
구된다. 한국도 이제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이하 KLIPS)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에 걸쳐 이용가
능하기 때문에 임금의 경기변동성 연구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으나 첫 번
째 주제, 즉 명목임금의 경직성/유연성 정도 평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
게는 서베이(survey)를 통하지 않고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집계한 자료
(administrative data)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임금변동의 특성
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 결과가 서베이 자료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에 의
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LIPS 자료에 근거한
본 연구의 분석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질문들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할 수 없
음을 미리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동 주제에 대한 외국의 많은 연
구들도 이미 서베이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왔기에 이들과의 비교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② 특히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하
겠지만) 앞의 세 이슈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슈들은 비교적 측정오
차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③ 차후 한국에서 집계 자료가 이용가능해질
경우 이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
써 한국에서 서베이를 통하여 획득된 임금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의
성격과 정도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가진다.
다섯째, 저임금 노동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임금의 유연성을 1차 부
문과 2차 부문 각각에 대해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저임금 산업 보호정
책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1차
부문의 임금은 노동조합, 장기계약, 효율적 임금의 존재 등의 경기변동상
다소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비해 2차 부문의 임금은 수요-공급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되어간다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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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예를 들어, McDonald & Solow, 1985; Bulow & Summers, 1986).
이는 결국 산업 간 임금격차가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면 실질임금이 고
임금 산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에서 비례적으로 보다 크게 증가하여 저임
금 산업 근로자 보호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과연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저임금
산업에서 보다 경기순행적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는
실업변동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실업의 발생 및 변동의 대부분은 저임금 산업에서 이루어지므로 분
석 결과 실질임금이 저임금 산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나타날 경우 저임금
산업에서의 나아가 전반적인 실업의 발생과 변동의 원인을 임금경직성
외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인
KLIPS 자료에 나타난 임금변수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 제3장에서는 명
목임금의 유연성/경직성 정도를 논하며, 프로빗 모형 추정을 통하여 어
떤 특성을 갖는 개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명목임금 삭감을 경험하는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지수를 이용한 경직성 논의를 수행하여 이에 대
한 한계점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제5장에서는 서베이 자료인 KLIPS와
1970년대 이래로 장기간에 걸쳐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구축해 온 고용노
동부의 사업체 자료들을 함께 이용하여 명목 및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되는가를 분석한다. 제3장과 제5장의 적절한
부분에서는 두 장들 사이의 주제의 연계성에 대해 논한다. 제6장에서는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을 저임금 산업과 고임금 산업 각각에 대해 분
석․비교한다. 그 중요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6장을 참고하기 바란
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논하
며, 본고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아울러 논문 전
체를 통하여 적절한 자리에서 서베이를 통하여 획득된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응답 및 코딩 에러)가 분석 결과를 어떻게 왜
곡시키는가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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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론들을 검증한다는 의미에서의 임금 경직성/유연성 분석에
는 당연히 첫째, 노동의 가격의 의미를 지닌 시장임금이 사용되어야 하
고, 둘째, 그것도 단위당 가격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노동의 가격변수로서 KLIPS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들이 나타난다. 첫째, KLIPS는 시장임금을 직접 조사하고
있지 않아서 현 연구를 포함한 많은 노동시장 분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
다. KLIPS가 조사 1차 연도부터 수집하여 온 임금변수는 시장임금이 아
니라 제도에 의해서 변형된 세후의 월평균 급여이다. 7차 연도부터는 세
금 납부액을 조사하고 있으나 설문 문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두 변수의
합을 시장소득 변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급여를 물어볼 때에는 단순히 ‘세후’라는 표현을 쓰지만 바로 이
어서 월 세금 납부액을 물어보는 단계에서는 이 세금 납부액에 ‘연금이
나 보험을 제외’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문제는 세후 월평균 급여
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기에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포함시키라는 표현
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 납부액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응답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
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보험료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혹자는 설문 의도대로
소득세만을 제외시킬 것이다. 둘째, 세후 월평균 급여와 월 세금 납부액
의 합이 시장임금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두 변수의 합으로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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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장임금 변수는 심한 측정오차 문제를 안게 된다. 시장임금을 직접
조사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후 임금과 세금을 각각 조사하여 더한 경우
유도된 시장임금 변수는 세후 임금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와 세금 변
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두 변수 상
에 나타난 측정오차가 과연 고전적 가정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의 여지가 있다. 셋째, 임금 변수를 7차 연도(2004년조사)부터 사용할 경
우 표본 기간은 지나치게 줄어들어 추세 연구나 (본고에서처럼) 노동시
장의 경기변동성 연구에 부적합하게 된다. 2004년 이래 한국의 노동시장
은 (다행히도) 주요 경기후퇴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임금 측정 단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노동경제학 전통에
따르면, 임금 분석 단위로서 흔히 시간을 사용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의 실증분석 연구들도 시간당 임금률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이유들로 기본적으로 월급여를 임금변수로 사용한다. 우선, 한국
에서는 임금 산정이나 지불이 대부분 월 단위로 되어 있다. KLIPS 자료
로 계산해 본 결과, 총 응답자 중 임금 산정이 월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의 비율은 대략 80%를 웃도는 반면 시간급이라고 응답
한 근로자들의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CPS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해 본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
급 근로자의 비중은 대략 40% 정도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 주
제에 대한 외국 연구는 대부분 시간급 근로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시간급 근로자들이 직접 응답한 시간당 임금률은 노동의 가격으로
서 가장 투명하고 또한 근로시간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임금 산정 시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 변동을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월평균 개념으로 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서 월 단위의 시간 변동을 오히려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사무직은 물론이려니와 심지어 생산직의 경우도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그러하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임금협상 결과나 공식 임금상승률
발표를 월 단위로 해온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KLIPS에서도 월 근로시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여를 월 근로시
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률을 제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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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and Hyslop(1996)이 지적하였듯이, 서베이를 통하여 습득된 근로
시간 변수는 심한 측정오차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조된 시
간당 임금률은 심한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 바로 이 이유로 인하여 동 연
구는 임금경직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주급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주급
을 주당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지 않고 주급 자체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세후 월급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6차 연도
조사 이후로(2004년부터) 표본 기간을 한정하고, 이 기간에 대해 제조된
‘시장임금’을 이용한 분석을 아울러 수행한다. 한편 외국 연구와의 비교
목적상 단위당 가격으로서의 임금의 의미를 최대한 살린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여서는 ① 월급여를 사용하되 다양한 표본 제약을 통하여 근로시
간의 변동을 최대한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와 ② (비록 근로시간 변수의
측정오차 문제가 있지만) 월급여와 월 근로시간의 비율로 도출되는 시간
당 임금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아울러 제시한다. 시간당 임금률로
분석할 경우 근로시간 변수의 측정오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와 초과근로를 수행한 응답자들을 표본
에서 제거하였다. 이 표본 제약을 통하여 적어도 초과근로시간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 문제는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초과근로를 수행한 응
답자를 표본에서 제거하는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이유는 초과근로 변수
에 결측치가 지나치게 많아 이 변수를 사용할 경우 표본 규모가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사실 실업에 대한 시사점을 염두에 두면 분석의 대상은 시간당 노동의 가격이 아
니라 여기에 근로시간을 곱한 총 급여, 나아가 각종 비임금 인건비를 모두 포함시
킨 총보상(compensation)이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임금변동에 대한
적절한 분석단위 기간이 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임금협상과 조정이 연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연간 총보상(annual compensation)이 가
장 적절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KLIPS는 작년 일 년 동안 획득한 총급여에
대한 정보를 7차 연도 이후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사용될 월급
여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노동의 가격인 시간당 임금률과 노동비용의 의미를 지닌
연간 인건비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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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목임금의 유연성/경직성

기존의 연구 방법을 따라서 임금의 유연성 내지 경직성을 연구하기 위
해서는 우선 개인 단위의 임금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한다. 기본 전략
을 두 조사 시점 사이에 직업변동을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이하 근속자)
들을 대상으로 두 시점 사이의 로그(명목) 임금의 변동을 계산한 후 이
명목임금 변동의 횡단면적 상대도수 분포를 유도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
경험적 분포에서 명목임금이 동결된 근속자들의 비중과 명목임금이 삭감
된 근속자들의 비중을 각각 명목임금 경직성과 유연성의 척도로 사용하
였다. 명목임금이 연속 변수라는 전제 하에 두 조사 시점들에서 명목임
금이 완벽하게 같을 확률은 이론적으로 영(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
목임금 동결의 확률이 양의 값으로 관찰된 것은 (예를 들어) 명목임금
삭감에 직면한 근로자들 중 적어도 일부가 저항에 의해 ‘삭감’ 대신 ‘동
결’을 경험하기 때문이다.3) 한편 근속자들에 한정하는 이유는 직업변동
을 경험하는 근로자(이하 전직자)들의 임금변동에는 설명하기 힘든 다양
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임금경직성이 노동시장의 지배적
인 현상일 경우 이는 근속자 집단의 임금변동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다.
3) 임금경직성의 특별한 형태인 (명목임금이나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은 기본적으
로 분포의 비대칭성을 의미하는데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자들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한
편 메뉴 코스트의 존재는 명목임금이 양방향으로 경직적임을 시사한다. 결국 기
존연구들이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경직성 척도(즉 명목임금이 동결된 근속자들의
비중)는 하방경직성과 대칭적 경직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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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업변동은 실업자 집단으로의 유입과 실업자 집단으로부터의 유출
에 의해 발생하므로 실업변동의 원인을 임금경직성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는 채용 시의 임금이 얼마나 경직적인가와 채용 이후의 임금이 얼마나
경직적인가를 모두 다루어야 할 것이다.4) 전자는 실업기간 변동, 후자는
실업 발생 빈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ESS 연구에서도 강조하였
듯이, 아직까지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접근 방법론은 개발되지 않았
다. 한편 근속자는 특정 연도 조사 시점에서 보고한 근속기간이 해당 조
사 시점과 그 이전 연도의 조사 시점 사이의 시간 거리보다 더 긴 경우
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을 따라서 임금변동의 관찰 주기는 연 단위로
한다. 사실 개념적으로 볼 때 명목임금이 완벽하게 유연하다고 주장하기
는 어렵다. 결국 임금조정이 매 나노초(nanosecond)마다 조정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를 들어) 10년의 조정 기간을 둘 경우 어느 개인
이나 어느 일자리에서도 임금은 변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는 임금협상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연 단위(business
cycle frequency)에서 임금변동이 얼마나 유연하거나 경직적인가, 그리
고 임금이 경기상황에 얼마나 충분하게 반응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1. 명목임금은 얼마나 유연한가, 혹은 경직적인가?
<표 3-1>과 <표 3-2>는 각각 월급여와 시간당 임금률의 유연성과
경직성을 다양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보고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
서 선호하는 임금변수인 월급여를 이용하여 분석한 <표 3-1>의 결과를
보자. 제1열은 임금변동을 계산할 두 시점(연도)을 나타내며, 제2열의 수
치들은 두 연도 중 시작(    ) 연도에서의 실업률을, 그리고 제3열의 수
치들은 두 연도 사이의 (생산자물가지수로 계산한)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다. 제4열부터 제19열에서는 세전 월급여와 세후 월급여 두 변수를 이용
4) 물론 보다 정확하게는 임금의 경직성이 아니라 노동비용의 경직성을 다루어야 하
나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고에서도 임금에 초점을
둔다.

