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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격

반응 함수 분석 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은 전체 취업자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정부투자지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구축효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정부의 소비지출로 남성․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

체 취업자 수 대비 여성 취업자 수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남성 고용격차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정부소비지출 충격의 연령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장

년층(3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청년층에 대한 고용제고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기에 실시한 확장적인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

과는 경기 확장기에 비해서 크지만, 지속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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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결

과가 관찰되었고, 경제성장률 대비 일자리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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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게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정책당국은 이로 인해 경제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고용 및 경제성장, 복지 문제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정책당국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우리나

라의 고용창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

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조 VAR 모형과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해서 재정지

출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다. 한국의 재정효과를 분석하는 국내 연구

는 대부분 재정지출의 국민소득승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김배

근, 2011; 김성순, 2007; 김영덕․조경업, 2008; 김우철, 2006; 허석균, 2007; 이강

구․허준영, 2017; 김소영․김용건, 2020). 재정정책은 소득 수준뿐 아니라 경제

내에서 고용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고용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의 유

효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국소투영법을 이용해서, 재정지출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국소투영법은 VAR 방법론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국소투영법은 재정

정책의 비대칭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국소

투영법의 장점을 활용해 경기국면별(경기 확장기, 경기 침체기)에 따라 재정정책

의 고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재정정책의 비선형 효과

를 살펴보았다. SVAR 모형으로 분석하는 경우, 축차적 방법(recursive short-

run zero restriction)과 Blanchard and Perotti(2002)가 제시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구조 충격을 식별하였다. 2가지 방법으로 식별된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 기법

을 이용해서 재정지출 충격으로 인한 고용변수의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았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정부지출의 고용창출 효과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황진영․이종하(2013), 이종하․황진영(2016)에서는 정부지출, 조세수입, 취업자

1) 금재호(2021)에 의하면, 1988～1992년의 고용탄력성은 0.319로 0.3을 상회하였으나, 1998～

2002년 시기에는 0.159, 2003～2007년 기간에는 0.229로 하락하게 되었다. 비록 2008～2012

년, 2014～2017년 기간에는 각각 0.333과 0.459로 고용탄력성이 확대되었으나 2018～2020년

기간에는 0.246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였다(조선비즈,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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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포함한 3변수 SVAR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고용은 산출(GDP)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고용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3변수 SVAR 모형은 재정지출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에는 지나치

게 단순화되어 충격과 그 반응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

에서는 산출과 고용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실질 GDP를 포함한 4변수

SVAR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소투영법을 이용해서 재정정책

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것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 및 연

령별로 나누어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

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별로 나

누어 이루어지는 분석의 의미가 있다. 최근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남녀 고용격

차가 감소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Akitoby et al., 2019; Akin, 2020; Bredemeier

et al., 2020)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료를 이용해 이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격반응 함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소비

지출 충격은 전체 취업자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투

자지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구축효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로, 정부소비지출 충격효과로 남성과 여성 취업자 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여성 취업자 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남

성 고용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정부소비지출 충격의 연령

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3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청년

층의 취업자 수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기에 실시

한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는 경기 확장기에 비해서 크지만 지속성은 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정책당국이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하는 경우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소비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고용 증진에 효과적이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 실

시하는 확장적인 정부지출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성은 약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재정정책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선

행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제Ⅲ절에서는 분석 시 활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Ⅳ절에서는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을 이용한 분

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Ⅴ절에서는 강건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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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 연구

제Ⅱ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1. 소절에서

는 정부지출 성질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2. 소절에서는 연

령 및 성별에 따른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 정부지출 성질에 따른 고용효과

정부지출의 성격에 따라 구축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고용

창출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논문(Buiter, 1977; Heijdra

and Ligthar, 1997; Ganelli, 2003)이 재정정책으로 인한 구축효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소비지출의 구축효과가 정부투자지출의 구축효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익(2019, 2020, 2021)과 Boehm(2020)은 소비재에 비해 자본재는 기

간 간 대체탄력성(the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이 매우 크기 때문

에 정부투자지출의 구축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2) 자본재의 기간 간 대체

탄력성이 큰 이유는 자본재의 내구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본재의 가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축적되는 효용의 총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인 충격으

로 자본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본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본재에 대한 투자를 지연한다. 예를 들면, 냉장고 교체시기를 미루는 것이 현재

소비자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 소비 수준을 낮추는 것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 강동익(2021)은 한국의 경우 정부소비지출의 구축효과가 더 작다고 주장하

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소비지출은 민간소비를 구축하지만 자본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투자성 지출의 생산파급 효과가 소비성 지출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정

부투자지출의 수요확대 효과가 정부소비지출의 효과보다 클 수도 있다. 최진호․

손민규(2013)는 정부소비지출에 비하여 정부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재정지출승수

2)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큰 재화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의 증가

가 가격에 조금만 반영되면 수요가 큰 폭으로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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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승준(2009)은 자본지출 비중이 높은 국토 및 지역

개발,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주장하였다.

