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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어떤 업종이 주도하고 있나

요

약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2015년 이후로 다시금 관측되고 있다. 제조업의 부가가
치는 여전히 증가추세인 반면 제조업 고용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과거 1990년대
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다 사라졌던 현상이다. 이렇듯 제조업에서 관찰되는 고용없는 성
장은 한 국가 경제에서 생산과 고용이 장기적으로 동시에 성장한다는 전형적인 사실과 다른 추세
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진행 중인 고용없는 성장이 어떤 세
부산업에 의해 견인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을 조선 업종의
구조조정이나 자동차 업종의 경기적 부진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고, 대신 컴퓨터 및 전
자부품 업종과 같은 일부 세부산업 내부에서의 추세 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인다. 이러
한 변화는 미국에서 20~30년이 흐른 뒤에도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제조업 고용 변화와 유사
한 점이 있으므로, 다른 거시변수와 달리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할 가능성을 열어 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62

KIET 산업경제

산 업 경 제 분 석

1. 머리말
최근 조선 업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의

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부진 및 공장폐쇄와 맞물려 제조업 고용하락

고용감소의 특이점을 고용과 생산의 동조성(co-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관점에

movement) 측면에서 서술하고, 제조업 산업 전

서 제조업은 고도의 분업을 통해 다수의 저학력,

반의 고용감소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중·하위 숙련 노동자들이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

의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

산에 공동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는 산업이다. 제

라 제조업에서는 고용량의 감소와 생산량의 증가

조업 블루칼라 노동자는 중간 정도의 시간당 임금

가 동시에 관측되는데, 이는 산업 대분류 합산을

을 받거나 낮은 임금이더라도 근로시간이 타 산업

한 뒤에도 관측될 정도의 큰 규모로 고용과 생산

보다 월등히 높아 중산층의 노동소득을 벌고 있는

의 탈동조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제조업 고용

다.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고용없는 성장은 세

이 감소하면 이전에 중산층 일자리에서 일했던 노

부 산업인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과

동자는 더 낮은 임금 혹은 더 적은 근로시간을 제

‘가죽 제조업’, ‘인쇄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

시하는 일자리로 직업 사다리를 내려갈 위험에 맞

업’의 내부에서도 관측되므로, 세부산업 구성비

닥뜨린다. 따라서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소

율의 변화로 인한 착시현상1)은 아닌 것으로 판단

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

된다.

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제조업 고용하락

본고의 2장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예시로 탈산

의 양상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감소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이며 고용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1) 한 산업이 낮은 고용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다른 산업에서
높은 고용으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경우를 가정하면, 단순히 고
부가가치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구성비율 변
화로 인해 산업 대분류 레벨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
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

2 0 1 9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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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Deindustrialization)에 따른 제조업 고용의

수 있음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고용없는 성장패

변화가 어떤 단계로 나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턴을 이끈 세부산업을 밝히고, 6장에서는 맺음말

3장에서는 고용하락의 세 가지 개념적인 유형을

로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최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

관찰되는 고용하락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분류될

사점에 대해 논한다.

2. 미국 제조업의 고용변화
다수의 고소득 국가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됨에

상이지만 그 세부 패턴이 변화한 사실은 비교적

따라 GDP와 노동시장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장기

덜 알려져 있기에, 본절에서는 미국을 예로 들어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

제조업 고용변화를 세 단계로 분류한다.

2)

다. 생산시장은 차치하고서 노동시장에 논의를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경우 제조업

한정시키자면,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라는 키워드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3년

는 흔히 총고용량 대비 제조업 고용량의 장기적인

38%에서 2019년 8.5%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고

비중 감소를 의미해왔다. 제조업 고용 비중의 감

용비용은 80년 이상 하락 추세였으나 그 세부 내

소는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관찰된 현

용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다른 3단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Bluestone, Harrison(1982) 저서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대로, 1965년 이전까지 제

<그림 1> 미국 제조업 고용의 총고용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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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1939년 1월~2019년 1월, 계절성
조정, 자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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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총비농업 고용량과 제조업 고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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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All Employees: Total Nonfarm Payrolls,
All Employees: Manufacturing, 1939년 1월~2019년 1월, 계절성 조정.

조업 일자리 비중이 하락한 현상은 제조업 고용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증가율이 총고용 증가율보다 낮아서 발생하였

마지막 3단계의 제조업 일자리 비중 하락 기간

으므로, 첫번째 단계에서는 성장 속도의 차이가

중에서도, 일자리 수의 절대적 감소보다 더 중요

비중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두 번째로 1960

한 질적 변화가 감지된 시점은 2000년 이후이다.

