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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論
第1節 人力政策의 課題
福祉社會의 具現을 위하여 경제정책이 갖추어야 할 목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생산의 증대를 꾀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산으로 얻어진 소득을
생산에 참여한 각 생산주체에 적절한 배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밑바침을 이루는 생산과정이란 자본과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
생산과정을 운용․감독하는 주체는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의 근원은
노동력에서 나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그 나라에
원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원인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즉 효과적인 고용은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원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인하여 고용에 대해
Amartya Sen(1975)1)은 3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첫째는 생산측면으로서의 고용은 산출물을
생산하고, 둘째는 소득측면으로서의 고용은 취업자에게 소득을 부여하며, 셋째는
사회인식측면으로서의 고용은 인간에게 자기가 어떤 보람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란, 곧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경제주체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經濟人으로서 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때문에 雇傭 또는 人力政策은 한 나라의 경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더 나아가 所得創出을 가져오는 雇傭機會는 곧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인적자본 형성은 바로 경제사회정책의 기본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의 기본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곧 고용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經濟開發5個年計劃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두 가지 과제에 꾸준히 중점을 두어 왔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창출해 내는 것이었고, 둘째는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구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인력의 공급이었다. 계속적인 5個年計劃의 성공적인
결과인, 1970년대 이래 지난 20여년간에 한국경제가 성취하였던 국민총생산 및 소득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산업구조와 국제무역추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또한 고용구조가 신속히 조정된
것에 많이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렇다 할 천연자원은 없었지만 풍부한 고학력
인적자본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기반을 두어 수출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인력정책의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달성했던 고도성장과 한때는
完全雇用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실업률이 하락하였던 것을 볼 때, 인력정책이 의도했던
목표는 상당히 달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경제 및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인력정책의 수립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의 한 요인으로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 노사분규의 발생과 함께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한 임금상승추세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금상승추세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어 앞으로는 '高賃金經濟體制'로 표현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우리나라의 생산과정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단순노동집약산업으로부터 자본기술집약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산업구조 변화는 임금상승추세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부응하여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력개발체제의 확립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 하겠다. 또한 자본기술집약산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변동에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동시에 유발시키게 되어, 마찰적
실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들을 위한 인력대책도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의
급속한 고도화를 수반하게 될 경제성장은, 그로 인하여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감소된
고용흡수력이 전망되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산인구를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또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따라 신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기술개발을 주도할 창조적 고급과학기술인력과 국제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제품의

고급화 및 품질관리에 주력할 수 있는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 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주석1) Amartya Sen, "Employment, Institutions and Technology: Some Policy Issues," International
Labor Review, July 1975, pp.45-49.

第2節 硏究目的
노동은 實物商品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요소로서 수요되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실물생산에 대한 派生需要라는 관점에서 고찰된다. 그러므로 巨視的으로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의 영향에 의하여, 그리고 微視的으로는 생산과정, 생산기술 등의 변화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노동력 공급은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교육기회, 임금구조, 소득수준
등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입각하여 장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예측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어 노동력이 수요 및 공급을 정확히
전망한다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인력 및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고자하여, 1990년대의 우리나라의 인력의 공급 및
수요구조가 취하게 될 형태를 부정확하게나마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과제는 단순노동집약산업으로부터
자본․기술집약산업으로의 이행해 가고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90년대의 한국노동시장의 산업별․직종별 노동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동시에
고도산업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단을 인력개발의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곧
198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先進經濟로의 進入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인력수급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산업부문의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품의 고급화, 신제품의 개발을 가능케 할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1990-2000년)의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인구성장을 토대로 하여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노동력 공급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장기적인 인력수급의 구조적 변화와 인력의 원활한 수요와 공급을 대비한 인력개발,
고용 등의 제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구축된 모든 경제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입안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제까지 한국경제에서 실현되어 왔던 추세대로
경제구조가 발전해 가는 것을 가정하고서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우리경제에서 나타나게 될
노동시장의 변화양태를 추정함으로써 장기인력수급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第3節 旣存의 主要 人力需給豫測 硏究
우리나라에서의 장기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말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본절에서는 그 중 80년대 이후에
발표된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비교소개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하여 본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1. 金秀坤․朴煊求․河泰鉉 (1981)
연구방법에 있어서 총노동력공급의 예측으로는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서,
예상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하여 유효노동공급을 추계하였다. 경제활동참가인구 예측에는 KDI