만약 강동익(2019, 2020, 2021)과 Boehm(202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소비

지출의 수요확대 효과가 정부투자지출의 수요확대 효과보다 크다면, 정부소비지

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투자지출의 고용창출 효과보다 클 것이다. 반대로 정

부투자지출의 생산파급 효과가 정부소비지출의 생산파급 효과보다 크다면, 정부

투자지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정부소비지출과 정부

투자지출의 구축효과 크기에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도 달라지게 된다.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재정정책의 고용효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남성-여성 고용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가 최

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redemeier et al.(2020)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

로 여성 종사자들이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핑크칼라(pink-collar job) 종사자들의

고용이 남성의 비중이 높은 블루칼라(blue-collar job) 고용 회복에 비해 확대된

다고 주장하였다. 건설․생산 등의 블루칼라 업무는 기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

무가 많기 때문에 기계 및 자본 서비스와 대체될 가능성 높지만, 사람과 면대면

서비스 업무가 주를 이루는 핑크칼라 업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정부지출이 확대된다면, 기업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

계 및 자본의 투입 비중을 늘리게 되는데, 기계와 자본 서비스와 대체관계가 높

은 블루칼라의 고용보다는 핑크칼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재정정

책으로 파트타임(part-time) 직종과 같은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임시직

에는 여성의 종사자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남성고용보다는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재정정책의 연령별 고용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확장적인 정부지출로 인해서 청년(30세 미만) 비중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임

시근로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김남주(2018) 연구에 의하면, 청년실업으로

인한 이력현상(hysteresis)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OECD 21개국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출

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반면, 최용한(2015)에 의하면 재정지출

확대가 청년고용에 대해서 명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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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조무상(2017)은 정부지출의 청년고용이 확대효과는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였

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년층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정부지출로 해결 가능한 부문

간의 Mismatch(일자리 불일치) 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Bassanini and Duval(2006)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확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Feldmann(2006)은 큰 정부 규모

는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Ⅲ. 분석 자료 및 분석방법

제Ⅲ절에서는 분석 시 활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과 분석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다. 제1항의 경우 분석 시 사용한 자료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분석

방법인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1. 분석 자료

분석 자료의 경우 주요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구축하였으며, <표 1>에 자료

와 출처 등이 정리되어 있다. 자료의 대부분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계절조정 분기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정부 재정지출변수는 한국은행의 국민

계정 자료에서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 자료를 사용하였

다. 조세수입 자료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통합재정

수지 자료의 경우 누적 월별 자료와 연간 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데, 분기 자료

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분기 마지막 월의 값에서 전 분기 마지막 월의 값을 차

감하였다. 조세수입 자료의 경우에는 계절조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12 ARIMA를 통해 계절조정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출변수와 조세

수입변수의 경우 1인당 기준으로 변환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였

다.3) 고용 자료의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 자료를 활용하였

3) 본고의 경우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아니라 전체 취업 규모에 대한 영향이 분석 대상이므로,

1인당 변수보다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수입 규모가 더 적절한 변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

만, 재정지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주요 실증연구(Monacelli et al., 2011; 황진영․
이종하, 2013; 이종하․황진영, 2016; 김유빈․이종하, 2019)에서는 전체 취업 규모에 대한

영향 분석 시 1인당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고는 국내외 선행 연구 방식을 참고하여 1

인당 변수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본고의 연구 결과와 기존 연구를 비교하는 것이 유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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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대상 변수 및 출처

변수명 기간 출처

조세수입 2000Q1～2020Q4 통계청

정부소비 2000Q1～2020Q4 한국은행

정부투자 2000Q1～2020Q4 한국은행

실질 GDP 2000Q1～2020Q4 한국은행

취업자 수: 전체 2000Q1～2020Q4 통계청

취업자 수: 남자 2000Q1～2020Q4 통계청

취업자 수: 여자 2000Q1～2020Q4 통계청

취업자 수: 15～29세 2000Q1～2020Q4 통계청

취업자 수: 30세 이상 2000Q1～2020Q4 통계청

15세 이상 인구: 남자 2000Q1～2020Q4 통계청

15세 이상 인구: 여자 2000Q1～2020Q4 통계청

15세 이상 인구: 15～29세 2000Q1～2020Q4 통계청

15세 이상 인구: 30세 이상 2000Q1～2020Q4 통계청

미국채 3개월 금리 2000Q1～2020Q4 FRED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2000Q1～2020Q4 FRED

주: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

다. 특히, 재정지출의 성별․연령별에 따른 고용효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

여 취업자 수, 청년층(30세 미만), 중장년층(30세 이상)4) 등으로 세분화해서 자료

를 구성하였다.

본고는 자료의 가용 기간을 고려하여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부분 자료는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통합재정수지’ 자료 중 조세수입 자료는 2000년 이후 자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은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5) 그 외 외생변수에 포함

다고 판단하였다.

4) 권혜자(2008), 이종하․조무상(2017), 김남주(2018), Bredemeier et al.(2020)는 30세 미만을

청년층, 30세 이상을 중장년층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

와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존 연구와의 결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청년층(15～29세)

과 중장년층(3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최용한(2015)은 한국의 경우 평균 교육연수가 높

고, 20대 초반의 남성은 징병제로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29세를 청년층으로 구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5) 황진영․이종하(2013), 이종하․황진영(2016), 김소영․김용건(2020) 등에서도 2000년 이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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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실질 이자율은 미국채(Treasury bill) 3개월물 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

률을 차감하여 이용하였다.

