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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 경제는‘고용 없는 성장’
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 보
다 많은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방안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
고 있다. 특히,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 중 환율은 우리나라와 같
이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
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캠파와 골드버그(Campa & Goldberg)가 제시한 모형을 바
탕으로 환율변동이 수출 및 수입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SVA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를 전후로
환율과 고용 간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 기간뿐 아니
라 외환위기 전후의 차이점을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충격반응함수가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환율상승(원화절하)으로 인한 고용
의 변화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서비
스업 부문에서는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서의 환율
충격으로 인한 고용변화가 서비스업에서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
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확대가 노동시장 특
히 대외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부문에 상당한 교란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출집약도가 높은 산업, 수입침투율이 높은 산
업, 수입투입재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용정책에 산업의 대외개방 정도 및 특성에 따
른 탄력적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1. 머리말
최근 우리 경제는‘고용 없는 성장’

이 심화되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 가운데 보다 많은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방안이 중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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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각
각 59.7%, 59.8%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2006년 5.1%, 2007년
5.0%)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진은 계
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 부진은 소
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
의 신규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
인 고용창출 기회의 확보를 통하여
소비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고용을 결정하
는 변수는 수없이 많다. 이러한 변수
들 중 특히 환율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
수로 여겨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율
의 변동은 수출입뿐 아니라 물가, 고
용, 경제성장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환율의 변화는 수출입가격에 대
한 전가(pass-through)를 통해 교역
조건의 변화를 유발하고 수출 및 수
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다시
총수요의 변동을 초래하여 종국에는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환율과 고용 간의 관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생산활동 변화 과정에서
의 부수적인 파생효과로 인식되어 왔
다.
기존의 환율과 고용에 관한 논의들
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이뤄져 왔
다. 즉, 환율과 고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총생산, 임금, 유가, 이자
율 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변수를 통
제변수로서 활용하여 환율과 고용 간
의 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을 시
도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경로에 관한
분석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에 따
르면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생
산과 고용의 안정적인 상관관계가 흔
들리면서 환율이 생산을 매개로 고용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가 약화되고 있음이 관측되고 있다.2)
따라서 환율이 생산을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
구에서 벗어나 환율과 고용의 관계를
미시적 관점에서 직접 살펴볼 필요성

1) 국외연구로는 Branson and Love, “The real Exchange Rate and Employment in U.S.
Manufacturing: State and Regional Results", NBER working paper No. 2435(1987),
Burgess and Knetter,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mployment Adjustment to
Exchange Rates", NBER working paper No. 5861(1996), Dekle,“The Yen and Japanese
Manufacturing Employment", Journal of Internatinal Money and Finance 17(5)(1998) 등
이 있고 국내연구로는 최창규, “환율변동과 생산·고용 간의 관계”
, 「경제분석」
(1997)이 있다.
환율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기존연구는 장동구 외 2인의 연구를 참조.
2) 장동구, 김기호, 이현창,「환율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2006). 이 연구에서 성장률
과 실업률(성장률과 고용률)의 상관계수는 1991.1/4~1997.4/4분기：-0.51(0.0), 1999.1/4~
2005.1/4분기：0.47(-0.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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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캠파와 골드버그(Campa &
Goldberg, 2001)는 미시적 관점에서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세 가지 경로
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실
증분석 결과를 통해 환율이 고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
고 있다.3) 그러나 캠파와 골드버그 모
형에서는 시계열 간에 존재하는 내생
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
제점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최근에 이
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캠파와 골드버그
가 제시한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미시
적 경로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
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구성하여 환율변동이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외환위기를 전후로 환율과 고용
간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전제하에 표본 전체기간뿐 아니라
표본 기간을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각 기간별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 고용현황
주요 고용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경
제활동인구는 1993~1997년에는 연평
균 2.24%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외환
위기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어
2000~2005년 사이에 증가율은 1.53%
로 하락하였으며 2007년에는 1.0%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률은 외환
위기 이전(1993~1997)에는 기간 중
평균적으로 60.3%의 수준을 유지하
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60% 아래로
떨어진 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최근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편,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5%를 상회
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2007년의 고용률은 2006년에 비
해 0.1%포인트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
고 있어‘고용 없는 성장’
이 지속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증가율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이래 2000년대 초반 일
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경제 전반의 고용 증
가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크