년대 후반부터 1990년까지의 비중 하락은 제조업

1990년대는 미국의 타 산업에서 고용과 생산이 성

고용자 수가 정체하였으나 총고용은 꾸준히 증가

장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은 비교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최

적 정체된 시기였으나, 2000년 이후는 제조업 생산

근 약 30년간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하락하는 현

의 증가와 고용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으

상은 제조업 고용자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

로 나타났다. 미국 산업별 고용과 생산의 시간 궤

상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두 단계와

적(trajectory)을 확인한 Gil(2017)3)에 따르면, 2000

차이를 보인다.

년 이후부터 정보통신업, 내구재 및 비내구재 제

<표 1>에서 1단계의 경우 제조업 고용과 총고용
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다, 2단계에서는 0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3단계에서는 강한

조업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하였다. 세부산업
3) Gil, Eunsun(2017), “Technological Job Destruction and Labor Reallocation on a Job Ladder”, Mimeo.

<표 1> 미국 제조업 일자리 변화의 세 단계
시기

제조업 일자리
비중 변화(%)

제조업 일자리
수 변화(천명)

제조업 고용과
총고용의 상관관계

1단계

1939~1965(27년)

-2.98

7,974

0.81

2단계

1966~1990(25년)

-11.48

252

0.01

3단계

1991~2018(28년)

-7.38

-4,508

-0.71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자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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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자동차 생산 제조업과 컴퓨터 및 전자부

용없는 성장의 큰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

품 제조업이 내구재 제조업 전체에서 확인되는 고

하였다.

3. 고용하락의 세 가지 패턴
특정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할 때, 그 패턴은 세

성장함에 따라 고용이 다시 회복되거나 불경기

가지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에

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사

도 생산과 고용은 동시에 떨어졌다가 회복하므

양업종에서 산업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고용이 하

로 두 변수는 장·단기를 가리지 않고 양의 시간

락하는 경우이다. 특정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상관관계를 가진다. ‘가구 제조업’의 경우 2010,

면 그 산업의 생산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감소하

2015, 2017년에 호황을 누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므로, 자연스럽게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중 하나

비교적 생산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고용 또한

인 고용 또한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고용

동일한 동조성을 가지므로, 이 산업은 경기적 요

하락은 장·단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생산과

인으로 인해 고용 변동이 잦은 대표적인 예라고

고용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통계적 특징이

할 수 있다.

있다. 우리나라의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

세 번째로, 생산은 증가함에도 고용이 하락하

업’과 같은 산업이 사양업종처럼 생산과 고용이

거나 정체하는 고용없는 성장의 패턴으로 특정 산

모두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업의 고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생산방식의 변

두 번째로, 특정 산업에서 경기 부진으로 인해

화로 인해 산업의 생산이 꾸준히 혹은 오히려 이

매출과 생산이 감소할 경우, 경기가 되살아나기

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투입요소

전까지 단기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

로서 자국 노동자가 생산에 덜 요구되기에 국내고

다. 경기 변동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이 하락한다

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면, 그 하락은 수개월에서 3년 정도에 이르는 단

세 가지 패턴의 고용하락은 고용의 단기적 변

기적인 불경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화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장

<표 2> 고용하락의 세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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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단기적 변화

고용의 장기적 변화

생산과 고용의 상관관계

사양업종

-

-

+

경기적 부진

-

+

+

고용없는 성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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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변화의 방향 및 생산과 고용의 상관관계

한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양업종의 노동자들

가 다르기에 이들을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식별

이 타업종으로 잘 옮겨갈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지

(identification)이 가능하다. 고용하락의 패턴을

원해 주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식별하는 것은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있다. 마지막으로, 한 산업의 고용감소가 고용없

예상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만약 한 산업이 경기

는 성장의 양상을 띤다면 평상시에 잘 작동했던

적 부진으로 인해 고용을 줄였다면, 비교적 단기

경기부양책조차 고용 회복에 별 효과가 없을 가능

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고용 회

성이 크다. 이 경우 고용증진과 경기부양은 동시

복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한 산업이 사

에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가 아닐 수 있으며, 노동

양업종이기에 고용이 줄고 있다면, 생산 보조 정

시장의 불일치(discrepancy)를 고려한 세심한 정

책의 장기적인 정책비용 부담이 크고 부양효과 또

책 수립이 요구된다.

4.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3분기에

의 총고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 2,700만명을 돌

서 2009년 1분기까지는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하

파하였고, 그 중 제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락하는 전형적인 불경기의 모습을 보이며, 2009

은 약 17%이다. <그림 3>은 우리나라의 국내총

년 3분기까지의 회복기 동안 고용은 하락하고 생

생산(GDP)을 가로축으로 하고 총고용을 세로축

산은 증가하는 패턴을 다시 보인다. 2009년 4분

으로 하여 분기별 경제상황을 점으로 나타내 궤

기부터 고용과 생산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인

적을 추적한 그래프이다. 이를 보면 2004년부터

경제성장의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 4분기를 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

점으로 다시 고용없는 성장이 확인된다.4)

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글로벌금융

고용없는 성장의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다.

