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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는‘일자리 창출’
이다. 방위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 및 첨단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에 본고
는 한국의 방위산업 고용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방위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은 연평균 6.3%씩 성장하여 동 기간 타
제조업의 고용증가율 1.1%를 크게 상회하였다. 같은 기간 10%대의 비슷한 생산증가율을 보
인 것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26%의 높은 R&D 인
력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 고학력 인력을 흡수하기에 적합한 선진국형 산업이다.
그러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은 생산 규모 면에서 전체 제
조업 대비 0.77%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30%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77%에 달하는 국내 일반 중소기업과 크게 대비된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
업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리는 한편, 제반 문제점 해결을 통한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한정된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생
산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을 활용한 고용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역량 강
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방산물자 지정제도’
를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 기
술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수한 기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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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 2월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지난 5월 박대통령은 국내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

달성을 위해‘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를 최우선 기동헬기(수리온)의 초도판매 기념행사에서“방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산업 간 융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동력”
이라고 밝힌 바 있
합과 창조적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발굴 다. 이는 방위산업을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하여,
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 신정부가 강조하는‘창조경제 패러다임’
의 중요
략이다.

한 한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결집된 대표적인 융· 로 해석된다.
복합 산업으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신시장과 함

그러나 아직까지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기여에

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활력을 제 대한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고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같은 산업 측면에서의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방위산업에 관한 생산·고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고가의 용 등 관련 기초통계 자료의 미비로 산업에 대한
무기 및 군수품 조달을 위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정확한 분석과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
대규모 방위산업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고용창출, 기 때문이다.
산업파급효과 제고 등 경제·산업 측면에서의 관

‘방위산업의 창조경제화 선언’
이 실질적인 일자

심이 상당히 소홀하였다.1)

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장기 고용 현황과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
화와 그에 따른 예산 압박 심화 등으로 방위산업 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발간된「2012 KIET
정책을 국방력 유지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2013)」2)를 기초로
는 방향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
국가들은 방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추 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
진 목표를 자국 방위산업 제품 및 기업의 글로벌 구조가 안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
경쟁력 강화에 두고,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 다. 이를 통해 향후 방위산업이 국민경제의 발전
한 정책은 최종적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고용기반 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
을 안정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색하고자 한다.
것으로 보인다.
1) 이
 로 인해 기존의 방위산업 관련 정책연구 역시 대부분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나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방위산업은 주로
국제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2) 본 백서는 2011년 현재 연간 5억원 이상의 방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29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이며, 최
근 4년(2008~2011) 동안의 재무, 고용, 생산 및 거래구조, 투자, 수출, 경
쟁력평가 등의 세부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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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 명, 억원, %

연평균 증가율
(2008~11)

2008

2009

2010

2011

고용

26,424

29,101

29,711

31,704

6.3

생산

76,433

94,516

102,835

103,719

10.7

수출

4,288

6,277

7,624

8,310

24.7

자료 : 산업연구원(2013),「2012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 이하 방위산업 관련 생산, 수출, 인력 등 모든 통계
는 본 백서를 활용함.

2.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 현황
(1) 방위산업의 일반 현황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8%에 불과하다.

2011년 한국 방위산업의 전업(專業) 종사자 수
는 3만 1,704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다.

(2) 업체유형 및 매출규모별 고용 현황

이 규모는 방위산업 기업의 전체 인력 15만 6,000
명의3) 2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근 4년간의

국내 방위산업 고용 현황을 업체유형별4)로 구

연평균 증가율(2008~2011)은 6.3%로 방위산업의 분하여 살펴보면 체계종합업체의 고용은 2011년
고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만 6,714명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최
2011년의 고용규모는 제조업 인력 409만 1,000명 근 4년간(2008~2011) 연평균 5.4%씩의 증가율을
의 0.77%에 불과하여 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 기록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전문방산업체의 고
용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용은 10,009명으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며, 연

같은 기간 방위산업의 생산규모는 10조 3,719 평균 증가율은 5.0%로 체계종합업체와 비슷한 수
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 증가와 수출 확대에 힘입 준을 보였다.
어 2008년 이후 연평균 10.7%의 비교적 높은 증가

마지막으로, 같은 기간 협력업체의 고용은 4,981

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제조업의 연평 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
균 증가율 10%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였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고용증가율에서는 연

같은 기간 방위산업 수출은 8,310억원이며, 최 평균 12.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높
근 4년간(2008~2011) 연평균 24.7%의 매우 높은
3)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의 대부분은 민수를 겸영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평균 전업도(專業度)는 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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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산업체를 업체유형별로 체계종합업체(무기체계 완제품을 주로 생
산하는 대규모 방위산업 기업), 전문방산업체(전문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 협력업체(체계종합 및 전문방산업체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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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방위산업의 업체유형별 고용 현황
단위 : 명, %