3) Campa & Goldberg,“Employment versus Wage Adjustment and The US Dollar", Review
of Econmics and Statistics 83(2001) 참조.
4) Gourinchas, “Exchange Rate and Jobs: What do we learn from Job Flows", NBER
Macroeconomics Annual(1998), 국내연구로는 김완중, “환율이 말레이시아 고용에 미치는 영
향”
,「동남아시아 연구」
(2005)와 앞 절에서 언급한 장동구 외 2인의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장동
구 외 2인은 고용에 대한 대리변수로 노동이동성을 선택하여 환율상승의 충격은 국내산업의 노
동이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동성 대신 산업별 취업자수를
고용 변수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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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1993~1997 1998~1999

2000

2005

2000~2005

2006

2007

1.3

8.5

4.2

5.2

5.1

5

33,671
(1.72)

35,552
(1.30)

36,186
(1.2)

38,300
(1.1)

37,181
(1.13)

38,762
(1.2)

39,170
(1.1)

경제활동
인구

20,815
(2.24)

21,547
(-0.25)

22,069
(1.9)

23,689
(1.4)

22,890
(1.53)

23,934
(1.0)

24,166
(1.0)

경제활동
참가율(％)

61.8

61.2

61

61.9

61.6

l61.7

61.7

취업자

20,313
(2.38)

20,115
(-2.10)

21,156
(4.3)

22,856
(1.3)

22,075
(2.03)

23,151
(1.3)

23,433
(1.2)

실업률(％)

2.4

6.7

4.1

3.5

3.6

3.3

3

고용률(%)

60.3

56.6

58.5

59.7

59.4

59.7

59.8

경제성장률
(%)

7.7

15세이상
인구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
주 : 수준변수(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항목에서 ( ) 안은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그림 1>

취업자 증가율 추이

게 의존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서
비스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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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제조
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
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1993~97년)에 전체산업에서 제
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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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으로 23%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7년 현재
1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서
비스업 전체 취업자 비중은 점차 상
승하여 2007년 현재 66.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서비스 분

<표 2>

야의 고용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는 주로 도소매, 음
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의 고용성장에 대한 절대적 기여를
담당하는 소비자서비스 분야의 일자
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1993~97

1998~99

2000~2005

2006

2007

전 산업(천명)

20,313
(100.00)

20,115
(100.00)

22,075
(100.00)

23,151
(100.00)

23,433
(100.00)

농림어업

2,419
(11.94)

2,350
(11.68)

2008
(9.12)

1,785
(7.71)

1,726
(7.37)

광업

33
(0.16)

20
(0.10)

17
(0.08)

18
(0.08)

18
(0.08)

제조업

4,712
(23.23)

3,972
(19.75)

4,255
(19.29)

4,167
(18.00)

4,119
(17.5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72
(0.36)

62
(0.31)

66
(0.30)

76
(0.33)

86
(0.37)

건설업

1,887
(9.28)

1,528
(7.60)

1,727
(7.82)

1,835
(7.93)

1,850
(7.89)

서비스업

11,190
(55.03)

12,185
(60.57)

14,002
(63.40)

15,272
(65.97)

15,634
(66.72)

도매 및 소매업

3,793
(18.67)

3,873
(19.25)

3,863
(17.52)

3,713
(16.04)

3,677
(15.69)

숙박 및 음식업

1,631
(8.00)

1,782
(8.86)

1,994
(9.03)

2,049
(8.85)

2,049
(8.7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080
(5.32)

1,181
(5.87)

1,348
(6.11)

1,471
(6.35)

1,498
(6.39)

금융 및 보험업

723
(3.56)

756
(3.76)

747
(3.39)

786
(3.40)

809
(3.45)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928
(4.55)

1,143
(5.68)

1,705
(7.70)

2,169
(9.37)

2,350
(10.03)

공공·개인·사회

3,035
(14.93)

3,451
(17.15)

4,344
(19.65)

5,084
(21.96)

5,251
(22.41)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
주 : ( ) 안은 전체 취업자 수에서 해당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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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경로 5)
캠파와 골드버그의 모형에 따르면
환율의 변동은 수출 및 수입에 연동
되어 있는 기업의 이윤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노동 수요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고용환경을 변화
시킨다. 모형을 통해 도출된 환율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된 축약형태는 다음과 같다.
(2)

