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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수적 코퓰라 최우추정방법을 이용한 한국 기혼
여성의 임금 추정
송호신1)
요약
본고에서는 표본 선택 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준모수적인 코퓰라(copula) 최우추정(AMH SCML)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추정방법은 표본 선택 모형의 참여식 교란항에는 모수적 분포 제약을
준 반면, 결과식 교란항 분포에는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모수적인 특징을 갖는다. 구
체적으로 Ali-Mikhail-Haq (AMH) 코퓰라를 이용하였으며, 제안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기
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식과 시간당 임금소득 결정식을 추정한다. AMH SCML 추정 결과, 6세
미만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기혼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은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AMH SCML 추정 결과는 모수적인 추정방법인 AMH 모
수적 코퓰라 최우추정(parametric, copula ML, PCML), 이변수 정규분포 최우추정(bivariate normal
ML, BNML) 그리고 Heckman의 이단계 추정(Heckit)의 추정 결과와 부호 측면에서 대체로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 표본 선택 모형, Ali-Mikhail-Haq 코퓰라, 준모수적 코퓰라 최우추정

1. 서론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연구
되어왔다.(Heckman(1974, 1978, 1979), Nakamura 외(1981), Mroz(1987), Nawata 외
(1996), Buchinsky(1998), 양승주(1995) 등.)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는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노동공급량 또는 임금소득이 관측된다는 점에서 표본
선택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표본 선택 모형은 일반적으로 참여식(participation
equation)과 결과식(outcome equation)으로 구성된다. 참여식은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
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식이며, 결과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변수가 결정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식이다. 본 연구에서 결과식은 기혼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 결정식이다. 기혼 여성의 임금소득은 오직 여성이 노동시장
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관측이 가능하고, 그러한 노동시장의 참여 결정을 설명하는 것
이 참여식이다. 두 식의 교란항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과정을 무시한다면 표
본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갖는 추정량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Heckman(1974, 1978, 1979)이다. Heckman(1974, 1978)은
참여식과 결과식의 교란항들에 대하여 결합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고 최우추정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E-mail: hsong@ewha.
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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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는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반면, Heckman(1979)는 참여식을 고려하여 결과
변수의 조건부 기대식을 도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인
Heckman의 이단계 추정법을 제안하였다.2) 상술한 Heckman의 두 가지 추정방법은
모두 참여식과 결과식의 교란항들이 결합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의존한다는 공
통점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결과식의 교란항에 모수적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AMH 준모수적인 코
퓰라 최우추정법(AMH Semiparametric Copula ML, AMH SCML)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기혼 여성의 임금결정식을 추정하고자 한다. AMH SCML은 참여식과
결과식의 교란항을 모두 결합 정규분포로 가정한 Heckman(1978) 이변수 정규분포 최
우추정(bivariate normal ML, BNML)과 이단계 추정법(Heckit)에 비하여 완화된 제약
하에서의 추정방법이다. 또한, 결과식 교란항의 한계분포(marginal distribution)를 정
규분포로 가정한 모수적인 코퓰라 최우추정법(Parametric Copula ML, PCML)에 비해
서도 보다 완화된 제약을 이용하였다는 장점을 갖는다.3)
Chen 외(2006)는 표본 선택 모형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매우 일반적인 가정 하에
서 준모수적인 코퓰라 최우추정량의 점근적인 특징을 이론적으로 확립하였다. Gallant
외(1987)는 표본 선택 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허마이트 다항식(Hermite polynomial) 시
브 최우추정법(sieve MLE method)을 제안하였다. Das 외(2003)은 비모수적인 식별과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결과식의 교란항에 대하여 조건부 평균이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의 함수라는 가정 등을 하고, 이단계 시리즈 추정(series estimation)
을 제안하였다. Blundell 외(2004)는 오히려 참여식에서의 내생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
고, 통제함수(control function)를 이용하여 내생성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안하였다. 황
윤재 외(1999)는 단일지수(single-index)모형에 기초한 준모수적인 추정방법을 이용하
여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는 참여식 교란항에 대하여 모수적
분포 가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결과식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완화된 조건하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추정한 연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러한 표본 선택 모형의 추정을 위한 비모수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한 연구들은 본 연구
에서 제안한 AMH SCML에 비하여 더욱 완화된 제약 하에서의 추정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 매우 발전된 추정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정
방법은 코퓰라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고려해야하는 분포를 두 교란항의 결합분포가
아닌 각각의 한계분포로 단순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결과식의 분포에 특별한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기존의 모수적 표본 선택 모형 추정방법에 비
하여 더욱 완화된 조건을 요구하는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를
갖는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AMH 코퓰라를 이용한 준모수적인
2) Heckman의 이단계 추정법은 Hecki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3) AMH PCML과 Heckman의 BNML 및 Heckit의 비교를 위해서는 Song (2016)을 참조하라. Song
(2016)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교란항에 대한 가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오히려 AMH PCML
추정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Heckman의 BNML 및 Heckit보다 Mean Squared Error
(MSE)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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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인 AMH SCML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과 임금소득 결정식을 추정한다. 비교를 위하여 모수적인 방법
인 AMH PCML과 대표적인 모수적 표본 선택 모형 추정방법인 Heckman의 이변수
정규분포 최우추정(BN ML)과 이단계 추정(Heckit)의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제3장에
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한계 등에 대하여 언급한다. 제4장은 부록으로 제안한 추정방
법 AMH SCML 추정량의 점근 분산 추정량을 얻는데 필요한 스코아(score) 벡터를
소개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이용한 세 가지 모수적인 추정방법과 분석에서 이용한 자
료의 요약통계를 소개한다.