체계종합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

합계

14,264

8,638

3,522

26,424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2008~2011)

(54)

(32.7)

(13.3)

(100.0)

15,275

9,362

4,464

29,101

(52.5)

(32.2)

(15.3)

(100.0)

15,419

9,551

4,740

29,710

(51.9)

(32.1)

(16.0)

(100.0)

16,714

10,009

4,981

31,704

(52.7)

(31.6)

(15.7)

(100.0)

5.4

5.0

12.2

6.3

주 : 1) 업체 수는 2008년 213개, 2009년 279개, 2010년 287개, 2011년 290개 기준임. 이하 동일.
2) ( ) 안은 해당연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임.		

<그림 1>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규모별 고용비중 현황

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아직까지 유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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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업의 인력은 2008년 1,858명(7.0%)에서 2011
년 2,861명(9.0%)으로 54%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50억원 미만 업체
의 높은 방산전업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0

은 증가율은 협력업체가 방위산업 고용에서 차지 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방산전업도가 70% 이상
하는 비중은 낮지만, 향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인 업체는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방
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산전업도 70% 이상의 업체 가운데‘300억~1,000

은 9%,‘1,000억원 이상’
은 4% 수준에
방위산업의 고용비중 현황을 매출액 기준으로 억원 이상’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년 매출액 1,000억원 이 불과하였다. 따라서 방위산업 생산액이 높아짐에
상의 업체는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여 국내 방 따라 방산전업도가 높은 업체의 고용이 증가한 것
위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인력이 편중되어 있음을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50억원 미만’업
알 수 있다. 이는 1970~80년대 방위산업의 초창기 체의 생산액은 최근 4년간 1,933억원에서 3,392억
시절, 정부주도형 보호·육성 정책에 따른 소수 대 원으로 75%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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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군별 고용 현황

고용기여도가 높은 협력업체에서 크게 두드러졌
는데, 546명에서 1,055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늘

통상적으로 방위산업의 제품군은 지휘통제통 었다.
신, 감시정찰,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및 기
타로 구분된다.

함정 분야 역시 같은 기간 4,301명 규모로 전
체에서 13.6%를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13.6%의

국내 방위산업 전체 고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큰 증가율을 보였다. 동 분야는 2009년을 기점으
차지하는 제품군은 화력, 항공, 기동의 순이다. 이 로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으며, 2003~2012년 동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차지하는 화력 분야는 안 국내 방산 수출 실적의 91%를 차지하는 23억
2011년 1만 1,601명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한 3,631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함정 분야의 지속적
다. 동 분야의 인력은 최근 4년간(2008~2011) 연 인 수출 호조는5) 장기적으로 기업의 방위산업 부
평균 8.5%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용비중과 더불 문의 조직 강화와 생산 확대로 이어져 향후 고용
어 고용증가율 역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안정적 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 생산물량 확보 및 기술축적에 따른 높은 내부

반면, 고용이 감소한 분야도 있다. 지휘통제통

화율과 유도미사일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 신 분야는 같은 기간 2,199명으로 전체 6.9%를 차
문이다. 화력은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 주력 분야 지하였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9.3%씩 감소하
로,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함대함미사일 해성, 대 였다. 감시^정찰 분야는 1,056명으로 전체에서
공유도무기 신궁, 지대지미사일 현무 등이 있다.

3.3%를 차지하며 연평균 6.1%의 감소율을 보였

이어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는 항공분야는 다. 이들 분야는 군에서 활용하던 위성통신체계,
같은 기간 5,341명으로 방위산업 전체 고용의 약 전술통신망, 레이더 등 다수 제품의 총수명주기가
17%를 차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4.3%였으나 최근에서야 도래,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이 저조
방위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6) 실제로 지휘통제통신 분
16.8%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T-50 고등훈 야의 최근 4년간 생산은 18.1%, 감시정찰 분야는
련기 수출, 한국형 기동헬기 전력화 등을 통해 생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 기반이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 부품

방호 분야 역시 2011년 545명으로, 전체에서 차

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고용 창출 측면 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연평균 16.4%씩
에서의 발전이 더딘 탓으로 보인다.
기동 분야는 같은 기간 총 5,084명으로 전체
16.0%를 차지하고 있다. 동 분야는 연평균 14.9%
의 가장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으며, 생산액 역
시 2008년 1조 4,033억원에서 2011년 2조 3,747
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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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년 3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외국 기업 최초로 영국으로부터 7억 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데 이어 6월에는 노르웨이와 2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 수주 계약을 맺었다.
6) 현재 지휘통제통신 분야에서는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와 13조원 이상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의 개발을 진
행 또는 계획 중이고, 감시^정찰 분야에서는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조
기경보통제기, 차기 전자전장비, 전자전훈련장비, 저고도레이다 등 다
수의 제품이 개발 또는 계획 중에 있다.