위기로 인한 불황에 고용과 생산이 하락하는 단기

2013년 1분기에 취업자 수 428만명으로 97조

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9,380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던 제조업

반면, 동일한 기간의 제조업 고용과 생산 궤적

은 2015년 4분기까지 생산과 고용 각각 연평균

을 확인하면 일반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이 혼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를 보
면 2004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생산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고용은 감소하는 고용없는 성

4) 강
 두용(2016)에서는 한국 제조업 고용비중은 1988년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 중이고, 1991년 이후 제조업 고용의 절대적인 규모도 대체로 감소
추세이므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제조업 고용증가 기간이 오히
려 짧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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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국내총생산과 총고용
28,000

(천명)

27,000

2017년 4분기

26,000
25,000
24,000
23,000
22,000

2004년 1분기

21,000
2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50,000 (십억원)

400,000

자료 : 국민계정, 분기 국내총생산(실질, 계절성 조정, 가로축).
경제활동인구조사, 분기 취업자 수(계절성 미조정, 세로축).

3.98%와 4.49%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만 9,000명으로, 반사실적 경우와 비교하면 74만

2016년 1월을 시작으로 생산은 약 연평균 6.12%

6,000명의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동 시점의 우리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2.10% 감소하

나라 전체 취업자 수 2,701만 5,000명의 2.76%에

는 패턴을 보였다.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이 2009

해당하는 규모이다.

년부터 2015년과 같은 정도의 동조성을 띤다고

요약하자면, 최근에 발생한 제조업 고용의 정

가정하면, 단순 선형 투사예측을 통해 2018년 3

체 혹은 감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

분기의 제조업 고용은 522만 5,000명이었어야 한

다. 첫째, 고용부진의 규모가 크다. 미시적으로 고

다는 반사실적 추리(counterfactual analysis)가 가

용없는 성장이 나타나는 세부업종 혹은 기업은 상

능하다. 실제 2018년 3분기의 제조업 고용은 447

시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대규모 산업 레

<그림 4>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4,700

(천명)
2015년 4분기

4,500
2017년 4분기

4,300
2008년 3분기

4,100
2004년 1분기

3,900
3,700
3,500
50,000

2009년 3분기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자료 : 국민계정, 제조업 분기별 국내총생산(실질, 계절성 조정, 가로축).
경제활동인구조사, 제조업 분기별 취업자 수(계절성 미조정, 세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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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2006~2017년)
4,200

(천명)
2017년

4,000
3,800
3,600
3,400
2006년
3,200
3,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자료 : 국민계정, 제조업 연간 실질국내총생산(가로축).
전국사업체조사, 제조업 연도별 취업자 수(세로축).

벨로 합산을 하여도 주요한 추세로 나타날 만큼
큰 현상은 탈공업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조차 늘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500,000
(십억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강건성 확인을 위하여, 전국사업체조사 고용데
이터를 사용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과 고용의 궤

둘째, 고용과 생산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적을 나타낸 결과가 <그림 5>이다. 이 경우에도

는 점에서 경제이론적인 설명에 주요한 변화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과 생산의 양의 상관

필요하다. 무역으로 인한 단순한 제조업 기업의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그 이후 생산이 증가함에

서비스업 전환, 산업분류 체계의 변화 등은 제조

도 고용이 정체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는 것

업 생산과 고용을 모두 하락시킨다. 마찬가지로

이 확인된다.5)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고용감소는 고용없는 성장을 만들어내기 힘들다.
따라서 생산증가를 동반한 현재의 고용감소는 자
국 노동자 대신 생산에 투입된 다른 요소가 있을

5)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제조업 고용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변화가
2016년 1월부터 나타났으나,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의 경우 제조업 고
용이 정체하면서 이전의 빠른 고용증가가 사라진 변화를 2015년 이후
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5. 고용없는 성장을 이끈 세부산업
제조업 내의 어떤 세부산업이 2015년도 이후

용하여 한 단계 더 미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 고용없는 성장을 일으킨 것인지를 확인하기

<표 3>을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의 세부산업 데이터를 활

안 제조업 전체의 실질 국내생산은 연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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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5,030억원 증가하였고 고용은 연평균 약 9만

년 이전에는 1만명 정도의 고용상승이 동반되어

3,000명 증가하였다. 반면 2015년부터 2017년까

야 증가시킬 수 있었던 실질 생산이 2015년 이후

지 실질 국내생산은 15조 2,710억원 증가하였으

3,000명을 감원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생산증가를

나 고용은 약 8,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13

달성하였다.