및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인구예측치에 의거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치로는
具成烈(1981)과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추정치를 참조하였다. 이때 이들이 사용한 경제활동참가
추정치에는 각각 경제성장률, 농수산부문의 취업자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은 需要의 函數라는 측면이 간접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노동력수요 예측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總量 및 部門別
計劃値를 근거로 총인력수요 및 산업부문별 인력수요를 추정하고, 둘째 산업연관표의 노동계수의
예측치에 3분류 산업부문별 산출액의 예측치를 곱하여 각 3분류 부문별 인력수요의 加重値指數를
만들어서, 셋째 이 가중치지수에 산업부문별 인력수요를 곱하여 3분류 산업부문별 인력수요를
구하였다. 직종별 인력수요는 먼저 과거의 추세를 이용한 회귀방정식에 의한 추정방법에
의거하여 대분류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 예측을 하였다. 산업별 직종별 인력수요의 추정은 먼저
1974년 特別雇傭統計調査에 나타난 각 직종별 취업자의 산업별 고용비중을 직종별 인력수요
예측치에 적응하여 각 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치를 추계하였다.
직종별 공급능력 추정은 각급학교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양태를 분석하여 직종별 가용공급인력을
추정하였다.

2. 金仲秀․朴煊求 (1986)
이 연구에서는 먼저 수요예측을 한 후, 공급측면에서의 신규 노동참여인력을 인력공급
교육기관별로 구분하여 수급분석을 행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이라면, 산출액의 증감에 따른
상대적 기술집중도의 변동성을 인정하여 노동계수의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전산업의 인력수요는
부가가치기준 생산함수에 의하여 추계분석하였다. 먼저 산업별 고용계수의 추정은 과거추세의
연장추계치를 기본으로 하여, 산업별 R&D 투자액 추이, 설비투자액 변화 및 일본의 산업별
노동계수의 변화유형등이 고용계수의 추정에 고려되었다. 산출액과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자수를 추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산업별 취업자수는 산업별 취업자/피용자 비율을 전망하여
이루어졌다. 직종별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은 각 산업부문별 직종분포변화를 추계한 KDI의
자료에 의거하였다.

3. 金仲秀 (1986)
이 연구에서는 分期別 時系列資料를 이용한 計量經濟學的인 構造模型에 의거하여 노동공급과
수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微視理論에 의한 형태분석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도출될 수
있는 相衝假設을 분석대상으로 총량모형을 식별하였다. 勞動供給函數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4. 朴英凡, 鄭遇千, 曺瑞鉉 (1987)
이 연구는 인력예측방법으로 필요인력모형을 사용하여 제조업분야의 산업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수급전망을 하였다. 그 특징은 제조업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산출량과 고용량의 예측을 하였고,
기술계열별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생산량 예측을 위해서는 KIET의 산업예측모형을
사용하였고, 부문별 고용량 예측에는 노동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산출량의 함수라는
回歸分析模型에 의하였다. 산업별 직종분포추이는 일본과 20년의 시차를 갖고서 유사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였다. 산업별․계열별 기술인력수요는 산업내의 계열별기술인력의 비중추이를
전망한 후 산업부문별 고용량을 곱하여 구하였다.
이외에도, 세분된 산업부문에서의 인력수급전망을 시도한 연구로서는, 전체과학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量的 및 質的인 수요전망과 주요 기술분야별 미시적 수요전망을 실시한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요전망』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1989)을 지적할 수 있다.