인플레이션
(생산자물가
상승률)

1999-1998

0.070

-0.021

2000-1999

0.063

0.020

2001-2000

0.041

-0.005

2002-2001

0.038

-0.003

2003-2002

0.031

0.022

2004-2003

0.034

0.059

2005-2004

0.035

0.021

2006-2005

0.035

0.009

2007-2006

0.033

0.014

2008-2007

0.030

0.082

2009-2008

0.030

-0.002

2010-2009

0.034

0.037

2011-2010

0.034

0.065

2012-2011

0.030

0.007

<표본 1>:
근속자 표본 전체
명목임금이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
삭감된 응답자
비율
비율
세전
세후
세전
세후
0.134
0.432
[1,670]
[1,670]
0.164
0.305
[1,646]
[1,646]
0.145
0.269
[1,575]
[1,575]
0.141
0.224
[1,697]
[1,697]
0.148
0.238
[1,786]
[1,786]
0.130
0.268
[1,997]
[1,997]
0.096
0.119
0.272
0.261
[2,001] [2,002] [2,001] [2,002]
0.075
0.152
0.312
0.274
[2,065] [2,065] [2,065] [2,065]
0.081
0.156
0.305
0.273
[2,214] [2,214] [2,214] [2,214]
0.096
0.170
0.279
0.245
[2,280] [2,279] [2,280] [2,279]
0.085
0.195
0.404
0.342
[2,317] [2,318] [2,317] [2,318]
0.078
0.193
0.334
0.287
[2,371] [2,371] [2,371] [2,371]
0.112
0.230
0.304
0.238
[2,897] [2,901] [2,897] [2,901]
0.099
0.224
0.302
0.247
[2,959] [2,968] [2,959] [2,968]

<표본 2>:
(표본 1) - (초과근로 및 성과급)
명목임금이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
삭감된 응답자
비율
비율
세전
세후
세전
세후
0.157
0.433
[1,122]
[1,122]
0.173
0.301
[1,150]
[1,150]
0.166
0.273
[1,181]
[1,181]
0.172
0.226
[1,217]
[1,217]
0.166
0.250
[1,414]
[1,414]
0.162
0.280
[1,480]
[1,480]
0.130
0.160
0.286
0.276
[1,502] [1,502] [1,502] [1,502]
0.107
0.178
0.320
0.287
[1,477] [1,477] [1,477] [1,477]
0.103
0.185
0.326
0.277
[1,599] [1,601] [1,599] [1,601]
0.131
0.206
0.286
0.247
[1,619] [1,620] [1,619] [1,620]
0.117
0.215
0.395
0.341
[1,644] [1,644] [1,644] [1,644]
0.104
0.214
0.330
0.282
[1,701] [1,701] [1,701] [1,701]
0.140
0.267
0.315
0.239
[2,100] [2,102] [2,100] [2,102]
0.118
0.255
0.308
0.251
[2,155] [2,153] [2,155] [2,153]

<표본 3>:
(표본 2) - (임시․일용)
명목임금이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
삭감된 응답자
비율
비율
세전
세후
세전
세후
0.153
0.440
[911]
[911]
0.178
0.299
[872]
[872]
0.157
0.268
[908]
[908]
0.177
0.213
[924]
[924]
0.154
0.231
[1,090]
[1,090]
0.143
0.260
[1,133]
[1,133]
0.112
0.146
0.274
0.263
[1,131] [1,131] [1,131] [1,131]
0.088
0.172
0.311
0.271
[1,124] [1,124] [1,124] [1,124]
0.085
0.175
0.307
0.256
[1,197] [1,199] [1,197] [1,199]
0.108
0.199
0.296
0.250
[1,208] [1,209] [1,208] [1,209]
0.109
0.224
0.395
0.328
[1,232] [1,232] [1,232] [1,232]
0.090
0.209
0.321
0.275
[1,270] [1,270] [1,270] [1,270]
0.125
0.270
0.327
0.242
[1,508] [1,510] [1,508] [1,510]
0.102
0.266
0.305
0.237
[1,536] [1,534] [1,536] [1,534]

<표본 4>:
(표본 3) - (라운드 숫자)
명목임금이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
삭감된 응답자
비율
비율
세전
세후
세전
세후
0.107
0.453
[644]
[644]
0.129
0.284
[637]
[637]
0.110
0.296
[646]
[646]
0.150
0.216
[634]
[634]
0.109
0.231
[707]
[707]
0.110
0.239
[708]
[708]
0.098
0.108
0.254
0.251
[845]
[845]
[845]
[845]
0.080
0.108
0.297
0.285
[758]
[758]
[758]
[758]
0.092
0.129
0.283
0.256
[753]
[753]
[753]
[753]
0.092
0.130
0.275
0.256
[772]
[771]
[772]
[771]
0.086
0.127
0.361
0.336
[684]
[684]
[684]
[684]
0.070
0.121
0.315
0.300
[669]
[670]
[669]
[670]
0.096
0.156
0.304
0.260
[757]
[757]
[757]
[757]
0.087
0.169
0.268
0.245
[792]
[792]
[792]
[792]

주 : 한국노동패널. 모든 표본에 사용된 공통적인 제약들로서는 ① 25-59세의 임금근로자 ② 학생 제외 ③ 두 연도 사이의 고용주 변동이
없었던 근속자 ④ 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⑤ 매년 양으로 관찰된 월급여의 상하 1% 극단값 제거. 대괄호 안의 숫자들은 표
본 수를 나타냄. 라운드 숫자(Round number)란 월급여가 50만 원의 배수로 나타나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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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명목임금의 경직성/유연성 : 월급여

<표 3-2> 명목임금의 경직성/유연성 : 시간당 임금률
인플레이션
(생산자물가
상승률)

1999-1998

0.070

-0.021

2000-1999

0.063

0.020

2001-2000

0.041

-0.005

2002-2001

0.038

-0.003

2003-2002

0.031

0.022

2004-2003

0.034

0.059

2005-2004

0.035

0.021

2006-2005

0.035

0.009

2007-2006

0.033

0.014

2008-2007

0.030

0.082

2009-2008

0.030

-0.002

2010-2009

0.034

0.037

2011-2010

0.034

0.065

2012-2011

0.030

0.007

<표본 1>:
전체 근속자 표본
명목임금이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
삭감된 응답자
비율
비율
세전
세후
세전
세후
0.046
0.496
[1,291]
[1,291]
0.049
0.365
[1,320]
[1,320]
0.054
0.333
[1,230]
[1,230]
0.050
0.320
[1,270]
[1,270]
0.049
0.282
[1,358]
[1,358]
0.040
0.292
[1,591]
[1,591]
0.037
0.045
0.294
0.290
[1,672] [1,671] [1,672] [1,671]
0.034
0.061
0.323
0.311
[1,733] [1,735] [1,733] [1,735]
0.044
0.084
0.316
0.301
[1,838] [1,840] [1,838] [1,840]
0.036
0.074
0.329
0.312
[1,848] [1,846] [1,848] [1,846]
0.045
0.102
0.386
0.360
[1,829] [1,832] [1,829] [1,832]
0.039
0.106
0.360
0.334
[1,819] [1,825] [1,819] [1,825]
0.064
0.131
0.319
0.286
[2,217] [2,218] [2,217] [2,218]
0.067
0.146
0.310
0.280
[2,310] [2,309] [2,310] [2,309]

<표본 2>:
(표본 1) - (초과근로 및 성과급)
명목임금이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
삭감된 응답자
비율
비율
세전
세후
세전
세후
0.048
0.525
[788]
[788]
0.054
0.380
[831]
[831]
0.057
0.339
[811]
[811]
0.063
0.339
[805]
[805]
0.054
0.285
[968]
[968]
0.051
0.315
[1,118]
[1,118]
0.047
0.058
0.309
0.305
[1,141] [1,136] [1,141] [1,136]
0.049
0.078
0.358
0.347
[1,117] [1,117] [1,117] [1,117]
0.050
0.078
0.339
0.324
[1,196] [1,198] [1,196] [1,198]
0.046
0.081
0.341
0.329
[1,183] [1,184] [1,183] [1,184]
0.065
0.112
0.373
0.353
[1,178] [1,180] [1,178] [1,180]
0.050
0.111
0.366
0.340
[1,169] [1,171] [1,169] [1,171]
0.080
0.158
0.346
0.304
[1,431] [1,434] [1,431] [1,434]
0.068
0.152
0.325
0.305
[1,489] [1,489] [1,489] [1,489]

<표본 3>:
(표본 2) - (임시․일용)
명목임금이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
삭감된 응답자
비율
비율]
세전
세후
세전
세후
0.050
0.528
[716]
[716]
0.054
0.377
[710]
[710]
0.051
0.330
[703]
[703]
0.062
0.328
[695]
[695]
0.054
0.282
[856]
[856]
0.045
0.307
[973]
[973]
0.040
0.054
0.314
0.309
[989]
[985]
[989]
[985]
0.039
0.069
0.368
0.357
[963]
[963]
[963]
[963]
0.039
0.070
0.336
0.322
[1,037] [1,039] [1,037] [1,039]
0.043
0.080
0.350
0.336
[1,010] [1,010] [1,010] [1,010]
0.060
0.111
0.369
0.349
[997]
[1,000]
[997]
[1,000]
0.048
0.114
0.355
0.327
[979]
[982]
[979]
[982]
0.079
0.170
0.340
0.293
[1,124] [1,126] [1,124] [1,126]
0.058
0.155
0.334
0.307
[1,177] [1,177] [1,177] [1,177]

<표본 4>:
(표본 3) - (라운드 숫자)
명목임금이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
삭감된 응답자
비율
비율
세전
세후
세전
세후
0.042
0.531
[505]
[505]
0.044
0.354
[526]
[526]
0.036
0.335
[504]
[504]
0.039
0.346
[459]
[459]
0.037
0.282
[563]
[563]
0.037
0.302
[615]
[615]
0.036
0.039
0.298
0.295
[749]
[745]
[749]
[745]
0.030
0.049
0.355
0.355
[657]
[656]
[657]
[656]
0.047
0.056
0.324
0.319
[663]
[664]
[663]
[664]
0.038
0.052
0.333
0.332
[660]
[659]
[660]
[659]
0.048
0.068
0.354
0.346
[560]
[561]
[560]
[561]
0.039
0.069
0.351
0.344
[533]
[535]
[533]
[535]
0.058
0.099
0.319
0.294
[586]
[588]
[586]
[588]
0.044
0.092
0.308
0.308
[639]
[639]
[639]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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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노동패널. 시간당 임금률=월급여/(주 정규근로시간×4.3). 모든 표본에 사용된 공통적인 제약들로서는 ①) 25-59세의 임금근로자 ② 학
생 제외 ③ 두 연도 사이의 고용주 변동이 없었던 근속자 ④ 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⑤ 매년 양(+)으로 관찰된 월 급여의 상하
1% 극단값 제거. 대괄호 안의 숫자들은 표본 수를 나타냄. 라운드 숫자(Round number)란 월급여가 50만 원의 배수로 나타나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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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양한 표본 제약을 가하면서 임금경직성과 유연성의 정도를 추
정․보고하고 있다. 대괄호 안의 수치들은 표본-연도별 차분된 관측치의
수를 나타낸다. 모든 표본에 사용된 공통적인 제약들로서는 ① 25-59세
의 임금근로자, ② 학생 제외 ③ 두 연도 사이의 고용주 변동이 없었던 근
속자, ④ 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⑤ 매년 양으로 관찰된 월급
여의 상하 1% 극단값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표본 1>은 이상의 공통
제약만을 부과한 전체 표본을 지칭하고, <표본 2>는 <표본 1>에서 초
과근로를 수행한 자와 성과급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근로한 자를
제외한 표본이다. 한편 <표본 3>은 <표본 2>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
들을 제거한 표본이다. 결국 <표본 3>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 근속자
로서 초과급여나 성과급이 없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연도 사이에 임금변동, 특히 임금삭감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한편 <표본 4>에서는 <표본 3>에 포함된
응답자들 중 시작 연도 기준 50만 원의 배수(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등)로 월급여를 보고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제
거하였다. 이는 서베이 임금변수에 흔히 존재하는 라운딩(rounding) 오
차가 만들어내는 임금동결의 현상를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차후 결과를 보고할 때 보충설명을 하겠다. 한편 각 표본에 대해 네 열의
추정치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첫 두 열의 추정치들은 임금경직성의 정도
를 나타내고, 나머지 두 열의 수치들은 임금유연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각각에 대해 세후 임금과 ‘시장임금’(2005-2004 기간)을 모두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본 1>을 이용하여 계산
한 결과 1999-1998 기간 세후 월급여 기준 명목임금 동결을 경험한 근속
자와 삭감을 경험한 근속자의 비중은 각각 13.4%, 43.2%로 나타났다. 한
편 <표 3-1>과 <표 3-2>를 포함하여 본고에서 KLIPS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는 모두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가중치를
사용하여도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5)
5) 사실 <표 3-1> 및 <표 3-2>를 포함하여 KLIPS 자료를 이용한 본고의 대부분의
분석은 차분된 관찰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분된 관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
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대안으로 KLIPS에서 보고하고 있는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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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 3-1>에 제시된 추정치들로부터 관찰되는 사실들을 자세하
게 논하기 전에 그림을 이용하여 명목임금 변동의 경험적 분포를 개괄적
으로 파악해 보자. [그림 3-1]에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표
3-1>의 <표본 4>를 이용하여 세후 월급여 변수에 나타난 임금변동의
경험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6) [그림 3-1]에서 영(0)에서 그린 가는 실
선들은 각 표본에서 명목임금이 동결된 응답자들의 비중을 나타낸다. 영
의 바로 우측 막대는 명목임금의 로그값의 변동이 영보다 크지만 0.02보
다는 작거나 같은 근속자들의 비중을, 그 바로 우측의 막대는 임금변동
이 0.02보다는 크지만 0.04보다는 같거나 작은 응답자들의 비중을 나타낸
다. 영의 좌측 구간들도 대칭적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분포의
중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임금변동 상황을 보다 잘 도식화하기 위해 우측
[그림 3-1] 로그 명목임금 변동의 경험적 분포<표본 4>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각각 사용하여 두 연도 사이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를 개인 단위의 차분된 관찰치에 대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보았다. 그러나 어떤 종
류의 가중치를 사용하든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어, <표 3-1>의 마
지막 열에서 <표본 4>로 추정한 1999-1998 기간 세후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가
중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0.453으로 나타났다. 이를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
중치를 이용하여 재추정할 경우 각각 0.458, 0.457로 나타났다. 과연 차분된 관찰
치에 대한 가중치로서 평균값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6) 표본을 달리하거나 세전 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나아가 <표 3-2>의 분석에
서처럼 시간당 임금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략적인 분포의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나머지 연도들에 대한 그림들은 독자들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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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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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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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계속