<그림 1>에는 분기별 1인당 재정지출과 재정투자, 조세수입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한국의 실질 1인당 재정지출과 1인당 조세수입의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확

대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와 팬데믹 기간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부투자의 경우

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금융위기와 팬데믹 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에는 취업자 수 추이가 나타나 있다. 전체 취업자 수의 경우에는 전

<그림 1> 분기별 실질 1인당 조세수입과 정부지출, 재정투자

주: 계절조정 자료.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2> 분기별 전체,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

주: 1) 계절조정 계열.

2) 청년층은 30세 미만 취업자 수, 장년층은 30세 이상 취업자 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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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금융위기와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성별 취업자의 수 경우에는 전 기간에 걸쳐 남

자 취업자 수가 여자 취업자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추이는

비슷하였다. 한편,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30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취

업자 수의 경우에는 추세의 차이가 나타난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

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구조적 VAR 모형(SVAR), 국소투영법

본 소절에서는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적 VAR 모

형(SVAR)과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소개한다. (1) 소절에서는 조세수입,

정부지출, 실질 GDP 및 취업자로 구성된 4변수 SVAR 모형을 소개하고, (2) 소

절에서는 국소투영법 모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다.

SVAR 모형은 경제이론의 근거가 취약한 축약형 VAR(reduced form) 모형과

는 다르게 이론에 입각한 최소한 제약조건 하에서 외생적인 충격을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요 내생변수들 간의 동학적 경로와 더불어 식별한 외생적 충

격들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동학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재정정책

효과를 살펴보는 데 많이 사용하는 모형이다. 본고에서는 정부지출 충격을 식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① 축차적 방법(recursive short-run zero

restriction)과 ②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식별방법을 이용하였다. 재정정

책의 고용효과를 살펴본 국내 문헌(황진영․이종하, 2013; 이종하․황진영, 2016;

김유빈․이종하, 2019)은 대체적으로 Blanchard and Perotti(2002)를 이용해서 분

석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축자적 방법도 같이 사용해서 분석한다. 두 개의 방식

으로 도출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황

진영․이종하(2013), 이종하․황진영(2016), 김유빈․이종하(2019)의 연구에서는 3

변수(취업자 수, 조세수입, 정부지출) SVAR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4변수 SVAR 모형을 사용한다. 황진영․이종하(2013), 이종하․황진영(2016), 김

유빈․이종하(2019)의 3변수 SVAR 모형은 산출(실질 GDP)과 고용과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재정지출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정부지출 충격과 그 반응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실

질 GDP를 포함한 4변수 SVAR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의 고용효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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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투영법은 VAR 방법론과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모형이 유연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많은 분석에서 사

용되고 있다. SVAR 모형은 대부분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비선형 모형을 분석하

는 데는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국소투영법의 경우에는 추정 모형 내에서 경제

상태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국소투영법을 사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

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

지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Blanchard and Perotti(2002) 식별조건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상황에 적

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집행과 예산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강동익(2020)의 경우에는 국내 재정정책 효과 분석 시 예산 발표 이후 반년 이후

에 지출이 집행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

생한 경우에도 예산확정이 되는데 1분기 이상 소요되었다. 팬데믹 확산으로 시행

한 정부의 재정정책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가 당해 분기 산출 변동에 바로 반응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순수한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Blanchard

and Perotti(2002)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까지도 국내 연구에서는 재정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식별조건을 사용하

고 있다. 국내 연구(김배근, 2011; 황진영․이종하, 2013; 이종하․황진영, 2016;

이종하․김유진, 2019; 김태봉․허석균, 2017; 김소영․김용건, 2020; 마은성․이

우석, 2020; Park and Lee, 2021)에서는 재정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Blanchard and Perotti(2002)를 분기의존성을 적용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심지어 해외 주요 연구에서는 연간 자료의 경우에도 Blanchard and Perotti

(2002)를 적용해서 재정정책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Beetsma et al.,

2006; Benetrix and Land, 2009; Corsetti, Meier, and Muller, 2012).

(1) SVAR 모형

본 소절에서는 SVAR 모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재정정책 효과 분석 시

정부지출 충격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인데, 이를 위해 ① 축차적 방법

(recursive short-run zero restriction)과 ②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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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하였다. 거시경제를 대표하는 4변수들의 축약형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실질 1인당 정부지출( ), 조세수

입( ), 실질 GDP(  ) 및 취업자 수(  )로 이루어진 ×벡터이며, 는

× 계수행렬(coefficient matrix),   : 
  


 

  는 축약형 방정식의 예

측오차 벡터로서 계열상관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변수의 시차의 경우 분기 데이

터인 것을 감안하고, 여러 정보 기준(information criteria)을 고려하여 4로 설정하

였다. 변수 형태는 log 차분 형태로 설정하였다.6) 또한 취업자의 수나 경제의 변

동 폭이 컸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1분기)와 팬데믹 기간

(2020년 1분기 이후)을 통제하기 위해서 동 기간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외생변수

로 포함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미국의 실질 이자율도 외생변수로 포함

하였다.