第2章 勞動力供給의 推計
노동공급을 한 나라에서 공급될 수 있는 勞動總量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을 인구의 규모,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시간, 勞動强度 그리고 기술수준의 5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들
요소는 노동공급을 측정함에 있어 量的인 측면과 質的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구의 규모,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간을 양적인 측면이라 한다면, 노동강도와 기술수준은 질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주로 量的 측면인 인구의 규모와
경제활동참가율의 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공급을 분석하고 1990년대의 추이를 예측하고자
한다.1)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한 나라 전체의 노동공급량을 측정함에 있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수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크기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과거 변동과
앞으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1990년대의 생산연령인구와 민간인구를 예측한다. 이에
입각하여 제2절에서 5절까지는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활동인구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고자 한다. 노동력공급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6절에서 노동의 고학력화, 성별․연령별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알아
보기로 한다.

第1節 人口規模와 推移
현재 공급되고 있는 노동력의 크기를 산정한다는 것은 곧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추계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노동력공급을 전망하는 것은 미래에 얼마만한 수자의 사람이
노동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이들 중 일자리를 갖게 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장래의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얼마만한 사람들이 일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처럼 '일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인구는 곧 전체 인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일부분의 인구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인구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래의 노동력을 추계하는 것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성장과 그
구조적 변화의 추이가 관심의 대상이 되며 특히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가능연령인구는
노동력공급을 분석하는 데에 그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인구증가는 직접적으로는 노동의 양, 즉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가 실제 얼마만큼의 노동력증가를 실현시킬 것인가는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볼 때 출산율의 증가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는 대신 생산연령인구의 규모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증가된 인구가 생산연령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공급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제반 여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노동력의
증가로 인하여 취업자수를 늘릴 수 있지만, 동시에 실업률의 상승으로 임금의 하락, 근로시간의
단축과 근로일수의 하락 등을 노동시장에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노동력증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한 생산기술, 자본축적의 정도 및 국민경제에서 총유효수요의
규모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반 요인이 일정하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
인구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인구증가 자체의 요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성별․연령별 구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1. 총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의 공식 추계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조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간하고 있는 『韓國統計年報』에 의거하여 1980년
2)
이전의 인구와 1988년 11월에 조사 발표한 『最近 人口動態現況 및 新人口推計 結果』 에
의하여 1985년에서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구의 추세를 분석하기로 한다. 과거 우리나라
인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에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이루어진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보건위생의 개선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연령의 증가와
사망률의 저하를 관찰할 수가 있다. 동시에 인구변화에 크게 미친 영향은 정부에 의하여 주도된
가족계획사업과 경제사회의 발달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증가,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 등에
기인한 출생률의 저하로 이것은 연령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연령계급별 인구구성의 변천을 나타낸 [그림2-1]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연소인구
(0∼14세)가 많은 피라밋型으로부터 1985년에는 청년층 (10∼29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鐘型이 되었고 2000년에는 장년과 중년층 (25∼44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커진 항아리型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와
80년대에는 1∼2% 범위의 수치를 보였던 총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약 0.9%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인구증가의 추이1)

[그림 2-1] 인구구조의 변화

2. 인구구성의 변화
<표 2-2>는 연소인구, 생산가능인구 그리고 노령인구수와 그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인구구조의 두드러진 변화로 말미암아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연소인구의
감소와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4세 이하의 연소인구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구성비율과 절대수에 있어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후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가 장년․중년층에 도달하여 주된 경제활동연령층에
진입하게 되어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노령인구수를 보면 1970년에는
104만명으로 총인구의 3.3%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고, 그 증가속도는
가속화되어 2000년에는 2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에는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에 달해 앞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것은 국민복지증진과도 관련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가장 뚜렷이 예상되는 특징은 被扶養人口比의 減少이다. 扶養比라고
하는 용어는 인구구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피부양인구비란
피부양연령층의 인구를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1명당 평균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그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인구의 수를 일컫는다. 생계를 남에게 의존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노동인구가 생산하는
소득의 많은 부분이 의존인구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소모되어, 생산과정에 대한 경제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厚生的 支出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3)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 이룩됨에 따라
연소피부양비는 저하하고 노령피부양비는 증가함으로