2. 준모수적인 코퓰라 최우추정
2.1 AMH 준모수적 코퓰라 최우추정(AMH SCML)
분석을 위하여 기혼 여성의 임금소득 결정 모형의 참여식과 결과식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     ,

(2.1)

        yi     ′     ,

(2.2)

여기에서  ∙은 지시함수로 사건 ∙ 이 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식 (2.1)과 식 (2.2)는 각각 참여식과 결과식이다.   는 기혼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는 확률변수로서 참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결과변
수인   는 기혼 여성 의 로그 시간당 임금소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관측이 된다.    은 기혼 여성 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이 관측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식과 결과식은 선형 은닉 변수 모형(linear
latent variable model)을 가정하며,   와   은 각 식의 교란항(error term)이며,   와
  는 각각 참여식과 결과식의 설명변수이다.
        ,   는  임의 표본이며, 교란항과 설명변수의 관계는
다음 가정을 따른다.
가정 1. 각    에 대하여   와   는 독립이며, 교란항   는 확률밀도함수
 와 분포함수   





∞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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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은 두 교란항   와   가 서로 의존적인 것을 허용함을 알 수 있다. 가정 1
하에서, 코퓰라를 이용한 표본 선택 모형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4)


   



 

  

     
   ′    




   

 ′  





 





 

,

여기에서       는 코퓰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Ali-Mikhail-Haq 코퓰라를
이용한다.


     ,
         


∈  .



는 코퓰라 모수로서   과   의 상관관계를 반영한다.5)
분석을 위하여 AMH 코퓰라가 두 교란항의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  와 한
계분포(marginal distribution) (  ,  )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스클라 정리(Sklar's
Theorem)를 만족시키는 코퓰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코퓰라의 유연성
(flexibility)때문에 코퓰라를 활용한 실증 분석에서 암묵적으로 많이 채택하는 가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정 2에서 명시한다.
가정 2. 두 교란항의 결합분포  와 한계분포 (  ,  )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

진다.
    

    
           

,   ∈   .