1) 축차적 식별 방법(recursive short-run zero restriction)

축차적 방법은 축약형 VAR 모형의 오차항()과 구조 VAR 모형의 오차항

( ) 간의 관계인   에서   행렬에 다음과 같은 제약을 부과하는 방

법이다. 축차적 방식을 통해 축약형 방정식의 예측오차를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2)

제약 후에 남은 10개의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데, 축약형 VAR 모형 오차의 분

산 공분산 행렬을 OLS로 추정하면 10개의 서로 다른 요소(element)가 추정되므

로 본 모형은 정적식별(just identified)이 된다. 이와 같은 제약에서는 내생변수의

6) 본고에서는 단위근(unit root) 검증을 실행하였으며, 4변수의 로그 차분 형태는 모두 단위근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시 저자에게 요청하면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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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순서에 따라 외생성의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변수배열 순서가 중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분기의존성(quarterly dependence)을 고려한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가정을 준용해서 변수배열 순서를 설정한다.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정책당국이 거시경제의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지출

을 조정할 때까지 1분기 이상이 소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

지출을 가장 외생적인 변수로 변수배열 시 가장 먼저 배열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용변수의 경우 정부지출 확대정책에는 당기에 반응하고, 조세수입과 실질 GDP

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소비지출 → 조세수입 → 실질

GDP→취업자 수로 설정하였다. 강건성 검토를 위해 변수의 순서를 바꿔서 분석

한 결과는 ‘제Ⅴ절 강건성 분석’에 제시하였다.

한편, 강건성 검토를 위해 먼저 SVAR 모형을 3변수 모형으로 변환시켜 양

(+)의 정부지출 충격 시 취업자의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황진영․

이종하(2013), 이종하․황진영(2016), 김유빈․이종하(2019)의 연구와 같이 정부지

출․조세수입․취업자 수의 3개의 변수로 SVAR 모형을 분석하였다. 3변수 모형

의 축차적 방식을 통해 축약형 방정식의 예측오차 행렬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2) Blanchard and Perotti(2002) 식별방법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제도적 정보를 이용해서 모수에 제약을 가하였

는데, 특히 조세의 GDP 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해서 모수로 설정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Blanchard and Perotti(2002)를 사용해 모수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

대부분 박기백․박형수(2002)가 추정한 조세의 GDP 탄력성인 1.09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박기백․박형수(2002)의 연구 결과인 1.09를 사용

해서 모수에 제약을 가한다. 또한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위해 모형 내에서 조세의 GDP 탄력성을 추정해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제

Ⅴ절 강건성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충격식별을 위한 제약식을 바탕으

로 축약형 방정식의 예측오차를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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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식별방식을 3변수 SVAR 모형에 적용하

는 경우 축약형 방정식의 예측오차를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한편, 3변수 SVAR 모형 적용 시 제도적 정보를 이용해서 모수에 제약을 가

하는 경우 취업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자동안정화 효과, 즉 조세수입의 취업탄력

성은 시간에 의존하므로 선행 연구의 추정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세

수입의 취업탄력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

해 황진영․이종하(2013), 이종하․황진영(2016), 김유빈․이종하(2019)는 취업과

GDP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박기백․박형수(2002)가 추정

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1.09)을 사용하였다.7) 또한 김배근(2011)은 도구변수

(세계경제 성장률)를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GDP 변동에 대한 조세수입 변동의

소득탄력성을 2.067로 추정하였다. 한편, 김영덕․조경엽(2008), 허석균(2007), 송

호신․허준영(2017) 등은 SVAR 분석 시 탄력성이 다소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결

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송호신․허준영(2017)의 연

구에서는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을 1～3 범위까지 값을 넣어도 결과에 큰 차이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두 값 중 하나를 이용

하거나 두 값을 모두 포괄하도록 1～3 사이의 균등분포를 설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3변수 SVAR 모형을 이용해서 Blanchard and Perotti(2002) 방

식으로 식별하는 경우 황진영․이종하(2013), 이종하․황진영(2016), 김유빈․이

종하(2019)와 마찬가지로 취업과 GDP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8)을 반영해서

7) 김용건․김소영(2020) 등과 같이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방식으로 정부지출 충격을

식별하는 모형의 경우 박기백․박형수(2002)가 산출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1.09)을 활용

하였다.

8)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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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박형수(2002)가 추정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1.09)을 사용하며, 이에

대한 강건성 분석을 위해서 특정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모형 내에서 추정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 국소투영법

본 소절에서는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한 국소투영

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 연구는 Jordà(2005)와 Ramey(2016)의 방식대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 지편(horizon) 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였다.

       ×          (6)

식 (6) 종속변수   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은 식별된 정부지출 충격을 의미하며 는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정

부지출, 조세수입, 실질 GDP, 취업자 수의 후행변수를 포함하였다.  은 시차

연산자(lag operator) 함수로 각 통제변수에 대해 4개의 후행변수를 포함하였으

며, 는 정부지출 충격의 반응계수(response factor)를 의미한다. 추정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SVAR과 동일하게 로그 차분 형태(log-difference)로 포함하였다. 그

리고 본 모형의 경우 충격변수의 과거변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차 자기상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Ramey(2016)와 마찬가지로

Newey-West 표준오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SVAR 모형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

로 금융위기-코로나 더미와 미국의 실질 이자율을 포함하였다. 식 (2)에서 사용

한 식별 방식은 Cholesky 분해에 의한 재귀적 식별(Recursive identification) 방

식과 동일하다. 식 (2)의 통제변수에 정부지출, 조세수입, GDP, 취업자의 후행변

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변수 순서상 가장 앞에 위치하는

VAR 모형의 재귀적 식별 방식과 식별되는 정부지출 충격은 같다.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1963～2020년에는 0.72, 2000～2020년 기간 동안에는 0.82의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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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 모형을 이용해서, 충격반응함수 결과

에 대해서 기술한다. 1. 소절에서는 정부지출 성격에 따른 4변수 S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소개하고, 2. 소절에서는 4변수 SVAR 모형의 성별 및 연령

에 따른 정부소비지출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설명한다. 3. 소절에서는 3변수

SVAR 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 소절에서는 비선형 국소투영

법을 이용해서 경기 침체기와 경기 확장기의 재정정책 효과를 살펴본다.