<표 2-2> 인구구조의 추이

<표 2-3> 피부양인구비의 추이

써 이 두 가지 피부양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앞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출생률의 감소 및 유아사망률이 낮아지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령인구의 사망률은 큰 폭으로 낮아졌다
<표 2-3>에서 보는 것처럼,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소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연소피부양비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피부양인구비는 하락하고 있다. 19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인당 평균 0.06명의 노령인구를, 1990년에는 0.07명, 2000년에는 0.09명으로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늘었으나, 연소인구는 같은 기간동안 0.77명에서 0.37명, 0.30명을 대폭
줄어들었다. 따라서 같은 기간의 전체 부양인구도 1970년의 0.83명에서 1990년에는 0.44명으로,
2000년에는 0.39명으로 감소할 추세이다. 이와 같은 피부양인구비의 감소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성이 젊은 연령의 노동력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扶養費를 위한 후생적
지출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저축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석1) 사회과학분야에서 항상 그렇듯이, 노동강도와 기술수준 이 두 가지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뒤따른다. 노동시간은 양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이들에 대한 발표수치를 바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나머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아니라, 노동의 고학력화 ,성별․연령별 구성을 고찰함으로써 간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석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最近 人口動態現況 및 新人口推計 結果』, 1988. 11.
주석3) 피부양인구비를 구하는 데는 14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와 15∼64세의 인구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또다른 면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나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총수와 취업인구의 비율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들이 제안되기도 한다.

第2節 經濟活動人口
역사적으로 볼 때 인구의 성장과 그 구조의 변화, 사회의 도시화 등은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노동공급의 증가를 경제성장이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수준과
그 구성이 변화하게 되고 동시에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실업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즉, 통상 논의되는 불완전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를 갖기
어려운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노동력은 노동력의 추산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실업률을 계산할 때 누락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고용기회의 감소와 함께 경제가 성장하면서 표출되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욕은 영향받게 되고, 따라서 경제활동참여의 형태도 변화하게
된다. 이로 인한 결과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일관된 공통적인 형태가 아니라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국민경제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를 비슷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 앞에서 언급한 영향은 각각의
집단에 제각기 다르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각 집단의 경제활동 기회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곧 소득창출의 기회가 모든 집단에 동일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이나 10대의 청소년 또는 노령인구층의 경우에서 이러한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나라의 근래 경제발전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에서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노동력공급의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의 수준과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며 한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민경제에서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가 경제성장의 토대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장래의 노동력을 예측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경제활동인구1)란 財貨와 用役의 生産을 위해 勞動을 共給하려는 意思와 能力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된다.2)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한 국민경제의 人的資源의 크기를
나타내주므로 생산력의 근원이 되며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규모는 전체 인구와 그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의 비율, 즉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앞항에서 우리는 전체인구의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항에서는 먼저 전체 인구중에서
생산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인구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노동 가능한 사람을 살펴본 다음에
과거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하고 1990년에서 2000년 까지의 성별․연령별 참가율을
예측하고자 한다.