마지막 막대는 로그 명목임금의 변동이 0.6보다 큰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좌측 마지막 막대는 -0.4보다 작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에 제시된 분포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분포들에 나타난 무게 중심은 영(0)보다 크다. 이는 생애주
기상의 임금증가를 반영하는 바, 이에는 생애주기상의 생산성 증가에 의
한 실질임금의 증가 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둘째, 분포의 분산은 매우 크다. 독자들은 <표본 4>가 상용직 임금근
로자들로서 근속자들이고, 또한 정규근로시간만을 제공하였으며, 성과급
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들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즉 이들의 임금변동
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근속자 집단에서조차 임금변동의 분산은 매우 커 보인다. 이는
다른 조건들(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불변일 경우 초임(entry wage)의
경직성으로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적 중요성을 반감
시키게 된다.7) 그 이유를 ESS의 논거를 이용하여 설명하여 보자. 적어
7) Shimer(2004), Hall(2005), Kennan(2010) 등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
는 실업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Mortensen and Pissarides(1994)의 매칭 모형에
다양한 형태로 초임의 경직성을 가미시켰다. 예를 들어 Shimer(2004: 469)를 인
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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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Becker(1962) 이래로 노동경제학계에서는 채용의 결정이 초임만이 아
니라 신규로 채용될 근로자가 채용 시점부터 예상 이직 시점까지 사용자
에게 가져다줄 미래의 모든 실질순이익(한계실질생산-실질임금)의 현재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어 왔다. 이 계산에 따르면 비록 채용 시점에
서의 실질임금이 (초임의 경직성 등의 요인으로) 한계실질생산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채용 후 근속기간 동안 임금을 ‘얼마든지’ 생산성에 따
라 조정할 수 있으므로(근속자의 임금변동의 분산이 상당히 크다는 것의
의미임) 채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초임의 중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모든 그래프에서 임금경직성의 규모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표본 4>로 계산한 세후
임금의 경직성의 정도는 최소 10%에 달하고 있다.
넷째, 상당한 정도의 임금경직성이 관측되는 동시에 임금유연성의 증
거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시 아래에서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두
시점 사이에서 명목임금의 삭감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비중은 (비록 연도
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5%를 웃돈다.
다섯째, 분포의 모양을 보면 명목임금 동결(가는 실선) 주위에서 낮은
빈도가 관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서베이 자료(예를 들
어 PSID나 Current Population Survey(CPS))에 근거한 미국의 연구들
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Kahn(1997)은 이를 메뉴 코스트의 증
거라고 믿었으나, ESS는 이러한 현상이 실제의 현상이 아니라 라운딩
(rounding) 오차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실 위에 열거된 분포의
“…… Although the model's behavior does not depend on the extent of wage
flexibility in existing employment relationships, it is dramatically altered if
the wage for new hires is independent of the current state of aggregate
productivity. In the latter case, the model easily generates large fluctuations
in unemployment vacancies.”
그러나 이 모형의 가정과는 달리 Martins et al.(2012)은 특정 일자리에서 사용자
가 지불하는 채용 시의 실질임금이 매우 경기순행적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물
론 이상의 논의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실질임금이며 본문의 분석은 명목임금에 기
초하고 있다. 다만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채용 시의 실질임금이 아무리
경직적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이후 근속기간 동안의 명목임금이 [그림 3-1]에 나
타난 것처럼 큰 변동성을 보인다면 채용 당시의 임금경직성은 실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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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 중 첫 번째를 제외하면 어느 현상도 측정오차의 문제로부터 완전
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음에서는 <표 3-1>을 이용하여 명목임금 변
동의 특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논해 보자. 논의의 초점은 과연 한국 노
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이 얼마나 경직적이거나 유연한가에 있다.
우선 <표 3-1>에서 <표본 1>, 즉 전체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자. 세후 임금으로 계산한 명목임금 경직성 정도는 가장 낮은
1999-1998의 13.4%에서 2011-2010의 23%로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ESS에 의해 상세하게 논의되었듯, 서베이 자
료로 계산한 임금경직성의 정도는 측정오차에 의해 편의를 가질 수 있다.
측정오차가 고전적 가정(classical measurement error)을 따를 경우 서
베이 자료로 계산한 경직성의 정도는 실제의 경직성 정도를 과소 평가하
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실제의 임금동결이 오차에 의해 임금변동으로 관
찰될 확률이 실제의 임금변동이 오차에 의해 임금동결로 관찰될 확률보
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답한 임금이 라운딩 현상을 보인다면 서
베이 자료로 계산한 임금경직성의 정도는 실제의 경직성 정도를 과대 평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연도에 월평균 195만 원을 받고 다음 연도
에는 월평균 204만 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응답자는 두 연도 모두에서 200
만 원이라고 응답하여 임금이 경직적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어느 형
태의 측정오차가 지배적인가는 실증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지
만 ESS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들을 라운딩 오차가 더 지배적임을 발견하
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KLIPS 자료의 경우 시장임금 변수의 사용은 용이
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2004부터 세후 임금과 세금 납부액
을 기계적으로 합하여 시장임금을 도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경직성
을 계산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시장임금의 경직성은 세후 임금의 경직성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도 일차적으로 측정오차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즉 시장임금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세
금 납부액과 세후 임금에 대한 정보를 각각 습득한 후 두 변수의 합으로
서 시장임금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세금 납부액과 세후 임금 각각에 존재
하는 측정오차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더해져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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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장임금의 측정오차의 정도를 직접 응답했을 경우의 그것보다 더 크
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시장임금으로
계산한 명목임금 경직성의 정도는 7.5%∼11.2%로 나타나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표본 1>로 계산한 임금유연성의 정도를 보면, 세후 임금을 사
용할 경우 2002-2001의 22.4%에서 1999-1998의 43.2%로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임금유연성 정도가 측정오차에 의해서 어떤 방향
으로 편의를 가지고 추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적 예측이 간단하지 않
다. 다만 다음과 같이 서베이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가 고전적 가정을
만족할 경우 서베이 변수로 계산한 임금유연성은 실제의 유연성을 과대 평
가하게 된다. 우선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명목임금의 참값, 측정오
차, 그리고 서베이를 통하여 습득한 명목임금을 각각  ,  , 그리고   로
표기하자. 현재의 분석이 두 연도 사이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고 명목
임금이 생애주기상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

           그리고                라고 하
자. 한편       로서 모든 연도에서       ,  ≠  일 때

        , 모든  와  에 대해        , 모든 연도에서
      와        , 그리고 (역시 일반성 상실 없이)  와

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P r        
     


(1)

      

P r         

 

가 성립한다. 식 (1)에 따르면 측정오차에 의한 임금유연성 정도의 과대
평가 문제는 임금이 생애주기상 증가하는 한 발생하게 된다. 얼마나 과
대 평가될 것인가는 참값의 분산과 오차의 분산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KLIPS 자료로 유도된 시장임금의 경우는 어떠

24

저임금부문의 임금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가? 일단 도출된 시장임금(세전 임금)은 직접 응답했을 경우의 시장임
금과 비교하여 보다 복잡한 측정오차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식 (1)을
확대․적용하여 보면, 세금 납부액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가 고전적
가정을 만족할 경우 도출된 시장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유연성 정도는 세
후 임금(  )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의 유연성을 더욱 과대 평
가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예측은 <표 3-1>의 결과와 일치한다.
모든 표본에 대해 연도별로 두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세후 임금을 사용
한 경우보다 세전 임금을 사용한 경우 계산된 임금유연성이 더 크게 나
타나고 있다.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표본 1>에 나타난 임금경
직성 및 유연성 정도는 모두 실제의 값을 과대 평가하는 방향으로 편의
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발견과 논의는 <표본 2>에서 초과급여나 성과급을 지급받는
근속자를 제외하더라도 대체로 성립된다. 다만 초과급여나 성과급 수급
자들을 표본에서 제외할 경우 측정된 임금경직성 정도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일차적으로 초과급여나 성과급의 변동성이 기본급
의 변동성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표본 3>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표본에서 제거한 경우에도 <표본 2>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와 비교하여 추정치의 크기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라운딩 오차에 의한 임금경직성의 과대 추정 문제를 서베이 자료
자체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나 해결하기 위하여 <표본 4>에서는 전
(former) 연도 기준 보고된 세후 임금이 50만 원의 배수인 경우를 <표본
3>에서 삭제하였다. 대괄호 안의 수치들을 <표본 3>과 <표본 4> 사이
에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듯이, 이처럼 라운딩 숫자로 대답한 응답자들
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 또한 이들을 표본에서 제거한 결과, 예상대로 임
금경직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유연성 정도는

8) 물론 측정오차가 비고전적 가정을 따를 경우 결과의 해석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변수의 측정오차가 평균 회귀(mean-reverting measurement
error) 경향을 가질 수 있고, 세금 납부액의 측정오차와 세후 임금 변수에 존재하
는 측정오차가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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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에서 관찰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명목임금 경직성과 유연성
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명목임금 경직
성은 <표본 4>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운딩 오차에 의해 여전히 과
대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운딩 숫자를 10만 원 단위로 정의할
경우 명목임금의 경직성 정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표본 수
의 부족으로 더 이상의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서는 임금대장에 근거한 보다 정확한 패널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표 3-1>에 나타난 수치들을 바탕으로 명목임금의 유연성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가능할까? 특히 <표본 4>를 사용한 경
우에도 세전이나 세후 임금 모두 상당한 빈도의 임금삭감을 보고하고 있
는데 과연 이 결과를 임금유연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를 판
단하기 위해 다시 근로시간 변동의 문제와 측정오차 문제를 검토해 보자.
우선 논의의 초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당 임금률이 임금
경직성/유연성 분석에 적합한 임금변수라고 하자. 이 경우 <표 3-1>에
사용된 월급여의 변동에는 분명히 월 단위의 근로시간 변동이 포함된다.
만약 무작위로 추출된 근속자가 일한 정규근로시간이 두 조사 시점 사이
에서 감소할 확률이 증가할 확률보다 크다면 분명 월급여로 추정한 임금
삭감확률은 시간당 임금률로 추정한 임금 삭감확률보다 더 클 것이다.
이를 실증적 차원에서 판단해 보기 위해 [그림 3-2]에서는 <표본 4>에
근거하여 주당 근로시간 변동의 경험적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의
간결성을 위하여 표본을 모든 연도에 대해 합성하였다. 독자들은 <표본
4>에 포함되어 있는 응답자들이 정규근로시간만 일한 근로자들임을 재
차 상기하기 바란다.9)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정규근로시간의 변동이 크
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표본 4>의 응답자들
이 보고한 정규근로시간은 상당한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두 연
도 사이 정규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었던 근로자들의 비중은 40%를 약간
웃돌 뿐이다. 이처럼 가장 안정적인 집단에서조차 정규근로시간의 변동
9) 참고로 현재의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표본 1>에서부터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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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정규 근로시간 변동의 경험적 분포

자료 : 한국노동패널 자료. <표 3-1>의 <표본 4>를 모든 연도에 대해 합성(pool)하
여 그림.

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 실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측정오차
때문인지는 KLIPS 자료 자체로는 판단할 수 없다.10) 그러나 보다 중요
한 발견은 전반적으로 분포가 영(0)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라는 것이다. 근
로시간 변동이 -4인 근속자들의 상대도수가 +4인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나 (아마도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에 의해) 그 비중은 5%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고, 나머지 모든 값들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월평균 급여로 추정한 임금 삭감 확
률이 시간당 임금률로 계산했을 경우 도출되었을 명목임금 삭감확률을
크게 과대 평가할 가능성은 없다.
다음으로는 측정오차 이슈에 대해 논해 보자. 우선 식 (1)에서 보았듯
10) <표본 4>를 모든 연도에 대해 합성하고 그 합성된 표본을 이용하여 주당 근로
시간 분포를 유도해 본 결과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5%에
불과하며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를 상회한다. 심지어 주당 정규근로시
간이 60시간보다 같거나 큰 경우도 거의 20%에 이른다. 보고된 정규근로시간의
범위는 118시간(2시간∼120시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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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오차 효과에 의해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서베이 자료에 근거
하여 추정한 임금유연성은 실제의 임금유연성을 과대 평가하게 된다. 어
느 정도로 과대 평가할 것인가는 실증적 차원에서 판단될 성격의 것이지
만 Smith(2000)나 ESS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서베이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임금경직성은 실제의 경직성을 (라운딩 오차에 의해) 상당한 정
도로 과대 평가하고 있으나 임금유연성을 과대 평가하는 정도는 상대적
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표
3-1>에 나타난 추정치들이 한국의 명목임금의 유연성을 크게 과대 평가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는 명목임금이 상당히 유연함을 시사하고 있
다. 그 유연성의 정도를 다른 각도에서 가늠해 보기 위하여 ESS의 결과
들 중 KLIPS와 마찬가지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
해 보자. ESS는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에 나타난 개인
임금 정보를 패널 형태로 매치시키고 1981-1980부터 2012-2011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경우 명목임금 삭감을
경험한 근로자들의 비중은 약 11.2～25.5%로 나타났고 나머지 집단에 대
해서는 21.5～33.7% 정도로 나타났다. 두 연구 사이의 분석 기간의 차이
와 분석 기간 내의 경기변동 상황의 차이를 무시할 경우 <표 3-1>에서
제시된 유연성 정도는 더 크다고 (적어도 미국의 그것보다 더 작지는 않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직성과 유연성 정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
단을 위해서는 측정오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임금대장에 근거한 자료의
사용이 요구된다.
근로시간 변수의 측정오차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 3-2>에서는 기계
적으로 월평균 급여를 월 정규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률을 도
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 3-1>의 분석을 재시도하고 있다. <표 3-2>
의 추정치들을 <표 3-1>의 추정치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명목임금 경직성의 정도는 <표 3-1>보다는 <표
3-2>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일차적으로
근로시간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모든 변수
들이 측정오차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경우 월급여는 시간당 임
금률과 비교하여 두 시점 사이에서 근로시간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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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11) 예를 들어, <표본 4>를 이용하여
비교할 경우 세후 월급여로 계산한 경직성의 정도는 10.7～16.9%로 나타
나는 것과는 달리 시간당 세후 임금률을 사용할 경우 3.6～9.9%로 현저
하게 낮아진다. 여기에 세금 납부액에 존재하는 측정오차 문제까지 가세
시켜 시장임금과 정규근로시간의 비율로 시간당 임금률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임금경직성의 정도는 3.0～5.8%로 더욱 낮아진다.
둘째, 경직성의 경우와는 달리 추정된 임금유연성의 정도는 월급여 변수
로 계산한 경우보다 시간당 임금률로 계산한 경우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 또한 근로시간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판단된
다.12)