1. 정부지출성질별 충격반응함수 결과

본 소절에서는 재정지출 충격을 식별한 SVAR 모형 및 국소투영법 모형을 이

용하여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의 1단위 표준편차 충격 시 주요 변수의 충

격반응함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3>에는 정부소비지출 충격과 정부투자지출 충

격에 대한 전체 취업자 수와 실질 GDP 충격이 각각 나타나 있다. <그림 3>에서

실선은 구조적 충격에 대한 각 변수의 반응을 나타내며,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

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소비지출 충격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 (1)의 SVAR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모두 양(+)의 정부소비지

출 이후 1～3기, 7～9기에 90%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

차적 방식으로 식별한 S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 결과와 Blanchard and

Perotti(2002) 방식으로 식별한 결과의 추세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반응의

크기와 유의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소투영법의 경우 SVAR 모형

의 결과와는 다른 추세와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양(+)의 정부소비지출

충격 이후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유의수준에서 충

격 이후 3, 8, 10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총수요 증가로 고용이 확대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의 (2)에는 정부소비지출 충격으로 인한 실질 GDP

의 충격반응함수가 나타나 있다. SVAR 모형 분석의 경우 양(+)의 정부소비지출

충격 이후 3기 및 7기에서 90% 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국소투영법의 결과에서도 충격 이후 2기, 3기에서 90% 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74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그림 3> 전체 취업자 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가. SVAR: 축차적 방식 나. SVAR: BP2002 방식 다. 국소투영법

(1) 총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2) 실질 GDP 충격반응함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주: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소비지출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 수요가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소비지출로 인해 취업자가 증가하는 결과는 신고전학파의 모형(Neoclassical

Model)의 모형 예측과 Rotemberg and Woodford(1992), Monaceli et al.(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재정정책으로 인한 구축효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

게 되면서 고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한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Buiter,

1977; Heijdra and Ligthar, 1997; Ganelli, 2003).

반면 본 연구에서 정부투자지출의 고용창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의 (1)에는 양(+)의 정부투자지출로 인한 총취업자 수의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나타나 있다. SVAR 모형의 결과에서는 총취업자 수가 90% 수준에서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국소투영법으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충격반응함수의

추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기와 9기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지만, 6기와 10기에는 90% 수준에서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하면,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의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정

부의 투자지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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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강건성 검증을 해 보아도 정부투자지출

확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확장적 정부투자지출로 인해 구축효과가 발생하면서 총수요가 충분히 확

대되지 않게 되면서 고용창출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의 (2)는 양(+)의 정부투자지출로 인한 실질 GDP의 충격반응함수 결과이다.

SVAR 모형을 사용했을 경우 실질 GDP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국소투영법의 경우 실질 GDP가 양(+)의 투자지출 충격

이후 5기에는 90%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바로 6기에는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강동익(2019, 2020,

2021)과 Boehm(2020)에서 주장한대로 소비재에 비해 자본재의 기간 간 대체탄력

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투자지출 확대 시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하면서, 총수요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강동익

(2021)은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투자지출로 인한 구축효과가 정부의 소

비지출로 인한 구축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4> 전체 취업자 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정부투자지출 충격

가. SVAR: 축차적 방식 나. SVAR: BP2002 방식 다. 국소투영법

(1) 총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2) 실질 GDP 충격반응함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주: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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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재정소비지출의 고용효과 분석

본 소절에서는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재정소비지출의 고용효과 분석을 살펴본

다. (1) 소절에서 정부투자지출의 고용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소비지출의 충격반응함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성

별에 따른 재정지출의 효과를 살펴본다. (2) 소절에서는 연령에 따른 재정지출

효과를 살펴본다.

(1) 성별에 따른 효과

여기에서는 재정정책의 고용증진 효과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

록 한다. <그림 5>에는 성별에 따른 양(+)의 정부소비지출 충격으로 인한 고용

변수의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5>의 (1)에는 남성 취업자 수의

충격반응 함수가 나타나 있으며, (2)에는 여성 취업자 수의 충격반응 함수가 나

타나 있다.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양(+)의 정부소비지출 충격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취

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VAR의 모형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서 대

부분 남성 및 여성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소투영법으

로 분석하는 경우 정부소비지출 충격 이후 3기, 8기, 10기에 남성 취업자 수가

90% 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취업자의 경우에

도 1기, 3기, 8기, 10기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 취업자 중 어디에 더 큰 고용효과가 나타났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Akitoby et al.(2019)의 방식을 따라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여

성 취업자 수 변수를 포함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4변수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 모형에서 취업자 수 변수 대신에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여성 취업자 수 비율을 사용해서 충격반응함수를 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

림 5>의 (3)에 나타나 있다.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분석 모형에 상관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여성의