개의 중분류 제조업 중에서 9개의 업종은 양적으

조선과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장비 제조업’의

로는 다를지라도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

경우 고용하락의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고용

을 꾸준하게 보였기에, 2015년 전과 후로 질적인

하락 폭의 대부분이 생산의 하락으로 설명된다는

차이가 없다.

점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힘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난 세부산업은 세 곳이

들다.

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강건성 확인을 위해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실질 생산은

활용하여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와 부가

비슷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가치를 분석한 경우에도 고용없는 성장의 패턴은

로 고용이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세부산업별 구성비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

를 들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경우 2015

니라 일부 세부산업 내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표 3> 세부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 변화
2006~2015

2015~2017

연평균 실질생산 연평균 고용변화 연평균 실질생산 연평균 고용변화
변화(십억원)
(명)
변화(십억원)
(명)
제조업

15,503

93,424

15,271

8,373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70

6,967

346

6,888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387

508

183

-2,158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148

2,442

122

1,924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79

141

908

217

화학제품 제조업

1,715

14,133

3,800

6,5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73

1,603

437

965

1차 금속제품 제조업*

475

4,401

739

-316

금속제품 제조업

373

14,460

-560

76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47

15,088

1,646

9,147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7,629

10,577

8,324

-3,499

정밀기기 제조업

360

5,037

1,495

95

운송장비 제조업

2,363

15,806

-2,214

-15,384

86

2,260

48

3,227

기타 제조업

자료 : 전
 국사업체조사, 세부 제조업 연도별 취업자 수, 국민계정, 세부 제조업 연간 실질국내총생산.
*은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난 산업을 표시함. 세부산업 레벨 매칭 후 통계량을 자체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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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고용이

하였으며, 조선을 포함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

감소하였음에도 부가가치가 증가한 산업은 총 세

업’에서는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 또한 약

곳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있는 ‘전

간 감소하였다. 이 자료는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

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를

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동일한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장점이 있

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고용없는 성

고, 2015년 전후로 고용없는 성장이 ‘전자부품, 컴

장의 패턴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

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가죽, 가

았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같은 기간 생

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앞

산이 느리게 증가하고 고용은 준수한 속도로 증가

의 분석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6.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2015년 전후를 기점으로 대분류

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제조업의 본

산업인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이 다시 관측되고

국 회귀(reshoring)정책과 높은 관세를 통한 보

있다. 이 현상이 우리나라 2000년대 중후반에 나

호무역 정책을 펴고 있다. 학계에서는 미국 중산

타났다 사라진 고용없는 성장처럼 일시적인 추세

층 일자리 감소의 원인 가설로서 해외 노동자, 산

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처럼 30여년이 지나도 회

업용 로봇, 대기업의 시장집중도 증가를 모두 고

복이 거의 되지 않는 장기적인 변화로 남을 것인

려하고 있으나,6) 최근 들어 무역과 해외업무위탁

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컴퓨터와 전자부품

(offshoring)보다는 자동화로 대표되는 자본도입

제조업은 미국과 우리나라 양국에서 고용없는 성

상승이 더 중요하다는 실증적 근거가 밝혀지고 있

장을 주도한 세부산업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

다.7)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중산층 일

나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
서는 고용없는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없는 성장과 미국의 고용없는 성
장을 야기한 요인이 같은지는 추후 분석이 더 필
요할 것이다.
중산층 일자리로서 제조업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는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
의 원인이 중국을 비롯한 노동집약 국가와의 무

6) 본고에서 다룬 고용없는 성장은 생산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내
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일자리 양극화의 개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7) Acemoglu and Restrepo(2017)에서는 무역과 자동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동화가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
였고, Brainard and Riker(1997), Hanson, Mataloni & Slaughter(2003),
Muendler and Becker(2010), Harrison and McMillan(2011) 등을 종합
적으로 보면 무역이 국내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오히려 증가시킨
다는 결과가 혼재해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무역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준 경우에도, 고용감
소가 국지적, 단기적이며 고용감소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못하다는 점
에서는 비교적 일치한다.

2 0 1 9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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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어떤 업종이 주도하고 있나

자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안해야 하는 숙제가
8)

단과 문제의식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아직 남아 있지만,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우

있다. 제조업 일자리 수의 회복을 위해서는 조선

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정확한 진

과 자동차의 경기적인 고용감소뿐만 아니라 전자
기기, 가죽, 인쇄, 1차 금속제품 제조업 내부의 산

8) 김배근(2012)의 경우 기술혁신과 고용구조 변화는 관계가 있으나, 고
용없는 성장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는 점에서 본고와 이
견이 있다.

업생산 변화를 통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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