1. 생산가능 민간인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다. 經濟活動人口란
생산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인구 중에서 노동력제공에 적합한 연령층인 15세
3)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연령의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라고
한다.
民間人口란 이렇게 분류된 생산연령인구 중 민간부문에서 노동공급이 가능한 사람을 일컫는다.
즉 생산연령인구 가운데에서 군인, 전투경찰, 방위병 그리고 刑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재소자를
제외한 인구이다. 그러므로 분석대상년도의 민간인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년도의
생산연령인구에서 이들을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제외될 인구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체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어림수를 구하였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80년에 실시․발표된 제12차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全國篇과 經濟活動篇에 의거하여,4)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전국편에 발표된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자료와 경제활동편에 발표된 민간인구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이들 두
항목의 수치의 차이는 곧 생산연령인구에서 민간인구를 구하기 위해 제외되어야 할 숫자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숫자들은 성별․연령별로 분류되어 있다. <표 2-4>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제 이들 인구의 대부분이 군인, 전투경찰, 방위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수치와 연령구조가 연대가 바뀌어도
그다지 변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수치를 그대로 다른 연도로 옮겨
당해년도의 인구에서 제외하면 민간인구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막상 이들 수치를
이용하여 1985년도 이후 연도의 민간인구를 구하고서 기존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결과가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와 평균 20만명 정도의 괴리가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구를 계산하는 실제 과정에서는 <표 2-4>에서 구한 수치를 합계한 것이 20만명 정도 더
커지도록 모든 연령층에서 부풀린 결과를 제외해야 할 인구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90∼2000년까지의 민간인구를 추정한 결과가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민간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71.9%에서 2000년에는
76.4%로 증가하게 되리라 전망되어, 이는 1985년의 67.5%에서 대폭 증가한 비율이 된다.
절대수로는 2000년에는 1990년보다 500만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 되며, 1987년의
27,564천명으로부터는 약 800만명이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근본원인으로는 앞 절에서 설명된
바처럼 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에서 들 수 있구성의 변화로 인한 결과는, 이미 관찰한
피부양인구비의 감소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표 2-4> 군인, 전투경찰, 방위병 및 재소자 인구 추정 (1980년)

<표 2-5> 민간인구의 예측 (1989-2000)

2. 15∼ 19세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인구를 비슷한 경제적 특성을 갖는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별․연령별․학력별 또는 농촌․비농촌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된 각 집단들은 집단내의 구성원끼리는 비슷하나 집단
사이에서는 서로 상이한 양상의 참가율을 보이게 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 연령․계급별로 구분해서 지난 20여년간의 참가율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하여 1990∼2000년까지의 추세치를 예측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조사자료는 월별로 발표되는 『경제활동인구연보』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에서 구할 수 있는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록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일관성 있는 시계열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크다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부터 경제활동인구의 하한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표된 경제활동참가율은 14세가 포함된 참가율이고,
그 이후의 자료는 14세가 제외된 참가율이다. 그와 비슷하게 1980년 이전의 자료는 60∼64세와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서로 구분하였지만 그 후에 들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발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참가율분석에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70년에서
1988년까지의 14세가 제외된 15∼19세 연령층과 60세 이상 연령층의 참가율을 새로이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순서는 먼저 60세 이상의 참가율을 구한 후에
15∼19세의 참가율을 구하게 된다.

3. 60세 이상 연령층
현재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은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와 60∼64세, 65세
이상 각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인구는 각 연령층의 민간인구에
참가율을 곱한 것과 같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연보』(1981)에 발표된
1970∼1979년까지의 각 연령층의 참가율과 참가인구를 이용하면 60∼64세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각 성별의 민간인구를 구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민간인구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R0․P0＋R5․P5 = R05․P05 …… (2.1)
R0 : 60∼64세의 참가율
P0 : 60∼64세의 민간인구
R5 : 65세 이상의 참가율
P5 : 65세 이상의 민간인구
R05 : 60세 이상의 참가율
P05 : 60세 이상의 민간인구(=P0＋P5)
식 (1)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R05․P05 = R5․P5＋R0․P0＋R5․P0-R5․P0 …… (2.2)
= R5 (P0＋P5) ＋ P0 (R0-R5)
좌변의 R05․P05는 곧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하므로 발표된 통계자료에서 구할 수
있으며, R0와 R5 또한 발표된 수치이다.
(P0＋P5)는 60세 이상의 민간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게 된다.