다음은 각 교란항의 한계분포에 대한 가정이다.
가정 3.   ∼ .
가정 3은 참여식 교란항   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으로 참여식 교란항에만
모수적 분포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식 교란항   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
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정 모수적 분포를 가정하는 대신에 결과식 교란항   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커널을 이용한 비모수적인 일치 추정량(nonparametric
consistent estimator)    을 이용한다.
4) 우도함수 도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ong (2016)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5) 만약    라면   과   는 상호 독립적인 확률변수이며,  ≠  인 경우에는 상호 의존적인
확률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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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기에서  ∙는 커널이고 는 평활모수(smoothing parameter)인 밴드 크기
(bandwidth)이다. 식 (2.3)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에 상수항이 있다면 그 계수는
식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추정에서   에는 상수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정 1-3 하에서 비모수 추정량 식 (2.3)과 AMH 코퓰라를 이용하면,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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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기에서    ′  ′′,      ′  , 그리고    는      ′  의 비모
수 일치 추정량(nonparametric consistent estimator)으로 다음과 같다.


          ′    
   ′  ≤    ′  
       ≠  



(2.5)

따라서 준모수적인 AMH 코퓰라 최우 추정량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rg max log   
여기에서

(2.6)

  는 식 (2.4)에 정의되어 있다. 실제 추정에서는 가우시안 커널

    
 exp u  을 이용하였다. 밴드의 크기 는 의미없는 모수(nuisance
parameter)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수와 동시에 추정한다. 준모수적인 AMH 코퓰
라 최우 추정량 
  는 가정 1-3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점근 분포를 따른다.


 
      →     
             
여기에서         .
′ 
 
실제로 식 (2.6)의 추정은 Nelder 및 Mead(1965)가 제안한 심플렉스 방법(simplex
method)으로 가능하다. 특히, 코퓰라 모수에 대한 제약 ∈  은 심플렉스 방법을
적용할 때 대신 제약이 없는 
 측면에서 서칭(searching)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양자의 관계    arctan 
에서 는 
의 유계 일대일 함수(bounded one-t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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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이다. 따라서 
에 대한 추정량을 찾으면, 양자의 관계를 이용하여 의 추정
량도 자동적으로 얻어진다. 또한 에 대한 추정량의 표준오차도 델타방법(delta
method)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2.2 AMH SCML 추정 결과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안한 AMH SCML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기혼
여성 임금소득 결정식을 추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AMH SCML 추정결과와의 비교
를 위하여, 모수적인 추정방법인 AMH PCML과 BNML 및 Heckit의 추정결과도 함
께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식과 결정식을 구성하는 설명변수들의 선택을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Mroz(1987), Nawata 외(1996) 그리고 Machado 외(2005) 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식의 설명변수는 만6세 미만 자녀수, 만6세부터 18세 미만 자녀수, 기
혼여성의 교육년수, 연령, 연령의 제곱 그리고 남편의 월평균 소득을 선택하였다. 결
과식의 설명변수로는 기혼여성의 교육년수(years of education), 연령 및 연령의 제곱
을 고려하였다. 이용자료는 2012년도 경제상황을 반영한 제15차 한국노동패널데이터
(KLIPS)이며, 표본의 크기는 2081개이다.6)
한국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식과 로그 시간당 임금소득 결정식을 본고에서
제안한 준모수적인 추정방법 AMH SCML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
다. 아울러 모수적인 추정방법인 AMH PCML, 전통적인 모수적인 방법인 이변수 정
규분포 최우추정(BNML) 및 Heckman의 이단계 추정(Heckit)의 결과도 각 표의 오른
쪽 세 열에 같이 제시하였다.7)
준모수적인 추정방법 AMH SCML을 이용한 참여식의 추정 결과는 <표 2.1>에
요약되어 있다. 추정 결과,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는 만6세
미만의 자녀수, 여성의 교육년수, 연령의 제곱,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6세 미만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다른 세 가지 모수적인 추정방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부
호 측면에서 일치하였다. 한편, 만6세부터 만18세 미만의 자녀수는 노동시장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계수는 양수로 추정
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제곱의 계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다른 모수적 추정방법에 따른 결과들과
는 배치된다. 한편,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수로 추정되어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6) 이용자료의 요약통계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7) BNML 및 Heckit 추정량에 대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하여 간략한 설명을 부록에 기술하였다.
8) 연령 제곱에 대한 모수의 추정값은 다른 모수적 추정방법을 따르는 경우에도 모두 유의한
음수로 추정되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연령에 대하여 역유(U)자형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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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식의 추정결과는 <표 2.2>에 요약되어 있다. 기혼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식
을 추정한 결과,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소득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특히,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시간당 임금소득이 높아지는 정도가 모수적인 추정결
과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MH SCML 추정결과 교육연
수가 1년 증가하면 시간당 임금은 10.4%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다
른 세가지 모수적인 추정방법의 결과에 비하여 다소 크게 나타났다.
<부록 표 1>에는 두 교란항의 의존성(dependence)을 반영하는 코퓰러 모수 에
대한 추정결과가 제시되었다. 코퓰러 모수 에 대한 추정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수인 0.596으로 추정되어 표본 선택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식
설명변수
상수
6세미만 자녀수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수
교육년수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소득