는 각각, 국내소득수준, 해외
소득수준,

는 임금수준 그리고

,

는 각각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비노동생산요소에 대한 단위비용을
나타낸다. 위의 식에 따르면 환율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1)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수출집약
도(export orientation ratio=exports/
는 각각 노동수요, 환율을 나

output,

)를 통한 경로로서, 수출집

약도가 높아질수록 노동수요의 탄력
타내며 따라서

는 노동수요의

성은 상승한다. 둘째, 수입침투율

환율탄력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import penetration ratio=(imports/

는 각각 상품가격, 생산기술의 노
동집약도, 상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가
격탄력성, 국내상품 가격의 환율탄력
성을 수입침투율로 바꾸기 위한 비례
상수를 나타낸다. 또한
는
각각 수입침투율, 상품에 대한 해외수
요의 가격탄력성, 수출집약도를 의
미한다.
는 국내총생산,
는 수입

output-exports+imports),

투입재,

는 수입투입재의 한계생산

골드버그의 모형은 환율이 고용에 미

성, 는 수입투입재 비중을 나타낸다.
추가적인 몇 가지 가정을 통해 도출
된 최적 노동수요함수의 로그-선형화

치는 영향은 개별기업이나 산업의 대

한 경로로서 수입침투율이 상승할수
록 환율에 대한 노동탄력성은 커지게
된다. 셋째, 수입투입재비중(imported
input ratio=imported input/output,
)을 통한 경로로서, 환율상승시 해
외수입에 대한 비중이 커질수록 노동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결국, 캠파와

외개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Campa & Goldberg, 앞의 글 p. 4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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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산업뿐 아
니라 대외개방 정도가 높은 제조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으로 구
분하여 고용에 대한 환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EXRATIO=수출집약도, IMRATIO=

4. 분석자료와 모형

수입침투율, EMPLOY=고용, IPI=산업생
산지수, WAGE=임금, OIL=국제유가

본 연구에서는 환율의 내생성 문제
와 동시에 캠파와 골드버그가 제시한
환율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경로를 반
영하기 위해 식(2)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여섯 개의 내생변수로 구성
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
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3)

환율과 고용의 관계 분석을 위해
1993.1~2007.12월의 월별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수출집약도와 수입침투율은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을 각각 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작성한 다음 실질실효환율을
각각의 자료에 곱하여 구하였다.6) 고
용변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의
산업별 취업자 수를 이용하였고, 수요
측면의 고용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산
업생산지수를 모형 내에 포함하였으
며 임금자료는 노동부가 제공하는
‘매월노동통계’ 내의 산업별 임금총
액을 이용하였다. 또한 두바이 유가를
포함하여 환율 이외의 해외충격의 효
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모형 내의
모든 자료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어
계절조정 후 자연로그를 취한 뒤 차

6) 환율자료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통화에 무역비중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로 발표하는 JP
Morgan의 실질실효환율(JBXKRW Index, 2000=100)을 사용하였다. 한편, 캠파와 골드버그가
제시한 모형에서는 국내총생산 및 중간투입물까지를 고려한 국내총산출을 산출물 자료로 이용
하였으나 국내총생산을 국내총산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월별 국내총생산은 BootFeibes-Lisman(“Further methods of derivation of quarterly figures from annual data",
Applied statistics16(1), 1967)이 제시한 disaggregation 방법을 통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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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전체 시계열을 모두 고
려한 시기(1993.1~2007.12) 및 외환
위기 이전(1993.1~1997.10)과 이후
(2000.1~2007.12)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었으며, 산업별로는 전 산업, 제
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7) 모형 내의 모든 로그 차분변수
는 ADF 및 Philips-Perron 등의 단위
근 검정결과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
다. 또한 AIC(Akaike Infomation
Criteria) 및 SIC(Schwarz Infomation
Criteria)를 이용한 최적시차는 1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는 추
정할 계수가 많고 또한 이들을 직관
적으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외
생적 확률충격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고려된 변수
들의 오차항 간에 동시적 구조(contemporaneous structure)가 독립적
(직교, orthogonalization)이어야 하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기모형에서는 식
(3)에서 시계열 간의 동시적 관계를
결정하는 B 행렬에 대한 식별(identification)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ES(Greedy Search
Algorithm)를 이용한 DAG(Directed
Acyclical Graph)방법을 통해 변수식
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자의
적인 나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DAG를 이용한 변수 간
의 인과순위(causal ordering)의 결정
방법은 이론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사전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
기 어려운 경우 통계적 방법을 통한
인과순위 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8)