P0＋P5 = [(총 경제활동인구)/(총수의 참가율)] …… (2.3)
-[(14∼19세 참가인구)/(14∼19세 참가율)]
-[(20∼24세 참가인구)/(20∼24세 참가율)]
::
::
-[(50∼59세 참가인구)/(50∼59세 참가율)]
그러므로

P0 = [R05․P05-R5 (P0＋P5)]/(R0-R5) …… (2.4)
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P5 또한 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해진 R0, R5, P0,
P5를 식(2.1)에 대입하면 R05, 즉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구해진다.
나. 15∼19세 연령층

현재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은 14세, 15∼19세 각각의 경제활동인구와
14∼19세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연보』(1987)에 1970∼79의 15세이상
민간인구가 발표되어 있으므로,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20∼59세 연령층의 민간인구와 앞에서 구한 60세 이상의 민간인구를 빼면 15∼19세의 민간인구를
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구한 15∼19세 민간인구로 기존 발표된 15∼19세 참가인구를 나누면,
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할 수 있다.5)
다. 1980년에서 1988년 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

1980∼1988년 까지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이전과 달리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로 발표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는 『경제활동인구연보』(1986 1988)에 발표된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한 1970∼88년까지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1970∼89년까지의 매 5년마다의 지수는 <표 2-6>에 작성되어 제시되고 있다. 새로이 산출한
15∼19세와 60세 이상의 70∼88년까지의 각년도의 참가율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주석1)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대신에 勞動力(labor for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지칭한다.
주석2)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의를 참조하시오.
주석3) 우리나라에서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 3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 실시 초기에는
14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었다. 하지만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중학진학률이 99%를 상회하고 1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극히 저조함에 따라 1987년
1월부터 조사대상의 하한연령을 1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처럼 조정된 하한연령에 따라 다시
추계된 1963∼86년의 경제활동인구수는 1987년에 발간된 「1986년 經濟活動人口年報」에
수록되어 있다.
주석4) 1985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실시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좀더
최근의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민간인구가 수록된 경제활동편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였다.
주석5)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다.

第3節 經濟活動參加率의 推定과 豫測
앞에서 구해진 지난 20여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기초로 하여 1990년대의 참가율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경제주체가 참가율을 결정하는 데 관계되는 제반 변수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로써 진학률, 도시화율, 피부양인구비,
농수산업 취업자비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참가율을 추정하고 이들 변수의 예측치를 이용

<표 2-6>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1970-1989)

여자

하여 장래의 경제활동인구를 예측하였다.1)2) 실제로 참가율은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3) 그렇다고는 하지만 만일 이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설명변수를 추정과 예측에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가 참가율을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의
이들 변수들의 外揷置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또한 존재한다. 이들 설명변수의 외삽치는 곧
예측치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들 변수의 과거치를 이용한 추정식이 아무리 정교하게 과거값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예측치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설령 정교한 추정식에 입각했다
하더라도 그 예측결과는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한 변수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정식을 성립시켰다. 물론 이때 설명변수로 이용되는 변수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가율 결정에 커다란 설명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참가율 추정식에는 그러한 의도에서 국내총생산값이 설명변수로
사용되었고, 특히 저연령층의 경우에는 각급학교 취학률이 덧붙여 이용되었다.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인구집단에 대해 지난 20년간 (1970~1989)의 참가율을 추정한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25~59세까지 연령층의 남자는 그 참가율 구조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으리라고 예측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령층의 참가율에 대한 추정과 예측을 시도하였다.
남자와 여자의 모든 연령층에 대한 추정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이 추정식과 외삽치를
이용한 예측결과는 <표2-7>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식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 항에서 하기로
한다. (추정식은 대부분의 경우 통상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으며, 여자 30~34세의 경우를
제거하였다. ρ는 1次 自己相關이 있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을 때의 自己相關係數를 뜻한다. 각
추정계수 밑에 제시된 괄호 안의 값은 t-통계량을 의미한다.4))