취업자 수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VAR 모형으로 분석하

는 경우 90% 유의수준에서 정부소비지출 충격 후 3기에 여성의 취업자 수 비중

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소투영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 이후 1기, 3기, 8기, 10기에서 유의하게 여성 취업자 수 비중



이형석․이준상 77

<그림 5> 성별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결과

가. SVAR: 축차적 식별 나. SVAR: BP2002 다. 국소투영법

(1) 남성 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결과

(2) 여성 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결과

(3)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여성 취업자 수 비중 충격반응함수 결과

주: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여성-

남성 고용격차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해외 선행 연구인 Akitoby et

al.(2019), Akin(2020), Bredemeier et al.(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2) 연령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

여기에서는 연령대를 30대 미만과 30대 초과의 취업자 수9)로 나누어서 재정

9) 연령별로 분석 시 기준은 다수의 국내 및 해외 선행 연구의 구분 방법을 참고하였다(권혜

자, 2008; 이종하․조무상, 2017; 김남주, 2018; Bredemeier et al., 2020). 대부분의 문헌에서
는 30세 이상을 중장년층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최용한(2015)은 한국은 평균 교육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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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6>에는 연령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충격의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양(+)의 정부소비지출로 장년층

(30세 초과)의 취업자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나, 청년층에 대한 재정효과는 불확

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의 취업자 수의 경우 SVAR 모형에서는 정부소비

지출 충격 1기 이후 대부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소투영법에서도

양(+) 정부소비지출 충격 이후 1기, 8기, 10기에서 90% 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면, SVAR

모형에서는 추이가 불확실하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결과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국소투영법을 통해서 분석한 경우에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추이 역시 불확실하였다. 결론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장년층의 고용

은 증진되나 청년층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종하․조무상(2017)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데, 이종하․조무상(2017)은 우리나

라 청년층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정부지출로 해결 가능한 부문 간의 일자리 불일

치(mismatch) 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6> 연령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결과

가. SVAR: 축차적 식별 나. SVAR: BP2002 다. 국소투영법

(1) 장년층(30세 이상) 충격반응함수 결과

(2) 청년층(30세 미만) 충격반응함수 결과

주: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높고, 20대 초반의 남성은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29세를 청년층으로 구분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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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변수 SVAR 분석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주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3변수 SVAR 모형은 산출

(실질 GDP)과 고용과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재정지출의 고용효과를 추정

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정부지출 충격과 그 반응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3변수 SVAR 모형의 결과를 제시하여 4

변수 SVAR 모형과의 결과와 비교해 본다.

3변수 SVAR 분석 결과 4변수 SVAR 모형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경우 전

체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7>에는 3변수 SVAR 모형의 충격반응

<그림 7> 3변수 SVAR 모형 분석 결과

1. SVAR: 축차적 식별 2. SVAR: BP2002

박기백․박형수(2002)

3. SVAR: BP2002

모형 내에서 추정

가. 전체 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

나. 전체 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결과: 정부투자지출 충격

다. 남성 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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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 속

라. 여성 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

마. 장년층(30세 이상) 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

바. 청년층(30세 미만) 취업자 수 충격반응함수 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

주: 1)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2) ‘2.SVAR: BP2002 박기백․박형수(2002)’의 경우 조세수입의 취업탄력성은 1.08을 사용,

‘3.SVAR: 모형 내에서 추정’은 조세수입의 취업탄력성을 모형 내에서 추정.

함수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7> 1.에는 3변수 SVAR 축차적 방식으로 식별

한 분석 결과와 <그림 7> 2.와 3.에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으로 분석 시

각각 김기백․박형수(2002)가 추정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1.09)을 사용한 결과

와 모형 내에서 추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3변수 분석 결과는 4변수 분석 결과

에 비해서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 GDP를 포함한 4변수 모형

의 경우 정부지출 충격과 식별이 3변수 SVAR 모형에 비해 용이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변수 SVAR 모형의 분석 결과는 4변수 SVAR

모형 결과에 비해 유의성은 하락하였지만, 충격반응의 부호 및 추이는 4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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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모형인 4변수

SVAR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보장해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재정정책의 비선형 효과

본 소절에서는 재정정책의 비선형 추정모형을 이용해서 경기국면별 재정지출

의 고용제고 효과를 분석한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경기국면(경기 확장기, 경기 불

황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케인즈(Keynes)의 유효수요 이론에 의하면, 경기 확

장기보다는 인력, 설비 등을 포함한 유휴자원이 많은 경기 불황기에 재정지출 확

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클 수 있다.10) 한편, 경기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가 확대될 경우 경기 침체기의 재정지출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

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정책의 고용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재정정책의 비선형 추정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식 (4)의 기본 국소투영법 모

형에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여 경기 호황기와 경기 불황기의 재정

지출이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본다. 식 (6)인 기본 국소투영법 모형은 상태의존모

형(state-dependent model)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      

        ×         

(7)