산 업 경 제 분 석

<표 3> 제품군별 고용현황
단위 : 명, %

지휘통제
감시정찰
통신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2008~2011)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기타

합계

2,949

1,275

3,351

4,702

2,934

9,088

934

1,192

26,424

(11.2)

(4.8)

(12.7)

(17.8)

(11.1)

(34.4)

(3.5)

(4.5)

(100.0)

2,334

1,137

4,764

4,858

3,475

10,239

759

1,535

29,101

(8.0)

(3.9)

(16.4)

(16.7)

(11.9)

(35.2)

(2.6)

(5.3)

(100.0)

2,508

981

4,872

5,141

3,508

10,548

597

1,555

29,711

(8.4)

(3.3)

(16.4)

(17.3)

(11.8)

(35.5)

(2.0)

(5.2)

(100.0)

2,199

1,056

5,084

5,341

4,301

11,601

545

1,576

31,704

(6.9)

(3.3)

(16.0)

(16.8)

(13.6)

(36.6)

(1.7)

(5.0)

(100.0)

-9.3

-6.1

14.9

4.3

13.6

8.5

-16.4

9.8

6.3

주 : 1) 업체 수는 2008년 230개, 2009년 343개, 2010년 351개, 2011년 354개 기준으로, 다수의 방위산업 제품군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제품군별 생산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본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S사의 경우 화력, 함정,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2) ( ) 안은 해당연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임.

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동 분야에 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동안 고용과 생 동 분야의 최근 4년간 생산은 9.7% 감소하였다.

3. 국내 방위산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국내 방위산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타나고 있다.7)
는 현상은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는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은 한국 제조업 역량을 고려할 때 충분

측면에서 한국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국 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국내
내 제조업은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에서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정책적인 관
이후 고용창출능력 저하, 업체들의 해외이전 확 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대, 설비자동화, 인력 절감형 기술진보 등으로 고 는 앞서 제시한 국내 방위산업이 가진 고용구조의
용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에 따
르면, 국내 제조업 고용자 수는 1993년 380만명에
서 2010년 342만명으로 3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

7) 이러한 추세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현상이다. OECD 31개국 전체 제조업 고용은 2000년 8,800만
명에서 2011년에는 7,550만 명으로 14% 가량 줄어들었다(이근태 외,
“성장과 고용창출의 동력 제조업의 재조명”
, 2012.5. 재인용).

2 0 1 3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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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다 자세히 제시한 뒤, 고용창출의 제약 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각각 10.0%, 10.7%로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

(1) 고용구조의 특징

상이다. 방위산업이 생산과 고용 간 높은 비례성
을 보이고 있는 점은 방위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국내 방위산업 고용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높은 함께 고용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 방위산업이 활성화되고 향후 국민경제 전체에서
내 방위산업의 연평균(2008~2011) 고용증가율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질수록 고용창출에 대
6.3%로 동 기간 국내 제조업의 고용증가율 1.1% 한 기여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최근 방위산업의 생산과 고용이 동반 증가하고

<그림 2> 국내 방위산업-제조업 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비교(2008~2011)

있는 현상은 수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

단위 : %







내 방위산업 수출은 그동안의 정체를 벗고,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추진된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으로 수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실





제로 수출의 선행지표인 국내 방위산업 수출수주







실적이 2006년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2년 23억

ˈࡈऎɼ

5,000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ۏऎɼ

؏ࡢ߶࣏ࢿ߶ۏ

잘 알 수 있다.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방위산업 고용구조의 두 번째 특징은 R&D 인력
<그림 3> 부문별 고용비중 현황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전









체 방위산업 인력의 26% 내외가 석^박사 중심의











고급 R&D 인력이다. 이는 방위산업이 고도의 지
식과 기술이 집약된 인력 위주로 구성된 전형적인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임을 알 수 있다.
R&D 인력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R&D 인력
 