2. 언제, 그리고 누가 명목임금 삭감을 경험하는가?
앞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많은 근로자들이 명목임금의 삭감을 경험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임금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집단,
즉 상용직 근속자 중 초과급여나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 집단에서조차
(측정오차 문제를 도외시할 경우) 대략 4명당 1명이 임금삭감을 경험할
정도로 명목임금은 유연하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명목임금의
삭감을 경험하는가?
ESS는 간단한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명목임금 삭감이 경기상황이 나
쁠수록 그리고 인플레가 낮을수록 보다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보였다. 다
11) 기계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개인들에 대해 근로시간이 두 시점 사이에 불변일 때
만 월급여와 시간당 임금률의 경직성 정도는 같게 나타날 것이다.
12) Dickens et al.(2006) 등 일부 연구자들은 명목임금의 경직성 척도로서 ‘임금삭감
에 직면한 총 근속자 중 저항에 의해 임금이 동결로 관찰된 근속자들의 비중’으
로 지수화하고 있다. <표 3-1>이나 <표 3-2>에서 명목임금이 동결된 근속자
집단의 비중을 A, 삭감된 집단의 비중을 B라고 할 때 A/(A+B)로 경직성 정도
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수는 ① 근로자의 저항에 의해 명목임금이 조
금이라도 증가하는 경우는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② 명목임금 동결이 근로
자의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지 아니면 메뉴 코스트 같은 대칭적 경직성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구자들이 동의하
는 경직성 지수는 아직 구축 단계에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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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조건이 같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어느 정도 명목임
금을 올려주더라도 더 실질임금을 낮출 수 있지만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는 유의미한 실질임금의 삭감을 위해서는 명목임금을 삭감해야 할 것이
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① 이러한 기본 가설을 KLIPS 자료를 이용하
여 검증하고, ② 기본 모형을 확대하여 임금삭감 확률이 근속연수, 성, 노
조가입 여부,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인센티브 수급 여부 등 다양한 개인
특성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며, ③ 나아가 임금 삭감확률과
경기상황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가설을 확대하여 실업률이 명목임금
삭감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비선형적으로 분석한다. 즉 실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 명목임금 삭감에 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예를 들어) 외
환위기와 같은 고실업 상황에서는 명목임금 삭감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
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목임금의 경직성이나 유연성 정도
에 대한 앞 절의 분석과는 달리 이러한 특성 분석 결과는 (측정오차의
방향과 정도가 시계열상에서 다르게 나타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 하
에) 측정오차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세후 임금 변수를 사용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세전 변수를 사용하여야 하나 세전(시장) 임금은 앞서 언급한 측정오차
문제 외에도 이를 이용할 경우 연구 목적상 분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는 문제가 있다. 세전 임금을 7차 연도부터 이용할 경우 표본 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이 되며 이 기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변화는 크지
않아 강건한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세후 변수는 1998년부터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표본 기간을 1998～2012
로 확대할 경우 두 거시변수(특히 실업률)의 변화를 보다 크게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참고로 변수의 경기변동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
석 기간 안에 주요 경기변동이 적어도 1회 포함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금
융위기는 한국 노동시장(특히 실업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1>과 <표 3-2>의 수치들을 검토해 보면 세후 임금과
비교하여 세전 임금의 유연성이 (아마도 측정오차로 인하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연성의 시계열 패턴이라는 면에서는 두 변수가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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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났다.
우선 회귀분석을 시도하기 전에 <표 3-1>을 이용하여 기존의 가설이
제시하는 바대로 경기가 침체될수록,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명
목임금 삭감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검
토해 보자. 우선 어느 표본에서도 명목임금 삭감을 경험한 근속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99-1998 기간이고 그 다음으로는 20092008 기간이다. 전자는 외환위기 직후를, 후자는 최근의 금융위기 발생
직후를 나타낸다. 우선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환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았던 기간은 1999-1998이고, 그 다음으로 낮
았던 기간은 2009-2008이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림 3-3]을 보
면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할 경우 역시 가장 인플레이션이 낮았던 기간
은 1999-1998(0.8%)이었고, 2009-2008도 비록 두 번째로 낮은 기간은
아니지만 2.8%로 비교적 낮은 기간에 속한다. 한편 두 차분 연도 사이의
경기상황을 시작 연도의 실업률로 나타낼 경우 1998년의 실업률이 7%로
가장 높게 나타나 1999-1998 기간의 명목임금 삭감에 크게 기여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8년 실업률은 3%로 2009-2008 기간의 임금
삭감을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금융위
기가 실업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장률에는 어느 정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성장률로서 경기상황을 나타낼 경우
2009-2008 기간의 성장률은 0.3%로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14)
종합하면 명목임금 삭감 비율의 시계열 자료를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자
료와 대비시켜 보면 경기상황이 나쁠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명목임금이 보다 빈번하게 삭감되는 인상을 같게 된다.
보다 분석적인 논의를 위해 <표 3-3>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명목임금의 삭감확률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추정에 사용된 표본
들은 <표 3-1>에 사용된 표본들 그대로이다. 우선 <표본 1>을 사용하
여 추정한 결과를 보자. 제1열의 추정치들을 보면, 저인플레이션과 고실
14) 한편 1999-1998 기간의 성장률은 10.7%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는 외환위기 직후 연도인 1998년의 (1997년 대비) 성장률이 –5.7%
로 197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3-3> 명목임금 삭감확률에 대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월급여가 삭감된 경우=1)
<표본 1>
여성=1
직장경력
[직장경력<3]=1
[3≤직장경력<6]=1
[6≤직장경력<9]=1
[9≤직장경력<12]=1
[12≤직장경력<15]=1
[15≤직장경력<18]=1
[18≤직장경력]=1
교육연수
노조가입=1

(t-1)기 실업률
[(t-1)기 실업률]2
인센티브/초과근로=1
임시일용직=1
상수항
산업 (대분류)
관측치
Log likelihood
Prob > chi-square

<표본 3>

<표본 4>

-0.0259
(0.0192)

-0.0216
(0.0232)

-0.0252
(0.0232)

-0.0075
(0.0254)

-0.0112
(0.0254)

-0.0024
(0.0320)

-0.0060
(0.0320)

생략됨
0.0063
(0.0225)
0.0177
(0.0261)
0.0142
(0.0296)
0.0158
(0.0350)
0.0726*
(0.0396)
0.1063***
(0.0295)
-0.0045
(0.0028)
0.0619***
(0.0228)
-0.0508***
(0.0118)
0.0540***
(0.0094)

생략됨
0.0032
(0.0225)
0.0116
(0.0261)
0.0107
(0.0296)
0.0131
(0.0350)
0.0673*
(0.0396)
0.1023***
(0.0295)
-0.0059**
(0.0028)
0.0661***
(0.0228)
-0.0404***
(0.0119)
-0.5758***
(0.0869)
0.0646***
(0.0089)
-0.0548***
(0.0182)
0.0942***
(0.0259)
0.7633***
(0.2269)
통제함
28,974
-16893.404
0.0000

생략됨
0.0042
(0.0259)
0.0247
(0.0311)
0.0154
(0.0362)
0.0115
(0.0446)
0.0584
(0.0518)
0.0970***
(0.0364)
-0.0035
(0.0033)
0.0673**
(0.0321)
-0.0667***
(0.0144)
0.0515***
(0.0114)

생략됨
0.0013
(0.0260)
0.0185
(0.0311)
0.0103
(0.0362)
0.0083
(0.0447)
0.0564
(0.0519)
0.0936***
(0.0365)
-0.0046
(0.0033)
0.0688**
(0.0322)
-0.0558***
(0.0145)
-0.5375***
(0.1053)
0.0604***
(0.0107)

생략됨
-0.0104
(0.0298)
0.0107
(0.0350)
0.0185
(0.0401)
0.0315
(0.0483)
0.0471
(0.0560)
0.1059**
(0.0416)
-0.0043
(0.0038)
0.0644**
(0.0328)
-0.0417**
(0.0164)
0.0732***
(0.0126)

생략됨
-0.0123
(0.0298)
0.0056
(0.0350)
0.0134
(0.0401)
0.0292
(0.0483)
0.0451
(0.0561)
0.1032**
(0.0416)
-0.0054
(0.0038)
0.0665**
(0.0328)
-0.0292*
(0.0165)
-0.5809***
(0.1174)
0.0669***
(0.0119)

생략됨
-0.0052
(0.0368)
0.0501
(0.0439)
-0.0009
(0.0513)
0.0479
(0.0622)
0.1492**
(0.0728)
0.1293**
(0.0547)
-0.0042
(0.0047)
0.0927**
(0.0417)
-0.0319
(0.0212)
0.0742***
(0.0157)

생략됨
-0.0070
(0.0368)
0.0445
(0.0439)
-0.0086
(0.0514)
0.0451
(0.0622)
0.1506**
(0.0729)
0.1277**
(0.0548)
-0.0053
(0.0047)
0.0932**
(0.0418)
-0.0213
(0.0213)
-0.5842***
(0.1451)
0.0671***
(0.0147)

-

-

-

-

-

0.1010***
(0.0284)
-0.6001***
(0.1632)
통제함
19,591
-11529.080
0.0000

0.0957***
(0.0284)
0.5992**
(0.2686)
통제함
19,591
-11513.214
0.0000

-

-

-

-

-0.7068***
(0.1795)
통제함
15,654
-9114.196
0.0000

0.6259**
(0.2980)
통제함
15,654
-9098.445
0.0000

-0.7252***
(0.2262)
통제함
9,685
-5706.934
0.0000

0.6304*
(0.3736)
통제함
9,685
-5696.497
0.0000

-0.0559***
(0.0182)
0.0989***
(0.0258)
-0.5225***
(0.1424)
통제함
28,974
-16920.038
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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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노동패널 1999-1998부터 2012-2011 기간. 괄호 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 추정치.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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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CPI)

<표본 2>

-0.0234
(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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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거시경제 변수들의 시계열 변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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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실질임금증가율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의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 실업률은 통계청, 인플레이션(소비
자물가증가율)과 성장률은 한국은행 자료. 실업률만 우측 눈금이고, 나머지 계열은 좌측 눈금을 사용. 인플레이션은 실제값-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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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상황에서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앞서의 발견이 재확
인된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제로(0)인 경우에는 미약한 정도의 경기후퇴
도 명목임금의 삭감을 요구할 것이며,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도 부(-)의 경기충격이 심각할 경우 명목임금 삭감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다.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우 명목임금 삭감확률은 낮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근속연수를 구간별 더미 변수로 통제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근속연수가 18년 이상인 경우이
며, 그 다음으로는 15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이다. 즉 명목임금이 삭감
될 가능성은 근속기간이 적어도 15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 집단에서 (초
임자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교육연수가 높을
수록 임금삭감의 가능성은 낮아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노조
원은 비노조원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임금삭감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15)
초과근로나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삭감의 가능성은 낮아지며, 상용
직과 비교하여 임시․일용직이 임금삭감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
한편 제2열에서는 실업률의 비선형 효과를 간단한 이차식을 이용하여
모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실업률 이차식의 계수는 양(+)으