식 (7)에서    는 경제 충격이 오기 직전 의 경제 상태 ∈{}에

대한 변수를 나타낸다. 과 는 각각 경제 불황기와 호황기를 의미한다.  를

추정하여 경제 상태가 ∈{}인 경우 재정소비지출 충격에 대한 주요변수 

의 충격반응함수를 각각 도출할 수 있다. 경기 불황기와 호황기를 구분하는 기준

은 마은성․이은성(2020)에서 제시한대로 계절 조정된 실질 GDP 자료를 HP

(Hodrick-Prescott) 필터를 이용해서 구분한다. HP 필터로 구분한 경기변동 요소

를 식 (5)의 가변수(   )로 정의한다. 기의 경기변동 요소를 라고 한다면

10) Christiano et al.(2009)와 Woodford(2010) 등도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경제주체들이 송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을 예상함에 따라 정부지출의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가 줄어들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는 유동성 제약에 처한 가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민간소비로 잘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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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경기변동 요소인   가 0보다 크거나 양수이면,       ,   가

음수이면      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f     

      
,       i f    ≥ 

      
(8)

한편, 성별 및 연령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1. 소절에서 정부투자지출의 고용효

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소비지출의 충격반응함수 결과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8>은 경기변동에 따라 정부소비지출 충

격이 실질 GDP와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선형 국소투영법으로 추정한 결

과이다. 분석 결과, 경기 침체기의 확장적인 재정지출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

가 나타났으나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확장기에는 시차를

두고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 시행하는 재정정책의 고용

효과가 경기 확장기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양(+)의 정부소비지출 충격으로 인한 실질 GDP의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경기 침체기에는 양(+)의 정부소비지출로 단기(0기), 1기, 3기에 90% 수

준에서 유의하게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8>의 (2) 가). 반면, 경기 확장기에는 정부소비지출 충격 이

후 시차를 두고 8기, 10기에 90% 수준 내에서 실질 GDP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의 (3) 가). 즉, 경기 침체기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단

기적으로 총수요 확대에 효과가 있으나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확장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확대에 효과가 없으나 시차를 두고 총수

요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도 경기 침체기에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속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확장기에는 시차를 두고 고용효과가 나타났

으나 지속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기 확장기에는 90% 수준에서 정부

소비지출 충격 이후 8기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되지 못하

고 바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의 (3) 나). 이는 경기 확장기에 시

행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뒤늦게 나타났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경기 침체기의 재정정책의 고용효과는 단기에 집중되

나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의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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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부소비지출 충격반응함수: 경기국면별 효과

(1) 전체 기간

가. 실질 GDP 나. 전체 취업자 수

(2) 경기 침체기

(3) 경기 확장기

주: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Ⅴ. 강건성 분석

본 절에서는 기본모형의 결과에 대해서 강건성 분석을 시행한다. 1. 소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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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변수 SVAR 모형에서 변수 순서를 변경하고, Blanchard and Perotti(2002)

방식으로 분석 시 소득탄력성을 바꿔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2. 소절에서는

분석 시 포함한 외생변수 중 더미변수를 변경하여 재분석한다. 마지막으로 3. 소

절에서는 3변수 비선형 국소투영법 모형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비선형 효과에 대

한 강건성 검토를 시행한다.

1. 4변수 SVAR: 축차적 모형에서 변수 순서변경,

BP 2002에서 소득탄력성 변경

본 절에서는 4변수 SVAR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를 위해서 축차적 모형에

서의 변수 순서를 변경하여 분석한다. 기본모형에서는 정부지출 → 조세수입 →

실질 GDP→취업자 순이었으나, 조세수입과 실질 GDP 순서를 변경하여 정부지

출→실질 GDP→조세수입→취업자 순으로 변경하였다. 축차적 모형에서는 변

수의 순서에 따라 외생성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실질 GDP와 조세수입 중 어느

변수가 더 외생적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순서를

변경한 것이다. <그림 9>에는 변수 순서변경 시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나타나 있

는데, 기본모형의 결과에서 유의성과 충격반응 정도는 조금 바뀌었으나, 전반적으

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4변수 SVAR 모형 분석 결과: 축차적 분석

가. 전체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나. 전체 취업자 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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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 속

다. 남성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라. 여성 취업자 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마. 장년층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바. 청년층 취업자 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주: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다음으로 4변수 SVAR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를 위해서 김배근(2011)이 추

정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을 모형 내에서, 기본모형에서는 김기백․박형수

(2002)가 추정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1.09)을 사용하였으나, 조세수입의 소득

탄력성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소득탄력성

을 모형 내에서 추정한다. <그림 10>에는 소득탄력성을 모형 내에서 추정한 결

과가 나타나 있는데, 기본모형의 결과와 비교하는 경우 유의성이 다소 감소하였

으나 기본분석에 비해서 전반적인 결과에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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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4변수 SVAR 모형 분석 결과: BP(2002)

가. 전체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나. 전체 취업자 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다. 남성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라. 여성 취업자 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마. 장년층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바. 청년층 취업자 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주: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2. 더미변수 변경

본 소절에서는 2006년 이전과 이후 정부의 고용전략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더미변수를 생성한 이후 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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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포함하여 4변수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을 이용해서 재분석하였다. 금

재호(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 고용률 및 경제성장, 그리고 복지 문제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

의 기조전환이 재정정책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더

미변수를 변경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1분기)와 팬데믹 기간(2020년 1분기 이후) 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이번에는 200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더미변수 변경을 통해 재분석한 결과, SVAR의 Blanchard and Perotti(2002)

모형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나, 축차적 식별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국소투영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기본모형과 달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11>에는 더미변수 변경한 경우의 모형별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나