5 'ࢉԯۢࢉۏԯ̛ࢉԯ

주 : 1) 업체 수는 2008년 106개(체계종합업체 6개, 전문방산업체 28개,
협력업체 72개), 2009년 220개(체계종합업체 8개, 전문방산업체 49
개, 협력업체 163개), 2010년 227개(체계종합업체 8개, 전문방산업
체 51개, 협력업체 168개), 2011년 231개(체계종합업체 8개, 전문
방산업체 49개, 협력업체 174개) 기준임.
2) 기타 인력은 관리, 회계, 인사 등 지원업무 인력과 해외마케팅, 영업
인력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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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사는 52%, 석사는 35%, 박사는 5%를 차지하
여 석^박사의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R&D 인력의 전공분야는 방위산업제품
의 특징상 주로 전자와 기계 분야의 비중이 높지
만, 최근 들어 경제학, 경영학, 산업공학 등으로 보
8) 김창모 외(2012),「최근 방위산업 수출 동향과 향후 과제」
, 산업연구원

산 업 경 제 분 석

다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방위산업 수출이 전반
적으로 활성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조사, 경제성

<그림 4> 국내 방위산업의 제조업 대비
고용/생산/수출 비중(2011)
단위 : %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고급 인력들이 활용



되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R&D 인력



기반에 의한 고용구조를 볼 때, 방위산업은 국내



고학력 인력을 흡수하기에 매우 적합한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高度의 조립산업으로, 개발된 제품은



다수의 체계 및 장비가 연동되어 통합적인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대량생산에 비해 소량주문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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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
이 투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방위산업

26%에 달하는 방위산업의 R&D 인력 비중은 자 의 고용비중은 2011년 0.77%에 불과하다. 생산비
동차 등 주력산업을 비롯한 여타 제조업과 비교 중 역시 0.62%로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나 생산비
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제조업 평 중 대비 고용비중이 높다는 점은 방위산업의 고용
균 R&D 인력 비중은 8.9%이고, 주력 제조업인 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차의 11.3%, 기계의 7.8%, 철강의 3.2%, 조선의
3.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주요 방위산업 기업들과 비교해 보더라
도 국내 방위산업 고용규모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세 번째 특징은 특정 제품 분야에 집중된 고용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 측면에서 세계 3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완제품 분야 대 방산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보잉사, BAE시스템
를 중심으로 고용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방 즈사, 록히드마틴사 중 미국 보잉사는 15만 7,100
위산업 주요 제품군 중 화력 분야의 고용비중은 명, BAE시스템즈사는 14만 6,020명, 록히드마틴
2011년 전체의 36.6%로 가장 높고, 항공과 기동 사는 14만명으로, 1개 기업의 보유 인력이 국내 방
분야도 각각 16.8%, 16.0%로 비교적 높다. 반면 위산업 전체 종사자 수보다 4.4~5.0배 가량 많다.9)
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과 생산이 취약한 원인은
내수 중심적 생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국내 생산액의 92%는 내수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2) 문제점

반면, 수출은 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수출의 연속성도 매우 낮아 연도별 기복이 심한

국내 방위산업 고용구조에서 파악된 가장 큰 문 편이다. 이러한 수출의 비지속성은 생산의 불안
제점은 최근 들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하나 정성과 함께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 채용에 상당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9) SIPRI(2011), SIPRI Yea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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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0)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

<그림 5> 국내 방위산업과 제조업 간 대^중소기업
고용비중 비교
단위 : %

쟁력 우위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의 기반을

о̛߶ࣸ߶̛ܕ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까





지만 해도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두드러지지 않았
던 중국도 최근에 매우 빠른 속도로 방위산업을 육



성하여 아시아 최대의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



고 있다. 중국 10대 방위산업 대기업의 근로자 수는
총 300만명에 달하며, 이 중 무려 30만명이 전문
엔지니어 등 기술 분야 인력으로 알려지고 있다.11)

؏ࡢ߶ۏ

ࢿ࣏߶

자료 : 통계청,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두 번째 문제점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규모와 비 분이다.
중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2011년 국내 방위

이러한 이유는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정부

산업 대기업의 고용인력이 방위산업 전체에서 차 주도의 방위산업 보호^육성 정책에 따라 소수의
지하는 비중은 69.3%인 2만 1,973명에 달해 대기 대기업 중심으로 독과점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
업에 집중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그림 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초기자본
5>에서 보듯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투자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
30.7%인 9,731명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제 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각종 보안과 규제로
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77.4%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 특히 화력 분야의 경
에 달하는 점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부 우, 전체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36%
로 가장 높은 제품군인 데 비해, 이 중의 93%가 체
10) 안영수 외(2011),「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력 평가」
, 산업
연구원
11) 산업연구원(2012),「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계종합 및 전문방산업체 인력들인 반면, 협력업체
의 고용비중은 7% 수준에 불과하다(<표 4> 참조).