15) 이 발견은 <표 3-3>의 모든 표본에서 1999-1998 기간의 관찰치들을 모두 제거
하고 재추정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동 현상이 외환위기라는 경험에서
만 초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나아가 15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들만을
대상으로 재분석하여도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비노조원보다는 노조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발견은 노조의 목적이 (비노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임금
보다는 고용보호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최종보고 회의에서 제기
된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표 3-3>의 모든 모형에 사업체 규모를 변수를 추가
적으로 통제한 후 재추정하여 보았다.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체에
결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표 3-3>에서 노조더미 계수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관찰된 것이 노조의 효과인지 아니면 사업체 규모의 효과인지를 파악하기 힘들
기 때문이다. 그러나 KLIPS 자료상에서는 사업체 규모 변수에 결측치가 지나치
게 많아 이들을 제거할 경우 사업체 규모를 통제하지 않더라도 노조더미 변수의
계수는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단계로서는 이러한 현상이 자유
도의 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노조 변수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인지를 판단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업체 규모 변수의 결측치들이 무작위로 발생하였다면
이들을 제거한 후 사업체 규모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분석하더라도 최종
적으로 사용된 표본의 규모가 충분하다면 그 결과가 <표 3-3>의 결과와 달라져
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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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차식의 계수는 음(-)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두 계수의 추정치
들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임금 삭감확률은 실업률이 약 4.4%를 초과
하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가 속도는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더욱 빨
라진다. 결국 임금삭감의 가능성은 경기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비례적으
로 증가한다기보다는 일정 수준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 이상을
넘어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발견들은 <표본 2>부터 <표본 4>까지 어느 표본을 사용한 경우
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IMF 직후 실업률이 6～7%대로 매우
높았다는 점과 <표 3-1>에서 임금 삭감확률의 추정치가 1999-1998 기
간에 40%대로 어느 기간보다 높았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 비선형성은
주로 외환위기를 통한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실제로 1999-1998 기간을 표본에서 삭제한 상태에서 <표 3-3>의
분석을 재시도한 결과 (지면 관계상 추가적인 표를 이용하여 보고하지는
않겠으나) 실업률 계수를 포함한 어떠한 계수에 있어서도 추정치의 부호
나 크기들은 1999-1998을 표본에 포함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이는 비선형성을 포함한 <표 3-3>의 발견들이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노동시장 현상들임
을 시사한다.16)
결과의 강건성을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월
급여를 이용하되 로그 명목임금의 삭감이 -0.05보다 작을 확률의 결정요
인을 분석하였고, 또한 <표 3-2>에 사용된 시간당 임금률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시간당 임금률을 사용할 경우에도 로그 시간당 임금
률의 감소가 음(-)일 확률과 -0.05보다 작을 확률의 결정요인들을 모두
분석하였다. 월급여든 시간당 임금률이든, 로그 임금의 감소가 -0.05보다
작을 확률에 대한 분석은 직접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임금삭감을 경험
할 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나 다른 한편에서는 임
금변수의 측정오차에 의해 발생한 상대적으로 미미한 임금삭감을 제거함
16)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계단함수(step function)를 이용하여 비선형성을 재분석하
여 보았으나 추정된 함수 형태는 <표 3-3>에서 추정한 이차함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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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한다는 의의도 가진다.17) 보고의 간결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들을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앞서 <표 3-3>에서 발견
한 내용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들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유지
된다. <표 3-3>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들만을 간략히 소개하
면 우선 월급여가 심각한 정도로 (적어도 5% 이상) 삭감될 확률 결정모
형에서 교육연수는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하게 임금삭감 발생확률을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당 임금률을 사용할 경우, 여성은 남성보
다 임금삭감을 경험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교육수준의 증가는 임금삭감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월급여를 사용한 분석에서처럼 인플레이션의 계수는 모두 음(-)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한편 시간당 임금률을 사용할
경우에도 임금 삭감확률은 실업률의 볼록함수로 나타났고, 대략 실업률
이 4%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임금 삭감확률은 실업률 증가에 따라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명목임금 동결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수행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삭감의 경우와 달리 임금이 동결될 확률을 모형화하기
는 매우 어렵다. 앞서 언급하였듯, DNWR와 메뉴 코스트 두 요인이 명
목임금 동결에 미치는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① 명목임금이 동
결되는 경우는 오직 고실업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임금삭감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저항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② 저항에 의해 명목임금이 조금
이라도 상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강한 가정 하에 앞서 사용된 프
로빗 모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명목임금 동결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라운딩 오차의 성향이 시계열상에서 특별하게 다르
게 작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추가적인 가정 하에서도) <표 3-1>과
<표 3-2>에 나타난 명목임금 경직성의 시계열 패턴을 보면 그 수치가
저인플레이션이나 고실업 상황에서 특별히 증가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표 3-1>을 보면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표본 4>를 사용할 경우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던 1999-1998(외환위
17) 심지어 로그 명목임금의 변동이 -0.1보다 작은 경우로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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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직후) 혹은 2009-2008(금융위기 직후) 기간에 명목임금의 동결을 경
험한 근속자들의 비율은 다른 연도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케인지언들이 실업변동의 원인으로서 제시하는 저인플레이션에
상황에서의 명목임금의 경직성 가설과 불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발견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명목임금
이 하방으로 유연하게 조정된다는 점, 그리고 그 명목임금 삭감확률이
경기가 하강할수록,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은
바로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procyclical)임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표
3-3>에서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선형확률 모형을 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보라.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명목임금의 삭감
확률 모형이란 사실상 실질임금의 삭감확률 모형의 의미를 가진다. 만약
인플레이션 계숫값을 1로 제약한 상태에서 해당 변수를 좌변으로 이항시
키면 (인플레이션은 로그 디플레이터의 차분이므로) 좌변은 정확하게 실
질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업률 증가에 따라 실질임금 삭감확률
이 커진다는 것은 실질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임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
서는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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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존의 연구들(예를 들어, Dickens et al.(2006))은 임금의 경직성
척도에 대해 지수를 이용하여 논하였다. 기본 전제는 임금의 경직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변동의 분포는 대칭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할 경우 이 분포는 비대칭이 되며
영(0)에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한다. 나아가 그 비대칭성도 분포 좌측이
함몰되는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비대칭성의 정도를 어떻
게 수치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지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고에서 채택한 방법대로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두 연도 사
이의 명목임금 변동을 개인에 대해 계산하고 이 변동의 횡단면적 분포를
유도한다. 이 분포에서 Dickens et al.(2006) 등은 영(0)에서의 상대도수
를 영에서의 상대도수와 명목임금이 삭감된 비율의 합으로 나누어 명목
임금의 하방경직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기본 전제는 경직성이 없는 세계
에서는 명목임금의 동결은 발생하지 않고, 명목임금이 동결되는 경우는
오직 명목임금 삭감에 직면한 근로자가 저항에 의해 동결로 관찰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표 4-1>의 제6열에서는 앞서 사용한 KLIPS 자료(표
본 4)를 이용하여 계산한 명목임금의 경직성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9-1998 기간 지수값은 19.11인데 이는 동 기간 명목임금 삭감
에 직면한 근로자들 중 약 20% 정도가 저항에 의한 삭감이 아니라 동결
로 관찰됐다는 것이다. 이 지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표 4-1>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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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명목 및 실질임금 경직성 지수

소득차분>
소득차분 <
[중앙값+ 소득차분 <
기대인플레 [(U1-L1)* [(U2-L2)*
(중앙값-기 인플레이션
이션의
2]/U1
2]/U2
대인플레)] 의 비중(%)
비중(%)
(%)
(%)
의 비중(%)
[L1]
[L2]
[U2]
-

2000-1999

2.23

2.52

28.41

12.87

31.18

40.50

41.13

42.54

42.54

-10.08

-6.87

2001-2000

4.00

3.54

29.57

10.99

27.10

41.18

40.71

44.89

43.96

-18.05

-15.97

2002-2001

2.72

4.83

21.61

14.98

40.95

41.64

44.16

37.85

40.54

18.18

16.43

2003-2002

3.44

3.90

23.06

10.89

32.08

38.19

38.33

37.06

37.34

5.93

5.17

2004-2003

3.53

4.43

23.87

11.02

31.58

35.73

37.43

38.70

40.11

-16.60

-14.34

2005-2004

2.72

4.49

25.09

10.77

30.03

39.41

43.67

41.78

45.68

-12.01

-9.21

2006-2005

2.22

3.90

28.50

10.82

27.52

41.03

46.31

44.20

46.70

-15.43

-1.71

2007-2006

2.50

3.54

25.63

12.88

33.45

39.18

42.90

42.10

43.69

-14.92

-3.72

2008-2007

4.57

3.74

25.55

12.97

33.67

47.86

45.27

45.14

43.84

11.38

6.30

2009-2008

2.72

5.24

33.63

12.72

27.44

49.12

-

48.68

-

1.79

-

2010-2009

2.91

3.90

30.00

12.09

28.72

44.18

47.76

44.78

46.72

-2.70

4.38

2011-2010

3.92

4.04

26.02

15.59

37.46

47.03

47.03

47.42

47.56

-1.69

-2.25

2012-2011

2.19

4.77

24.49

16.92

40.85

42.93

-

44.07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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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차분 >
0의 비중/ [중앙값+
기대
소득차분<0 소득차분=0
(0의 비중+ (중앙값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의 비중
의 비중
음의 비중) 인플레)]의
(%)
(%)
(%)
(%)
비중(%)
(%)
[U1]
1999-1998
0.81
7.18
45.34
10.71
19.11
-

제4장 지수를 이용한 임금의 경직성 논의

39

시된 명목임금 경직성 정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보인다. 연도마다
정도가 다르지만 연평균 개념으로 보면 약 32%에 해당한다. 즉 경기변
동과 무관하게 평가해 볼 때 임금삭감에 직면한 근로자들 중 약 32%의
근로자가 저항에 의한 삭감이 아니라 동결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박선영(2014)이 비록 본 연구와 임금변수의 정의는 다르지만 동일한 방
법으로 KLIPS를 이용하여 명목임금 경직성 정도를 계산하고 이를 외국
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명목임금 경직성의 정도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
들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이 발견은 앞서
내린 결론 그리고 다음 장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될 사항, 즉 명목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매우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조정된다는 사실과 상충되
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목임금의 경직성 지수는 ‘경기변동과는
무관한’ 지수이며, 오히려 흔히 말하는 기능적 유연성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은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관찰
된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지수는 오직 동결된 결과만을 저항의 결과
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항에 의한 임금삭감이 아니라
0.5% 상승한 경우는 경직성의 경우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명목임금이 삭감된 경우도 경직성의 결과로 받아들여 할 경우도 존재한
다. 예를 들어, 극심한 경기후퇴기 혹은 기업 특유의 심한 부(-)의 충격
에 직면하여 특정 기업이 최적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5% 삭감
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노조의 저항에 의해 임금이 2%만 삭감
된 경우 이를 명목임금이 유연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심지어 경기상승기 (예를 들어) 노조의 지나친
요구로 임금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경우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경직적
인 사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임금동결이 관찰되는 경우는 근
로자의 저항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고 메뉴 코스트의 존재도 역시 임금동
결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메뉴 코스트의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아니라 양방향으로의 경직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요인에
의한 임금동결은 하방경직성의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임금
동결이 오직 메뉴 코스트의 존재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면 오히려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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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올바른 지수는 모든 본고에서 사용한 것처럼 모든 근속자들 중
임금이 동결된 근속자들의 비중이 합당할 것이다.
과연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의 삭감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는가? 이에 대
한 증거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면 관계상 별도의 그림으로 보고하지
는 않겠으나 [그림 3-1]의 각 차분 연도에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표시
하고 이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에서 분포의 밀집 현상이 관찰되는가를 살
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도에서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기서 기
대인플레이션은 흔히 기존의 연구들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1차 자동상
관 모형을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예측값을 구함으로써 도출하였
다. 나아가 실제 인플레이션 수준에서도 분포의 밀집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물론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에서 분포의 집중화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로 실질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기대인플레이션이 5%인 상태에서 저항에 의해
6%의 명목임금 증가를 얻어낸 경우 이 또한 실질임금의 경직성으로 간
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연구들은 앞서 명목임금 경직성을
지수에 근거하여 논할 때처럼 분포의 비대칭성을 기준으로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추정한 후 근속자들의 임금변동의 분
포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하 EI) 이하의 임금변동을 경험한 근속자
들의 비중을 계산한다. 이를 L2라고 하자. 한편 동일 분포에서 중앙값의
수준을 M이라고 하자. 다음으로는 동일 분포에서 M+(M-EI)보다 큰 명
목임금변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을 U2라고 하자. 여기서 실질임금의
경직성 척도로 흔히 (U2-L2)×2÷U2를 사용한다. 기본 개념은 앞서 명목
임금의 경직성 지수를 소개할 때와 유사하다. 우선 근로자들이 실질임금
삭감에 전혀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볼 때 분
포는 대칭적으로 나타나 U2와 L2가 같을 것이다. 근로자들이 기대인플
레이션을 형성하고 그 이하의 임금증가(임금삭감은 물론)에 저항을 할
경우 그 만큼 U2와 L2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그 비대칭
성의 정도를 U2로 표준화시켜서 실질임금 경직성 척도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수는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명목임금 변동 대푯값(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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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넘어설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자연히 분
포의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 논의가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3-4>에서 14개 차분 연도 중 3개 차분 연도에 걸쳐 기대인플레이션
은 중앙값을 웃돌고 있다. 이 지수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 지
수는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명목임금의 증가가 M+(M-EI)
보다는 크게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큰 문
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추정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
한 기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와 4%의 기대인
플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목임금 증가가 3.5%로 결정되었
다고 하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질임금 삭감에 저항을 했다
고 할 것이고, 근로자들은 반대로 실질임금이 그들의 기대보다 하방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었다고 믿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 요인들을 현실의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 측면들을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지수를 적용하여 실질임금
의 경직성 정도를 추정해 본 결과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실질임금은 그다지 경직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값은 상당수
의 연도에서 음(-)으로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양(+)으로 나타난 연도
들에서조차도 지수값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 숫자들이 얼마나 작은가를
박선영(2014)은 국제비교를 통하여 진단하고 있다. 비교 결과, 한국의 실
질임금의 경직성은 비교 대상에 포함된 17개국들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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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 분석

실업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명목임금의 삭감확
률은 커진다는 점, 그러나 명목임금 경직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러한
패턴을 관찰할 수 없었다는 점은 실질임금이 경기하강기에 충분히 하방
으로 조정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실질임금이 경기변동 과
정에서 얼마나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어 가는가를 분
석한다.