5. 충격반응함수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나타난 결
과는 환율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제조
업 부문에서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 전 산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
서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출경
로(수출집약도) 및 수입경로(수입침
투율)를 통한 환율의 충격이 고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분석기간
및 산업별로 동태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를 통하여 환율변
동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변

7) 전 시계열 모두를 이용한 모형에서는 외환위기 전후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1997.10~
1999.4월은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8) DAG를 이용한 변수 간의 인과순위(causal ordering)의 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pirtes
P., Glymour C., Scheines R., 2000, Causation, Prediction and Search, MIT : Cambridge, MA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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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노동이동성을 고용에 관
한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장동구
외 2인(2006)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
다.
전 산업의 경우(<그림 2> 참조)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표본기간에서 환
율의 상승은 수출경로를 통해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영향의 크기는 2개월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점차 충격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입경로는
충격발생 후 1개월에는 양(+)의 영
향을 미치고 있으나 2개월 후에는 수
출경로와 마찬가지로 고용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
기 전후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외환위
기 이후의 시기에 환율의 상승이 수
출 및 수입경로를 통해 고용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환율의 상승이 수
출 및 수입의 두 경로를 통해 고용에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수출경로를 통한
고용의 증가 효과가 수입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
다. 기간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
상승 충격이 외환위기 이전의 충격보

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
된 제조업 부문의 대외 개방성으로
인하여 환율충격에 대한 고용의 반응
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환율의 상승이
수출 및 수입경로를 통해 2개월 후까
지 고용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후 점차 음(-)의 영향은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준다. 또한, 외
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반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환율상
승 충격은 수출입 경로를 통해 거의
영향이 없거나 소규모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
의 고용에 대한 충격은 음(-)의 방향
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환율충격에 대한 고용의 반응
은 제조업이 받는 충격보다는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개방의 정도가 낮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9)

6.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캠파와 골드버그가 제시
한 모형을 바탕으로 구조적 벡터자기

9) 장동구 외 2인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대외 개방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동
시에 개방의 속도 역시 빠른 반면(1980년 32.6%, 2000년 43.7%) 서비스업의 개방도는 정체되
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980년 12.8% → 2000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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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별 충격반응함수10)
<전 산업>

a. 전 기간(1993.1~2007.12)

b. 외환위기 이전(1993.1~1997.10)

c. 외환위기 이후(2000.1~2007.12)

10) 실선은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이고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신뢰구간을 나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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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 전 기간(1993.1~2007.12)

b. 외환위기 이전(1993.1~1997.10)

c. 외환위기 이후(2000.1~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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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a. 전 기간(1993.1~2007.12)

b. 외환위기 이전(1993.1~1997.10)

c. 외환위기 이후(2000.1~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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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이 수
출 및 수입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산업별로는 전 산업, 제조
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기간별로는
전체 표본기간, 외환위기 이전, 외환
위기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충격반응함수가 제시한 결과에 따
르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고용의 변화
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을 확대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서의 환율충
격으로 인한 고용변화가 서비스업에
서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
외 개방도가 환율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경로와 수
입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력 역시
각 산업별로 다르게 관찰되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확대가 노동시장 특히 대외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부문에 상당

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환율의 변동이 심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노동비
용을 결정하는 적정 노동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대외 교역비중이 높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수출집약도가 높은 산업, 수입침
투율이 높은 산업, 수입투입재의 비중
이 높은 산업에서 환율이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용정책에 산업의 대외개
방 정도 및 특성에 따른 탄력적 적용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대분류하에서 다루었
다. 그러나 개개의 하위산업으로 나누
어 분석할 경우 각 해당 산업별 환율
에 대한 고용의 반응은 대분류하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산업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의 적
용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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