AMH SCML
0.381
(14.732)
-0.383**
(0.163)
0.012
(0.094)
-0.026***
(0.010)
0.031
(0.030)
-7.44 × 10-4**
(3.69 × 10-6)
-3.19 × 10-4**
(2.05 × 10-6)

AMH PCML
-2.165
(13.236)
-0.520**
(0.158)
-0.037
(0.086)
0.041**
(0.007)
0.123
(0.020)
-0.002**

BNML
-2.783**
(0.538)
-0.409**
(0.053)
0.014
(0.037)
0.052**
(0.013)
0.123**
(0.021)
-0.002**

Heckit
-2.057
(13.115)
-0.522**
(0.156)
-0.058
(0.089)
0.036**
(0.007)
0.120**
(0.020)
-0.002**

(1.94 × 10-6)
-0.001**

(2.05 × 10-4)
-0.001**

(1.97 × 10-6)
-0.001**

(2.10 × 10-6)

(1.79 × 10-4)

(2.01 × 10-6)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이며, **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추정량임을 나타낸다.
2) 관측치는 모두 2081개이다.
<표 2.2> 기혼 여성의 로그 시간당 임금 소득 결정식
설명변수
상수

AMH SCML

교육년수

0.104***

AMH PCML
-1.583
(4.117)
0.088**

(0.049)

(0.001)

(0.006)

0.022
(0.051)

0.005
(0.008)
-1.16 × 10-4**

0.061
(0.015)
-0.001**

0.046**
(0.008)
-0.001**

(8.74 × 10-7)

(1.63 × 10-4)

(9.00 × 10-5)

연령
연령제곱

_

-1.82 × 10-4**
-5

(1.13 × 10 )

BNML
-2.972**
(0.350)
0.089**
**

Heckit
-2.672**
(0.190)
0.094**
(0.004)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이며, **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추정량임을 나타낸다.
2) 관측치는 모두 2081개이다. 단, Heckit의 결과식 추정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한 710개의 관측치를 이용
하였다.
3) -은 해당 설명변수가 모형에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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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고에서는 표본 선택 모형의 추정에서 결과식 교란항에 모수적인 분포를 가정하
지 않는 준모수적인 추정방법인 AMH SCML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추정방법을 이용
하여 한국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식과 시간당 임금소득의 결정식을 추정하였
다. 아울러 전통적인 모수적 추정방법인 BNML과 Heckit의 추정결과, 그리고 결과식
교란항에도 정규분포 가정을 한 AMH PCML의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AMH
SCML의 추정결과는 다른 모수적인 추정방법에 따른 결과들과 대체로 부호 측면에서
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식의 추정결과, 모든 추정 모형에서 만6세 미만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혼 여성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에 대한 획기적인 보육 정책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편의 임금소득이 증가할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참여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년수의 경우 AMH SCML에 의해서 유의한 음의
계수가 추정되어, 양의 계수을 얻은 여타 모수적인 추정방법들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
제곱항 계수의 경우 모든 추정 모형들에서 유의한 음의 추정값이 얻어져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도가 연령에 대하여 역유(U)자형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혼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 결정식을 추정한 결과, 기혼 여성의 시간당
임금소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년수와 연령의 제곱으로 나타났다.
교육년수가 1년 많아지면 시간당 임금소득이 약 10.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 제곱항 계수의 경우 준모수적인 방법뿐 아니라 모수적인 방법으로는 모두 유의
한 음의 추정값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가정 2와 같이 AMH 코퓰라가 스클라 정리를 만족시키는 코퓰라로 가정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코퓰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 2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 코퓰라의 선택이 추정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완적
인 연구가 있다면 코퓰라를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
각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안한 준모수적인 방법보다 더욱 완화된 조건하에서 코퓰라
를 활용한 표본 선택 모형 추정에 대한 연구도 추후 독립적인 연구로 고려할 수 있
다. 즉, 참여식 교란항과 결과식 교란항 모두에 모수적 분포 제약을 가하지 않고 코퓰
라를 활용하여 표본 선택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추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8월 29일 접수, 2016년 10월 14일 수정, 2016년 11월 1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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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AMH SCML에서의 스코아(score) 벡터 (     )
   ′  ′ ′. 번째 관측치의 로그 우도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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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는 식 (3)에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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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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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수적 AMH 코퓰라 ML (AMH PCML) 추정
모수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가정 1-2, 그리고 다음의 가정 3’이 필요하다. 이는 가
정 3보다 강한 가정임을 알 수 있다.
가정 3’.   ∼  , 그리고   ∼   .
모수 벡터    ′  ′   ′에 대하누 AMH PCML 추정량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rg max log    여기에서