1. 공개된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분석
우선 가장 투명한 분석을 위하여 여기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구 매월노동통계조사) 자료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
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나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
지에 공개된 월평균 급여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왔는데,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여기서는 비농가 전 산업에서 10인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사업체들로 한정하여 추출한 명목임금 수준 계열을 이용한다.
명목임금 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그리고 특별급여의 합으로 정의되
며, 실질임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 보면, 우선 이 자료는 KLIPS
데이터 등 다른 서베이 자료들과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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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근본적으로 이 임금 자료들은 임금 대장에 기초하여 보고․계산되
기 때문에 서베이 자료에 나타난 임금과 비교하여 측정오차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본 장에서의 논의가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의 ‘평균적인’
반응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KLIPS와 같은 서베이를 통하여 획득한
임금변수를 사용하여도 (만약 해당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가 고전적
가정을 만족하는 한) 편의가 없는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기존
의 어느 자료와 비교하여서도 가장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보고하고 있
다. 이는 임금(혹은 고용 등)의 경기변동성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특성
이다. 보다 강건한 추정 결과의 획득을 위해서는 분석 표본 기간 내에 다
수의 경기후퇴기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각각 1970-2013과 1971-2012 기간에 대해 자료
를 공개하고 있고 이 기간에는 과거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등 주요 경기
후퇴기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이 두 자료에 나타난 임금은 시장임금으
로서 본 연구 목적에도 부합된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시계열 자료이므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 및 검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 임금 자료에 나타난 실질임금(명목임금도 마찬가지임)은 다
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경기역행적으로 편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두 사업체 자료 모두 횡단면 자료로 연도별 평균 명목임금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표본의 구성을 통제하지 못
하고 있다. 경기상승기에는 경기하강기와 비하여 저숙련 근로자들의 비
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표본의 구성이 변화한다는 사실과, 이를 무시
하고 특정 연도에서의 개인 간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계산된 평균임금
은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갖게 된다는 점은 이미 SBP에 의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경기상승기에 추가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기
존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들이라면 이들을 포
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은 이로 인한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없었을 경우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처럼 보일 것이다. 반대로 경기하강
기에는 저숙련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됨으로써 이들을 제외하고 계
산한 평균임금은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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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가 10인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
정하여 도출되었다는 면을 고려하면 그 경기역행적인 편의 문제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의 고
용의 경기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체노동
력조사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노동시장 조사들은 임금
변수를 특정 시점에서 추출하고 있다. 즉 특정 조사 주간에 응답자가 가
지고 있었던 직업에서 받은 임금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시점 (point-intime) 변수라 하자.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 실시되는 조사들은 (예를 들어
PSID, CPS 등) 항시 이러한 시점 변수 외에도 조사 연도 기준 작년에
받았던 임금총액과 총 근로시간을 보고하고 있고, 동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양자의 비율로써 시간당 임금률을 계산하여 분석하고 있
다. 이를 기간변수라 하자. Park and Shin(2013)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
명되었듯이, 기간변수와 비교하여 시점변수는 상대적으로 지속 기간이
긴 직업들로부터 임금을 추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직업들로부터 추출된 임금은 경기역행적으로 편의를 가지게 된다.
회귀분석을 시도하기 전에 우선 [그림 3-3]을 이용하여 실질임금의 경
기변동성을 기술적 차원에서 설명해 보자. [그림 3-3]에서 동그라미를 실
선으로 연결한 계열은 실질임금 변화율(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을, 동그
라미를 굵은 점선으로 연결한 계열은 성장률을, 세모를 가는 점선으로 연
결한 계열은 실업률을, 그리고 네모를 실선으로 연결한 계열은 소비자물
가지수로 계산한 인플레이션을 각각 나타낸다. 네 계열 중 실업률은 우측
눈금을, 나머지는 좌측 눈금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있다. 우선 경기변동지
수로서 성장률을 선택하고 이를 실질임금 변화율과 연결시켜 살펴보자.
우선 두 계열은 모두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가지면서 하락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과 실질임금 증가율은 모
두 비슷한 정도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변동성 면에서
의 두 계열의 상관관계는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략
1980년대 초까지 실질임금은 성장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순행적
인 모습을 보이다가 그 후 1990년대 중반까지 실질임금은 경기와는 다소
무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특히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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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점으로 실질임금은 다시 강한 경기순행성을 보여왔다. 전체 기
간을 두고 보면 실질임금은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여 온 인상을 준다. 이는
경기변동 지수로서 실업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관찰된다.
한편 명목임금의 경기순행성을 보자. 그림에서 명목임금 변화율은 실
질임금 변화율에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읽으면 된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 명목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7년 대비 1998년(외환위기 직후)에 경제성장률이
표본 기간 내의 기록인 -5.7%를 기록할 때 명목임금 성장률도 표본 기
간 동안의 기록인 -5.8%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8년 대비 2009년(금
융위기 직후) 경제가 거의 제로의 성장(0.3%)을 할 때 명목임금 증가율
은 -1.9%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으로 관찰되는 실질임금
의 경기순행성이 단순한 인플레이션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
어도 외환위기 이후에는) 명목임금 자체의 경기순행성에 의한 것임을 의
미한다. 이 사업체조사 자료로부터 관찰된 사실들은 앞서 KLIPS 자료로
부터 발견된 사실들(표 3-1부터 표 3-3의 분석 결과), 즉 명목임금이 전
반적으로 매우 유연하며, 특히 경기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되어 간
다는 사실들과 맥을 같이한다.
보다 분석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위해 <표 5-1>에서는 두 사업체조
사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경기변동성 추정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처음
두 행에 제시된 추정치들은 다음 식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결과 얻어지
는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  )을 나타낸다.
∆ ln           ∆  or ∆ln     ∆  .

(2)

이 식은 Solon et al.(1994)을 비롯하여 시계열 자료로 실질임금의 경
기변동성을 분석한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추정식이다.18)
경기변동지수로서 실업률(실질GDP)을 사용할 경우     (   이라는
18) 이는 로그 실질임금이 상수항과 2차식의 추세 그리고 실업률(혹은 로그 실질
GDP)로 설명됨을 의미하는데, 이 수준 모형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할 경우 흔히
잔차는 강한 시계열 상관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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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사업체조사 자료에 근거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치

1972-1971～
2012-2011

1998-1997～
2012-2011

사업체노동력조사

1999-1998～
2012-2011

1972-1971～
2012-2011

1998-1997～
2012-2011

1999-1998～
2012-2011

1971-1970～
2013-2012(a)

모형 ∆ ln        ∆ or ∆ln     ∆ 에서  의 추정치
∆

-0.0267**
(0.0125)

-0.0212***
(0.0039)

-0.0168
(0.0100)

-0.0293***
(0.0075)

-0.0284***
(0.0066)

-0.0013
(0.0148)

-0.0293***
(0.0075)

∆ ln  

1.1632***
(0.3024)

0.6649***
(0.1764)

0.1648
(0.3040)

1.0260***
(0.1698)

1.1214***
(0.1965)

0.6565*
(0.3555)

1.0201***
(0.1728)

모형   Pr   ln       Pr    or ln      에서  의 추정치



-0.0261***
(0.0093)

-0.0172**
(0.0068)

-0.0247**
(0.0096)

-0.0319***
(0.0092)

-0.0255***
(0.0066)

-0.0173
(0.0100)

-0.0318***
(0.0092)

ln  

0.9735***
(0.2256)

0.7696**
(0.2865)

1.3388**
(0.4811)

1.1283***
(0.2171)

1.2283***
(0.2760)

1.0473*
(0.5166)

1.0946***
(0.2192)

42

15

14

42

15

14

44

N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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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이라는 것은 경기역행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그 다음 두 행에 제시된 추정치들은 우선 로그 실질임금과 실업
률(혹은 로그 실질GDP)을 Hodrick-Prescott(HP) 필터(스무딩 모수값
=100)를 이용하여 장기추세를 제거한 후 남은 단기적 변동분을 이용하여
단순 회귀모형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장
기추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앞서 제시한 모수적 추세선을 이용하는
방법과 HP 방법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모수적 추세선을 이용한 결과를 보면 1972-1971부터 2012-2011
까지의 차분 기간(이 기간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체노
동력조사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기간임) 동안   의 추정치는 경기변
동지수로서 실업률을 사용할 경우 -0.0267(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
료)와 -0.0293(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
이 준탄력성(semi-elasticity) 추정치는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질임금이 2.67～2.93%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질임금이 매우
경기순행적임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의 BLS 자료 등 거시시계열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한 외국 연구들은 대부분 추정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
성이 실질적 크기에서나 통계적 유의성에서나 무의미함을 발견하였고,
개인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의 효과를 통제하면서 추정한 외국 연구
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준탄력성의 규모는 약 -0.015이다(Solon et
al.(1994), Pissarides(2009), 혹은 Martins et al.(2012)의 요약 참조). 또
한 <표 5-1>에 제시된 추정치들은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여전히 경기역
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갖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실질임금은
외국 연구들(주로 미국과 영국)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기순행적
임을 알 수 있다. 경기변동지수로서 로그 실질GDP를 사용할 경우   는
정확히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지수에 대한 탄력성(cyclical easticity of
real wages)을 나타낸다. 1972-1971～2012-2011 기간 동안 추정된 경기
탄력성 추정치는 1.026～1.163으로 1을 웃돌고 있다.
한편 1998-1997부터 2012-2011 기간에 대해 (이 기간은 1997년 말 발
생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 추정한 결과 추정된   값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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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0.0212～-0.0284로 나타나 역시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분석 기간을 외환위기 이후로 한정한 경우에
도 경기변동지수로서 실업률을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순
행성은 더 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경기변동지수로서 실질 국내총생산을
사용할 경우 비록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에서는 자료를 외환위기 이후로
한정할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탄력성 추정치가 (전체 기간에 대해 추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상에서는 오히려 탄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본 연구에서는 실질임
금의 경기순행성이 외환위기 이후 적어도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고용의 경기탄력성(cyclical elasticity of employment)이 외환위
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준원․신동균(2010) 참조)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영상 해고가 허용되
지 않았기에 경기하강기에 기업의 유일한 노동비용 조정 수단은 실질임
금의 삭감이었을 것인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영상 해고의 법제화로 고
용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의 조정이 가능해졌기에 임금조정을 통한 노동비
용 조정의 필요성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1998-1997부터 2012-2011)에 대해 등식 (2)를 추정하
되 종속변수를 실질임금이 아닌 명목임금으로 대치하고 재추정하여 보았
다(비록 보고의 간결성을 위하여 별도의 표로 보고하지는 않겠으나). 그
결과 명목임금의 실업률에 대한 준탄력성 추정치는 -0.0199(표준오차
=0.0053)로 매우 경기순행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기간(1971-1970부
터 2013-2012)에 대한 추정치는 -0.0139(표준오차=0.0093)로 계수의 크
기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다. 이는 (적어도 외
환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매우 유연하게 움직여
온 것이 주로 인플레이션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변
동상 유연하게 변동되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
이 매우 경기순행적이고 그 경기순행성의 대부분이 명목임금의 경기순행
성에서 유래된다는 이 사업체 자료에 근거한 발견은 앞서 KLIPS 자료에
근거하여 <표 3-3>에서 발견한 사실 즉, 명목임금 삭감확률이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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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통제했을 때) 실업률 증가에 따라 높아진다는 발견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1999-1998～2012-2011 기간(이 기간은 차후 KLIPS 자료가 이용
가능한 기간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떤 필터 방법을 사용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식으로 추세를 제거할 경
우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실업률을 사용할 경우 추정치는 어느 자
료를 사용하든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업체노동력조
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영(0)에 가깝게 나타났다.
한편 실질 국내총생산을 사용할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상에
서는 실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비록 사업체노동
력조사 자료상에서는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그 추정치의 크
기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나 여전히 1998-1997 차분 연도를 분석에 포함
시킨 경우와 비교하면 추정치의 크기는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대해 관찰된 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상
당 부분 1997-1998 기간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HP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된 경기순행성은 1998-1997 관측치를 제
거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유의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추정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1998-1997을 표본에서 제거할 경우에 오히려 더 커진다. 이는 추세선 제
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19)
마지막 열에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가장 장기간(1971-1970부
터 2013-2012)에 걸쳐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어떤 추
세선 제거 방법을 사용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률에 대한 준탄력
성 추정치는 대략 3, 경기탄력성 수치는 대략 1 정도로 나타났다. 요약하
19) 모수적 방법으로 추세를 제거하는 경우도 보다 높은 차수의 항들(실업률의 세제
곱, 네제곱 등등)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경우 추세를 보다 잘 추출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유연한 추세선을 선택할 경우 단기적 변동분을
상당 부분 제거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
하는 설정은 로그 임금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기변동지수의 이차항까지를 포함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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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OECD 국가들 중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과 영
국을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할 경
우, 그리고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표 6-2>의 추정치들이 앞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하여 여전히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실질임금은 어느 국가들보다도 경기변동상 유연하게
조정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20)

2. KLIPS 자료를 이용한 분석
여기서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연구한다.
기본 취지는 (사업체조사 자료에 근거한 앞선 분석과 달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재추정하기 위함이다. KLIPS 자료를 이용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Shin(2012)에 의해 1997-2007 기간에 대해 수
행되었으나 여기서는 표본 기간을 확대하여 최근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1998-2012 기간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 하나의 다른 차이점으로서 Shin
(2012)은 (기존의 외국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 목적상) 시간당 임금률 변
수를 제조하여 분석하였으나,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월급여를