타나 있다. SVAR의 Blanchard and Perotti(2002) 식별 결과 중 청년층 충격반응

함수 결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결과에서 기본모형에 비해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기본모형 결과에서 충격반응함수 결과의 방향이 바뀌거

나 계수가 큰 폭으로 변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11> 분석 결과: 더미변수 변경 시

1. SVAR: 축차적 2. SVAR: BP2002 3. 국소투영법

가. 전체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나. 전체 취업자 수: 정부투자지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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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 속

다. 남성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라. 여성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마. 장년층(30세 이상)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바. 청년층(30세 미만) 취업자 수: 정부소비지출 충격

주: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한편, 더미변수를 통해서 2006년 이전과 이후의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재정정

책의 고용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정책 기조 변환에 따른 고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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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긴 시계열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수입 자료가 2000년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할하여 분석하기

용이하지 않다. 2006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기에는 조세수입 자료를 이

용해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자의 판단으로는 더미변수 생성

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고, 이

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더미변수를 바꾼 이후의 분

석 결과, 기본모형의 결과가 대체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강건성 검토를 한다는 점

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3변수 비선형 국소투영법

비선형 국소투영법 결과에 대한 강건성 분석을 위해서 3변수 국소투영법 분석

을 시도한다. 변수는 정부지출, 실질 GDP, 취업자 수로 구성된 3변수 국소투영법

분석을 시도하고, 시계열 자료 범위를 1980년으로 확대해서 분석한다. 3변수 국소

투영법 분석 시 조세수입 변수 대신 실질 GDP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조세수입

자료의 경우 2000년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수입을 포함하

는 경우 자료가용 기간이 짧아진다. 경기국면별 재정정책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

어서 중요한 것은 긴 시계열 자료의 확보이다. 기본모형의 경우 2000년부터 2020

년까지 자료만 포함하고 있어 샘플이 짧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서 강건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3변수 비선형 국소투영법으로 분석한 경우 충격반응함수의 계수는

기본모형과 비교해서 차이가 존재하나 방향성 등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

다. <그림 12>에는 경기국면별 정부소비지출의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나타나 있

다. 먼저 실질 GDP의 경우 침체기에 0기에서 3기까지 양(+)의 정부소비지출로

인해서 90%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확장기의

확장적 정부지출 효과는 3기와 10기에 90% 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본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적 재정지출로

단기적으로 총수요 확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확장기의 경우 시차를 두고 총

수요 확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 모형과 유사한 결과이다.

고용변수의 경우 기본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침체기에 단기적으로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장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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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부소비지출 충격반응함수: 국면별 효과

가. 실질 GDP 나. 전체 취업자 수

다. 남자 취업자 수 라. 여자 취업자 수

라. 장년층(30세 이상) 취업자 수 마. 청년층(30세 미만) 취업자 수

주: 1) 음영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2) 검은색 점선은 전체 시기의 충격반응함수 결과이며, 빨간색 실선은 경기 침체기의 충격

반응함수 결과이다. 파란색 점선은 경기 확장기의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나타낸다.

확장적인 제정지출로 충격 이후 10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변수

모형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재정정책의 고용효과는 경기 확장기에 비해 경기 침

체기에 더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 침체기에 실시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단기에 집

중되어 있으나 지속되지는 못하였으며, 경기 확장기에 실시한 고용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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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SVAR 모형과 국소투영법 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고

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성격에 따른 취업자 수

변동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재정지출의 고용효과도 살펴보았으며, 경기국면에

따른 재정정책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격반응 함수 분석 결과 정부소비지출 충격은 전체 취업자 수를 유의

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투자지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구축

효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정부소비지출 충격효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남성․여성의 취업자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여성의 고용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정부소비지출 충

격의 연령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3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

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기에 실시한 재정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는 경기 확장기에 비해서 크지만 그 효과

는 단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속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정책당국이

고용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투자지출에 비해 구축효과가 상

대적으로 작은 정부소비지출을 통해 고용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해외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소비지출 확대로 남성-여성 고용격차가

축소될 수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기 고용이 위축되어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회복을 도모하는 경우, 이는 단기적인 고

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지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장기적인 고

용회복을 위한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경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와 연

령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것이다. 한국 자료의 경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

하는 경우 가용 시계열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다. 통계청(KOSIS)에서 우리나라의

9차 산업의 취업자 수 자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차 산업으로 분류된 취업자 수 시계열 자료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

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샘플 수가 상당히 적어진다. 이로 인해 산업별 성별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지는 못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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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 이전과 이후의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를 살펴보는데도

한계가 존재하였다. 고용정책 기조 변환에 따른 고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

계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 긴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조세수입 자료가 2000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자료를 분

할하여 분석하는 경우 2006년 이전과 이후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는 본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며 정부정책의 기조변화로 인한 고용효과를 살

펴보는데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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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 Expenditure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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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Korea’s fiscal policy by

using the SVAR and local projection method. Our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government expenditure shock raised employment, but

the effect of government investment on employment is not clear due to the

crowding-out effect. Second, the positive government expenditure lowers the

gender employment gap. Third, the number of middle-aged employment increases

to the positive government consumption shock, but the effect on youth

employment is not clear. Finally, the employment effect of fiscal policies during

recessions was effective in the short-run, but, not per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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