   



   

  ′  




    ′    


       
  

         

 






 


  
     ′  , 그리고        ′    . AMH PCML의 스코아 벡터는
 

 

Song(201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 BN ML과 Heckit 추정량
BN ML과 Heckit의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가정 A하에서 얻어진다.

       


가정 A.   ∼    
 

  


가정 A하에서 모수벡터     ′  ′ ′ 에 대한 BN ML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arg max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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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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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ML 추정량의 점근적 분포 및 표준오차를 구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Heckman의 이단계 추정법으로 알려져 있는 Hecki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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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를 이용하여 참여식의 프로빗 추정량 
   를 얻고 이를 이용
    에 회귀분석하여 얻는 OLS 추정량이
하여 이단계에서   를  와 ′

Heckit 추정량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rg min 



 

 

 

 ′      ′
   

여기에서    ′ ′ 이다. Heckit 추정량의 점근 분포 및 표준오차에 관해서
는 Heckman(1979)을 참조하라.
4.     이외의 모수 추정량
<부록 표 1> 여타 모수 추정량
모수

AMH SCML

AMH PCML

BNML

Heckit



-

0.490

0.573**

-

-

(0.007)

(0.030)

-



0.596**

0.993**

-

-

(0.014)

(0.004)

-

-

-

-

-

0.382**

0.276

-

0.861**
(0.033)
-

(0.046)
-

 



5. 이용자료(2012년 한국노동패널) 요약 통계
<부록 표 2> 요약 통계량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6세미만 자녀수 (명)

2081

0.37

0.69

0

5

6세이상 18세미만 자녀수(명)

2081

0.46

0.77

0

3

여성의 교육년수(년)

2081

11.50

3.94

0

23

연령

2081

49.35

14.55

22

91

배우자의 소득(월평균 소득, 만원)

2081

210.35

191.32

0

1300

여성의 시간당 임금 소득(만원/시간)

710

0.86

0.25

0.2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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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H Semi-parametric Copula ML estimation of female
workers' wages in Korea
Hosin Song1)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MH SCML estimation method for the sample selection model by
imposing no parametric distributional assumptions on the error of the outcome equation. We
also implement the proposed method to estimate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equation and
hourly wage income equation of female married women in Korea. It is found that female
marrie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drop as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6
increases and their husbands' income increases. The coefficient of the years of education is
shown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sign, which is opposite in the other parametric estimation
results in AMH PCML, BN ML and Heckit. As to the outcome equation results, years of
education and squared age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non-zero coefficients. Specifically, the
hourly wage increases 10.4% as the years of education increases by one year.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outcome equ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the other three parametric
estimations in terms of coefficient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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