<표 4> 방위산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특 징

문제점

• 타 제조업 대비 높은 고용증가율
2008~2011간 연평균 6.3% 증가(국내 제조업 1.1%의
약 6배)
• 중소기업의 생산 대비 높은 고용 비중
생산은 16.9%, 고용은 30.7% (2011년 기준)
• 높은 R&D 인력 비중과 고학력 중심의 인력구조
R&D 인력 비중 26.4% (2011)

• 국가 고용기여도 미흡
국내 제조업 대비 고용비중은 0.77% (2011년 기준)
•대
 기업에 편중된 고용구조
대기업 고용비중이 69.3% 차지
•일
 부 제품군에 집중된 고용구조
^화력, 항공, 기동 분야 고용비중은 전체 70%
^최대 고용 분야인 화력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비중 7%

자료 : 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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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위산업은 높은 고 출 확대를 통해 방위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극대
용증가율과 R&D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보이고

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항

있어, 일자리 창출에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공기를 비롯한 방위산업 완제품은 한 번 수출되면
을 줄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산업 30년 이상 부품 및 정비 수요 등 후속 군수지원 수
의 규모가 크지 않고,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중소 요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 는 면에서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다는 점도 주목
한 상황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정부예산과 정책에 할 필요가 있다.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둘째, 방산 절충교역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 리 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2위13)
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의 무기구매국이므로 이 같은 대규모 무기 수입
고 방위산업의 특성을 활용한 방위산업의 일자리 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KIET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마 분석에 의하면 박근혜정부 기간인 향후 5년 간
련이 필요하다.

(2013~2017) 수입이 예상되는 무기는 차기전투

첫째,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기, 공중급유기사업 등이며 총수입규모는 130억
현재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해 한 달러 이상이다. 이 중 절충교역 대상 규모는 최소
정된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63억 달러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31%에 불과

적극적인 수출산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방 한 수준의 절충교역 부품 생산·수출 비중을 60%
위산업 수출 확대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근본 로 상향조정할 경우, 향후 5년 간(2013~2017) 최
적으로 내수 위주의 성장한계에 직면한 국내 방위 대 1만 7,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산업 육성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것으로 예상된다.14)
복지수요로 인한 정부의 재정 긴축이 예상되는 상

셋째, 대기업에 편중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중

황에서 국방비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제약 소기업의 고용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2) 따라서 국방비에 의 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존하는 현재의 내수 중심 성장은 조만간 한계점에 체계종합 등 대기업의 역할과 기여가 매우 중요하
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며,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전략이 절실하다.
은 수출산업화를 통한 성장전략이다. 따라서 수
12) 박근혜정부의 공약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감축해야 할 국방비는 약 17
조원으로 추정된다.

13) SIPRI(2012), 최근 5년(2007~2012) 완제품 기준
14) 장원준 외(2013),「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 산업연구원

2 0 1 3 0 8

51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표 5> 방위산업 절충교역(2013~17) 규모와 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명

내용

무기수입규모

절충교역대상
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인원

비고

13,000

6,300

8,820~17,640

- 현재 30% 수준의 부품 절충교역 규모를 60%로
상향 조정 시 전제

자료 : 장원준 외,「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 KIET, 2013. 2.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 품군에 비해 중소기업의 고용기여율이 현격하게
로는 체계종합업체 및 전문방산업체의 정부 무기 낮은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건전한
사업 입찰 참여 시, 협력업체의 원자재 구매 비중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 높은 업체와 협력업체 수가 많은 기업에 가산 된다.
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선정된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내의 고용뿐만 아니라 타

협력 기업에 대해서는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과 연계한 창조적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출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방산물 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5)
자 지정제도’
를 개선하여 부품 아웃소싱에 대한 정부가 투자한 방위산업 전용 생산설비 및 연구

체계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소 개발 인력을 민^군 겸용기술개발이나 관련 제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자동차 을 생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민^군 간 산업
등 일반 조립산업과 유사하게 최종조립업체와 부 기술 및 인력 교류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품가공업체 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산업의 경쟁 통해 방위산업 기업이 국방 수요는 물론 다양한
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세부 부품 단 상용 분야에서 생산설비와 우수한 기술역량을 최
위까지 방산물자를 지정하여 체계종합업체가 자 대한 활용한다면, 타 부문에서의 새로운 미래 성
유롭게 협력업체를 선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 장동력 발굴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
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 협력업체의 전반적인 경 할 것이다.
쟁력을 낮추고, 건전한 고용기반을 떨어뜨리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국내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화력 분야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구조를 면밀
히 파악,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여타 제
윤자영
15)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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