20)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한정하여 볼 때 <표 5-1>의 추정치들은 실질임금의 실
질 국내총생산에 대한 탄력성이 약 0.665(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121(사업
체노동력조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준원․신동균(2010)은 본 연구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1998-1997부터 2008-2007 기간 총 고용의 실질 국내총생산에
대한 경기탄력성이 0.661정도이며 1993-1992부터 2008-2007 기간 상용직 고용
의 경기탄력성 추정치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동 연구와 <표 5-1>의 분석
사이의 표본 기간에서의 차이를 무시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
립되는 단기 노동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탄력성으로 표시할 때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연구 결과들과 마찬
가지로 약 1이 되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약 0.6 정도로 나
타나 미국보다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하강기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
노동시장은 고용조정보다는 임금조정을 선택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다소 예
외적으로 Bowlus, Liu, and Robinson(2002)이 CP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대략 0.65～1.14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사실상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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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표본 제약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간
접적으로 최대한 통제하도록 한다. 한편 Shin(2012)은 시간당 임금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년에 벌어들인 총 노동소득을 작년에 일한 총 근로시
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계산에는 주직(main job)으로부터
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부직(extra job)으로부터의 임금도 모두 포함되었
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임금(월급여)은 조사 시점에서 주된
일자리로부터 받은 급여를 지칭한다.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결
과적으로 본 분석이나 Shin(2012)의 분석이나 모두 실질임금이 매우 경
기순행적임을 발견하였다.
패널 자료에 근거한 기본 분석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n             
′

′

(3)


                        

여기서 ln   는 개인  의 연도  에서의 실질임금의 로그값을 나타내
고,    는 해당 개인의 해당 연도에서의 시간가변 변수들의 집합을,   는
해당 개인의 시간불변 특성들(완료된 교육연수 등 관찰 가능한 변수들뿐
만이 아니라 능력, 성격 등 관찰 불가능한 변수들도 포함)의 집합을, 그
리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경기변동지수(  ) 1단위 변
화에 대한 실질임금의 반응 정도를 나타낸다. 실질임금과 실업률로부터
장기추세를 제거한 후 단기적인 변동분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차식의
모수적 접근법으로 필터를 하였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예를 들어 SBP)
은 공통적으로    에 포함될 변수로서 잠재경력(=연령-교육연수-7)만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를 손쉽게 통제하는 방법은 등식 (3)을 전 연도
에 대해 다시 쓰고 이를 등식 (3)로부터 빼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차분식
을 얻는 것이다.
∆ ln           ′ ∆     ∆    ∆  

(4)

여기서 ∆ 는  와 (    ) 사이의 차분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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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 성립한다. 등식 (4)는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등식 (2)와 비교하여 개인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에 미치
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은
모형이다.
한편 등식 (4)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함으로써 회귀계수들을 일치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의 표준오차는 과소 평가
되는 경향이 생긴다. 그것은 등식 (4)의 오차항이 공통의 연도 효과에 의
해 횡단면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등식 (4)를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으로
추정하거나 SBP 등이 사용한 다음과 같은 이단계(two-step) 최소자승법
을 사용한다. 제1단계에서는 다음의 등식 (5)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한다.
∆ ln    ′ ∆    

 






   

(5)

여기서   는 차분된 관측치가    과  사이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출된
   과  사이의 평균임금 변화를 나타낸다. 다음의 제2단계에서는 이

변화를 추세와 경기변동분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한다.

          ∆      

(6)

등식 (6)에 가중최소자승법(가중치는 제1단계에서 사용된 차분연도별
관측치 수)을 적용함으로써  계수를 일치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당 추정오차도 일치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21)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표 3-1>의 <표본 4>를 기본 표본으로 사용한
다. <표본 4>에서 적용된 제약들을 다시 상기해 보면 ① 두 연도 사이에

21) 등식 (5)에서도 차분된 오차항의 횡단면적인 상관관계로 인하여 추정된 연도더
미 계수들의 표준오차 추정치들은 편의를 갖게 되나 제2단계에서 사용되는 정보
는 추정된 계수이지 표준오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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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변동이 없었고, ② 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 중 정규근
로시간만을 제공한 응답자들이며, ③ 어느 연도에서도 초과급여나 성과
급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이고, ④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종사자이며,
⑤ 25-29세 사이의 근로자이고, ⑥ 전 연도 기준 월급여가 50만 원의 배
수인 응답자들을 제거하였다는 점이다. 이 제약들 중 처음 다섯 제약들
은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과소 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 제약들은 모두 두 연도 사이의
근로시간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비교적 투명한 임금변수인
기본급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효과를 낳게 한다. 여섯 번째 제약은 응답자
들이 보고한 임금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앞서 이 제
약의 사용 여부에 따라 추정된 임금의 경직성 정도가 상당히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표 5-1>은 다양한 표본들에 대해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성 추정치(

를 보고하고 있다.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노동시장 경기변동지수
로서 실업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비교 목적상 (그리고
보고의 간결성을 위해) 실업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만을 보고한다.
우선 <표 5-1>의 제7열부터 제9열 사이에서는 앞서 기술한 기본 표본,
즉 <표본 4>(상용직 근속자)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을 보고하고 있다. 추정치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실질임금은 전체적
으로 보나 남녀별로 보나 경기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한편 제10열부터
제12열 사이에서는 앞서 소개한 제약들 중 첫 번째 제약만을 완화시킨
상태에서 (즉 두 연도 사이에 직장변동을 경험한 전직자들을 추가로 포
함)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상대로 전직자들을 표본에 포함시
킬 경우 추정치들은 경기순행적인 방향(음(-)의 값)으로 약간 변하나 여
전히 통계적으로는 전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사실 이 추정치들은
도출하는 데에 사용된 표본은 <표 5-1>에서 사용된 사업체 표본과 그 성
격이 매우 유사하며, 흥미롭게도 <표 5-1>에서 KLIPS 표본과 같은 기간
(1999-1998부터 2012-2011까지)에 대해 도출된 추정치 역시 (특히 사업
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5-1>의 제1열부터 제6열에서 같은 기간에 대해 임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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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을 표본에 추가하고 재추정한 결과 실질임금은 근속자에 한정할 경
우 -0.0142, 그리고 전직자를 포함할 경우 –0.0171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유의하다. 우리는 앞서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표 5-1>에서 1998-1997을 외환위기 이후의
분석 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추정치의 규모가 대략 -0.0212～-0.0284로
제외시킬 경우보다 절댓값 면에서 현저하게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면 만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KLIPS 임금 자료가 1997년
부터 이용 가능하여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상태에서 1998-1997부터
2012-2011 기간에 대해 분석할 경우 추정된 준탄력성의 값은 <표 5-2>
에서 발견한 -0.0142～-0.0171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
록 임금변수의 정의와 표본 기간 및 표본 제약 면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Shin(2012)이 시간당 실질임금률을 사용하여 1998-1997
부터 2008-2007 기간에 본 연구의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실
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치는 남성의 경우 -0.0317(표준오차=0.0082),
여성의 경우 -0.0224(0.0072)로 나타나 <표 5-2>의 추정치들보다 훨씬
더 경기순행적임을 알 수 있다.22) 본 연구 결과와 Shin(2012)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미국이나 영국 노동시장을 분석대상으로 도출한 경기순행성보다 더 크다
는 점이 재확인된다.23)
한편 앞서 <표 3-3>의 분석에서 1999-1998 기간을 분석에서 제외시
키면서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 5-2>의 분석에서
22) 앞서 제시한 본 연구와 Shin(2012)과의 차이점들 외에도 Shin(2012)의 연구에서
는 초과근로를 임금률 계산 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그의 추정치를 보다 경기
순행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3) <표 5-2>의 추정치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임금변수는 세후 월급여이
다. 그러나 Shin(2012)에 의해 상세하게 논의되었듯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나 세율이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보더
라도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세 항목들은 경기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2004부터 2012-2011 기간에 대해 세후
임금과 세금 납부액을 합하여 시장임금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앞의 분석을
재시도한 결과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어떠한 표본 제약 하에서도 현저하게
더 크게(실업률에 대한 준탄력성 추정치가 약 -0.06보다 큼) 나타났으나 표본 기
간이 지나치게 짧음으로 인하여 이 분석에는 큰 신뢰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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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환위기 직후의 고실업 기간(1999-1998)에 해당하는 관찰치들을 모
두 제거하고 재분석하여 보았다.24) 그러나 앞선 <표 3-3>의 분석과 마
찬가지로 결과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임시․일용직과 전직
자들을 모두 포함시킨 가장 확대된 표본(제4열부터 제6열)을 사용할 경
우, 1999-1998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정한 결과는 전체 근로자, 남성 및
여성근로자 집단의 경우 각각 -0.0157(표준오차=0.0094), -0.0234(표준오
차=0.0075) 및 -0.0052(0.0148)로 나타나 <표 5-2>의 추정치들과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5-2>의 추정치들을 남녀 사이에 비교해 보면 실질임금은 여
성보다는 남성 집단에서 더욱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Blank(1989), Tremblay(1990), Solon et al.(1994), Park and Shin
(2005) 등의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
이며, Shin(2012)의 KLIPS 자료에 근거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용
이 여성의 경우 보다 경기순행적이라는 점(김준원․신동균, 2010)을 고
려하면 이 임금과 고용의 경기순행성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는 ① 노동공
급의 임금탄력성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 크고, ② 노동수요의
경기순행성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다는 사실(Shin, 2000)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김준원․신동균, 2010).
마지막으로 <표 5-2>의 추정치가 여전히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
의를 가질 수 있을 논거에 대해 간략히 나열만 하면 ① 변수의 한계점으
로 인하여 초과급여나 성과급을 고려할 수 없었고, ② 현재 조사 시점에
서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된 일자리로부터 임금을 추출
함으로써 임금의 경기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어 있으며(Park
& Shin, 2013) ③ 나아가 임금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가 고전적 가정
과는 달리 평균으로 회귀하는(mean-reverting)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Shin & Solon, 2007). 결론적으로 명목임금의 (기능적) 유연성을 반영하
듯 실질임금은 경기변동상에서 매우 유연하게 조정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4) 본고를 통하여 1999-1998을 제거한 상태에서 수행한 모든 재분석은 심사자의 요
청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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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근거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 결과

근속자
전체

남성

상용직

근속자 + 전직자
여성

전체

남성

근속자
여성

근속자 +전직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

-0.0142* -0.0192** -0.0053
(0.0076) (0.0076) (0.0178)

-0.0171* -0.0254*** -0.0060
(0.0082) (0.0079) (0.0128)

0.0014
(0.0078)

0.0023
(0.0086)

0.0005
(0.0087)

-0.0012
(0.0085)

-0.0027
(0.0076)

0.0008
(0.0102)



-0.0022
(0.0014)

-0.0017
(0.0017)

-0.0028*
(0.0015)

-0.0032*
(0.0017)

-0.0036
(0.0019)

-0.0025
(0.0019)

-0.0030
(0.0019)

-0.0027
(0.0019)

-0.0032
(0.0021)

-0.0021
(0.0017)

-0.0019
(0.0015)

-0.0007
(0.0019)

0.0749*** 0.0822*** 0.0622*** 0.0859*** 0.0805*** 0.0919*** 0.0895*** 0.1016*** 0.0729*** 0.0967*** 0.1027*** 0.0892***
(0.0163) (0.0193) (0.0178) (0.0195) (0.0220) (0.0184) (0.0193) (0.0199) (0.0210) (0.0223) (0.0209) (0.0248)


2

제2단계 R

0.3828

0.4065

0.1651

0.3344

0.4001

0.2455

0.3232

0.3287

0.2178

0.2559

0.2600

0.2300

관측치[1/2단계]

10,006/14

5,774/14

4,232/14

14,434/14

7,948/14

6,486/14

7,510/14

4,465/14

3,045/14

10,037/14

5,876/14

4,170/14

주 : 표 안의 수치들은 제2단계 추정법(본문 참조) 중 제2단계 추정 결과. 실질임금은 월급여 나누기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 공통적인 표본
제약들로는 ① 임금근로자 ② 양(+)의 임금 관측치들 중 상하 1% 제거 ③ 초과근로 및 성과급 적용자 제외 ④ 25-59세 ⑤ 월근로시간
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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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임시․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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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 분석의 의의
노동시장의 분단성(segmentation)을 주장하는 이론들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1차 부문과 2차 부문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이 두 부문 사이에 노
동의 이동성이 제약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1차 부문은 고임금, 발달된 내
부노동시장, 높은 숙련수준, 노동조합의 존재, 장기 계약 등으로 특징지
어지며, 반대로 2차 부문은 저임금, 내부노동시장의 부재, 저숙련, 저학력,
단기 계약 등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교과서적인 논의에서도 흔히 등장하
듯이, 두 부문들 사이에 노동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분단노동시장 가설들은 부문 간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설명보다는 그 지
속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역시 교과서적인 논의가 되겠지만, 노동시장의 분단성은 단순히 학문
적인 차원을 떠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고임금과
저임금 부문 사이의 임금격차가 설명될 수 있는 격차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 미시적 정책의 방향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
본 향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도의 개혁들을 통한 반차별정책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분단노동시장 가설
을 심봉하여 온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저임금 산업 보호정책으로서 확장
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여 왔다. 이 주장에 의하면 2차 부문(저임금 산업)
의 임금은 노조의 부재, 단기 계약, 저숙련 등 다양한 이유로 수요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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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됨에 따라 경기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되어가는 데에 비
해, 1차 부문(고임금 산업)의 임금은 노조의 존재, 장기 효율적 계약, 인
적자본 등의 요인에 의해 경기상황과는 다소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된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경기를 진작시키면 저임
금 산업의 임금이 고임금 산업의 임금보다 비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물론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노동시장의 분단성이 실업에
주는 시사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임금의 경직성 내지 유연성을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요성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바
와 같이 임금 유연성/경직성을 부문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노동시장의 분
단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임금 노동시장이 과연 식별될 수 있는
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논하는 것은 취약한 기반 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
된다. 둘째, 실업에의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분단시장 이론들은(대표적으로는 McDonald & Solow, 1985;
Bulow & Summers, 1986) 다양한 요인들(노조, 효율임금, 인적자본)에
의해 1차 부문의 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2차 부
문의 임금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동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이 이론들에 따르면 임금경직성에 의한 실업의 발생은 주로 1차 부문
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실업 및 실업변동의 보다
큰 부분은 2차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실업의 규모 및
변동은 실업의 발생 빈도뿐만이 아니라 실업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1차 부문에서 해고된 실업자가 2차 부문에서 얼마나 빨리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 실업에의 시사점은 달라질 것이다. 이는 다시 2차 부문의
임금 유연성/경직성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결국 부문별 임금 유연성/
경직성 분석은 실업의 발생 및 지속성과 관련하여 현실 데이터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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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상의 이슈
노동시장의 분단성을 검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흔히 산업 간 임금격차
를 설명함에 있어서 설명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후에도 상당한 수
준으로 남는 잔여 임금격차를 그 증거로 제시하곤 하였다. 그러나 Keane
(1993)이 지적하였듯이, 이 기존의 방법은 내재적인 방법론상의 한계를
지닌다. 검증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 임금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개인 특성, 관찰할 수 없는 개인 특성, 그리고 관찰 가능한 산업
특성을 모두 통제한 후 남는 개인 잔여임금의 산업 간 격차를 분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잔여임금으로 계산한 산업 간 임금격차가 관찰할 수
없는 산업 특성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 가능성을 사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시장의 분단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검증 방법은 설명될 수 없는 산업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
는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다시 말해 현재의 데이터 구조 및 기술로는
개인 및 산업(혹은 직업) 두 차원에서 관찰 가능한 그리고 관찰 불가능
한 특성들을 동시에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임금이 많은 분
단노동시장 가설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바, 즉 실질임금은 저임금 산
업에서는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임금 산업에서는 노조의 존재(McDonald & Solow, 1985), 효율임금
(Bulow & Summers, 1986) 등 다양한 이유로 경직적이라는 예측이 데
이터로 지지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도 이러한 Keane의 방
법론을 따른다.
부문 구분 기준에도 기존 연구자들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
나 여기서는 사업체 규모와 중위(median) 임금값을 이용하여 저임금과
고임금 부문을 나눈다. 물론 산업이나 직종을 기준으로 두 부문을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과 직종을 사용할 경우 대분류상에서도 대략 10
개의 산업/직종군이 발생하여 표본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직종마다 유의한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표본 규모를 확
보하기가 어렵다. 사업체 규모로서 1차 부문과 2차 부문을 구분하고자
할 때에도 두 부문을 구분하는 사업체 규모에 대한 동의는 없는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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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사업체 규모 30인을 기준으로 1차 부문과
2차 부문을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이 수치는 상당히 자의적이지만 30인
을 기준으로 나눌 때 연도별-부문별 표본 규모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여기서 분류하는
1차 부문과 2차 부문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표본은 앞서 사용된 <표본 2>에 이직자들을 추가로
포함시킨 후의 형태이다. <표본 2>를 사용한 이유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임시․일용직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며,
<표본 1>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분석 결과가 고임금-저임금 사이에
존재하는 초과근로의 존재에 의해 왜곡되거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성과급
문항의 모호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사
용된 임금변수는 제5장에서와 같이 세후 월평균 급여이며, 보고의 간결
성을 위하여 경기변동지수로서 실업률을 사용하고, 2차식의 추세로 필터
한 결과만을 보고하며, 차분된 실업률의 계수(경기변동성)의 추정치만을
보고한다. 그 밖의 방법론상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
으로 한 앞서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추정 결과
<표 6-1>은 사업체 규모로 정의한 저임금 시장과 고임금 시장에서의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비교 결과, 실질임금
은 고임금 산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에서 훨씬 더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으로 저임금 산업을 정의할 경우 저임금
산업에서의 실질임금은 남녀를 합성할 경우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함
에 따라 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0인 이상으로 정의된
고임금 산업에서는 0.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숫자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에서나 고임금 산업에서의 임금은 어느 정도 경직적임을
알 수 있다. 표본을 남녀별로 구분해서 추정해 보아도 결과는 비숫하게
유지되었다. 남성의 실질임금은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저임금
산업에서는 약 4% 감소하지만 고임금 산업에서는 약 0.36% 감소하는 것

<표 6-1> 부문별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 결과 : 사업체 규모 기준
저임금 노동시장 (30인 미만)

∆

남+여

남자

여자

남+여

남자

여자

-0.0291***
(0.0076)

-0.0400***
(0.0072)

-0.0137
(0.0102)

-0.0039
(0.0117)

-0.0036
(0.0121)

-0.0026
(0.0119)

0.3102

0.379

0.1629

0.1053

0.1560

0.0062

주 : 표 안의 수치들은 제2단계 추정법(본문 참조) 중 제2단계 추정 결과. 실질임금은 월급여 나누기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 공통적인 표본
제약들로는 ① 임금근로자 ② 양(+)의 임금 관측치들 중 상하 1% 제거 ③ 초과근로 및 성과급 적용자 제외 ④ 25-59세 ⑤ 월 근로시
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괄호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은 1%에서 유의한 경우를 나타냄.
<표 6-2> 부문별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 결과 :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시장 (중위임금 이하)

∆

2단계  

고임금 노동시장 (중위임금 이상)

남+여

남자

여자

남+여

남자

여자

-0.0237**
(0.0087)

-0.0432***
(0.0106)

-0.0089
(0.0111)

-0.0013
(0.0098)

-0.0053
(0.0087)

0.0276
(0.0250)

0.5912

0.6438

0.2698

0.0029

0.0169

0.0717

주 : 표 안의 수치들은 제2단계 추정법(본문 참조) 중 제2단계 추정 결과. 실질임금은 월급여 나누기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 공통적인 표본 제약들로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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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앞서 발
견한 것처럼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우 작
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실질임금은 고임금 산
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에서 더 경기순행적으로 나타났다.
<표 6-2>에서는 1-2차 부문 분류 기준을 달리하여 재분석을 시도하
고 있다. 우선 실질임금 경기순행성에 있어서의 1-2차 부문간 차이는 더
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남녀를 합성한 표본을 사용할 경우, 저임금 부
문에서는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실질임금은 약 2.37% 감소
하나 고임금 산업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
우, 해당 수치들은 각각 4.32%, 0.53%으로 나타났고, 후자의 추정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여성의 경우, 비록 저임금 산업의 경기순행성
추정치가 –0.0089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실질적 크기는 무시
할 수준은 아니며, 고임금 산업에서는 0.0276으로 비록 유의성은 떨어지
나 경기역행적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추정치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장에서는 실질임금이 고임금 산
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에서 경기변동상 보다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잠정적
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발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실업의 발생과 변동의 대부분이 저임금 2차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저임금 산업에서의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에 따라 순행적인 방향으로 매우
유연하게 조정되어 간다는 본 분석의 발견은 실업의 원인으로서의 임금
경직성의 중요성을 줄어들게 한다. 우리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을 대상으
로 하는 앞선 분석에서 실질임금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본 장의 분석
은 임금경직성이 실업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없음을 하부노동시장 구조상
에서 질적으로 재확인하는 셈이 된다. 둘째, 학문적으로 볼 때 본 장의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Keane, 1993;
Shin, 1994; Park & Shin, 2013)과 정반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연
구들은 본 분석과 유사한 방법을 미국 노동시장에 적용해 본 결과 실질
임금은 사실상 고임금 산업에서 보다 더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임을 발견
하였다. 셋째, 노동시장의 분단성을 떠나 산업 간 임금격차가 경기역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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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본 분석 결과는 저임금 산업 근로자들에 대해 보호정책으로서 확
장적 재정정책을 지지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경기를 진작시키면
실질임금이 고임금 산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에서 비례적으로 더 크게 증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들로 본 장의 결론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
도를 취하고자 한다. 첫째는 앞서 제기한 부문 구분에 있어서의 자의성
이다. 둘째는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에는 빈번하게 이직을 경험하는 근
로자들이 상당수 포함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방법론상 어쩔 수는 없었
지만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접한 두 조사 연도
에서 모두 임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두 인접한 조사 연도들 중 한
연도에서만이라도 (실업 등의 이유로) 임금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표본에
서 제거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근로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포함하여 저임금근로자들에 대한 대표 표본을 이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상의 획기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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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 임금 변수를 1998-2012 기간에 대
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외국 연구 문헌들과 비교해 본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실업률이
일정 수준(약 4% 초반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실업률이 볼록함수 형태를
띠면서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목임금은 실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심한 경기후퇴기를 맞
이할 경우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 특성과 관련
하여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단기 근속자와 비교하여 장기 근속자(최소
15년 이상) 집단에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그리고 비노조보
다는 노조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명목임금의 유연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사업체조
사 자료와 KLIPS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실질임금은 경기변동상 매우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실질임금의 유연성은 인플레
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유연
하게 조정되어 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의 경기변동성에 대한 Keynes(1936)의 이론이 실질임금의 경기역
행성을 예측한 이래로 수많은 연구자들은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함에 이어서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왔다. 비록 오랜 기간 동안 거시경제학자들이 거시 시계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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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근거하여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경직적이라고 믿어 왔으나, 상대
적으로 최근에 개인패널 자료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실질임금이 경기
순행적인 방향으로 매우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hin(2012)에 의해 소개되어 있듯이, 동 주제에 대해 독일,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나 결국 모든 기존의 연구들
은 미국과 유럽 노동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셈이 된다. 이 배경에서
Shin(2012)은 노동시장 환경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인
한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질 시간당 임금률이 매우 경기순행적임을 보
고하였다. 본고는 새로운 임금변수의 정의, 표본 기간의 확대, 추가적인
사업체 표본의 사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Shin(2012)의 결과에 대한 강건
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실질임금의 경
기순행성 크기를 보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경기순행성의 성격을 규
명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이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낮아
질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명목임금 삭감확률
이 높아진다는 발견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이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미시적 증거
들은 경기후퇴기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실
업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지언 식의 DNWR 가설을 반박한다. 보다 일반적
으로 본고와 같이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증거를 제시하는 많은 연구 결
과들은 임금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나 임금경직성을 전제조건
으로 다른 노동 및 실물시장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과 상충된
결과이며, 반대로 Lucas and Rapping(1969)이나 Mortensen and Pissarides
(1994) 등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예측하는 이론들을 지지한다.
부문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실질임금은 고임금 산업보다는 저임금 산
업에서 경기변동상 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임금
-저임금 산업 간 임금격차는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 확
장적 재정정책이 저임금 산업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실질임금이 저임금 산업에서 훨씬 더 경기순행적이라는 본고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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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는 저임금 산업에서의 실업의 발생 및 변동이 임금경직성과는 무
관함을 시사한다.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볼 때 실업의 발생 및 변동
의 상당 부분은 2차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이 발견은 실업의 발생 변동의
원인으로서의 임금경직성의 중요성을 역시 반감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자체로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임금
변수의 측정오차를 들 수 있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명목임금과 실질
임금이 일반적으로나 경기변동과 관련하여서나 상당히 유연하다는 결론
은 가능하지만, 명목임금이 얼마나 경직적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내릴 수 없었다. 추후 측정오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임금대장에 근거한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정확한 임금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 경직성/유연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겠지만, 동시에 그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함
으로써 서베이를 통하여 획득한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
오차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그 못지않은 중요한 연구
성과가 될 것이다.
둘째, ESS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현존하는 임금 경직성/유연성 분석 방
식(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1차 부문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실업변동의 보다 큰 부분은 2차 부문에서 발생한다. 2차 부문에서의 임금
조정과 고용조정 사이의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실업에의 시사점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임금이 아니라 노동비
용의 경직성/유연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목적이 경기충격 시
(연 단위로 나타낸) 노동비용의 조정에 있다면, 임금 외에도 연간 근로시
간, 나아가 각종 인센티브 및 비임금 인건비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따라 경기충격 시 임금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나 부가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이 기업의 경우 임
금의 경직성이 바로 고용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경직성 및 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고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들이 채택해 온 방식, 즉 임금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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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로부터 계산된 임금동결이나 삭감을 경험한 근로자들의 비중은
각각 임금경직성이나 임금유연성에 대한 대리변수(proxy)는 될 수 있지
만 각각을 지수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DNWR와 관련
하여 우리가 원하는 지수는 임금삭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저
항에 의해 동결이나 상승으로 결론이 날 확률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Dickens et al.(2006) 등 일부의 연구가 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아직 초보 단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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