․남자

․여자

․변수의 설명
MHA : 남자 고등학교 취학률
MFA : 여자 고등학교 취학률
MUA : 남자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 학교) 취학률
GDP : 국내총생산(85년 불변가격)
M15_19 : 남자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

M20_24 : 남자 20-24세 경제활동참가율
M25_29 : 남자 25-29세 경제활동참가율
M30_34 : 남자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M35_39 : 남자 35-39세 경제활동참가율
M40_44 : 남자 40-44세 경제활동참가율
M45_49 : 남자 45-49세 경제활동참가율
M50_54 : 남자 50-54세 경제활동참가율
M55_59 : 남자 55-59세 경제활동참가율
M55_59 : 남자 55-59세 경제활동참가율
M60 : 남자 60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F15_19 : 여자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
F20_24 : 여자 20-24세 경제활동참가율
F25_29 : 여자 25-29세 경제활동참가율
F30_34 : 여자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F35_39 : 여자 35_39세 경제활동참가율
F40_44 : 여자 40-44세 경제활동참가율
F45_49 : 여자 45-49세 경제활동참가율
F50_54 : 여자 50-54세 경제활동참가율
F55_59 : 여자 55-59세 경제활동참가율
F60 : 여자 60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자료의 출처
5)
취학률(MHA, MFA와 MUA) 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의 교육지표』 (1988)에 의하여 1970,
1975, 1983~88의 자료를 구하였다. 「학교급별 취학률」에는 전체와 여자의 취학률만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취학률은 같은 자료로부터 발췌된 「총인구수 및 취학연령인구수」, 그리고
전체와 여자의 취학률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1971~1974, 1976~1979년도의 자료는 발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970, 75, 80년의 수치를 이용하고, 그 사이의 기간동안에는 연평균 복리로
성장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해서 구하였다. 예측을 위한 外揷置로 필요한 1989~2000년도의
취학률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교육부문보고서」(1986)의
「취학률지표」(p.87)를 참고로 하여 도출하였다. 예측을 위하여 이용된 외삽치는 <부록 3>에
발표되어 있다.
1970~88년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은행 「국민계정」(1989)에 의거하였고, 1989~2000년의
예측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 제2절에 제시되어 있다.
주석1) Koo, Sung-Yeal, "A Demographic-Economic Model for Korea Long-TermDemographic Prospect
and Policy Impacts, "Working Paper 820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arch, 1982)
주석2) 김수곤․심경옥,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84.
주석3) Standing, G.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Geneva, ILO), 1982.
주석4) DW통제량은 시차를 가진 종속변수를 回歸變數로 이용할 때 값 2.0쪽으로 偏倚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Durbin은 h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Johnston, 1984) 하지만 이 檢證은
오로지 漸近的으로만 유효하기 때문에 소표본에 대하여 몬테칼로 분석을 한 연구가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 연구결과는 결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W통계량을
제시한다.
주석5) 취학률의 정의는

취학연령은 고등학교가 15~17세 이며, 고등교육은 18~21세이다

第4節 經濟活動人口 및 參加率의 動向分析
1970년, 80년, 88년과 1989년에서 2000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와 참가율을 제시 및 전망한 <표
2-6>과 <표 2-7>에서 <표 2-9>까지의 예측결과에 의거하여 검토하여 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남자의 경우 1970~90년대 중반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반전되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향은 2000년까지 유지되리라 예측된다. 이에
반하여 전체 여자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그 참가율이 상승되어 왔으며 이 추세는
1990년대에도 지속될 것이다.
남자의 경우, 1970년에는 77.9%에서 1988년에 72.9%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수는 1970년의 6,447천명에서 1988년의 10,414천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대신에
참가율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고령층(55~59세 및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와 저연령층 (15~19세) 의 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9년에 이미 73.4%라는 전년도(1988년)에
비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듯이,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1995년에는 75.8%, 2000년에는
76.7%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을 경제활동인구 절대수로 나타내면 1989~95년
기간동안에는 연평균 259천명이, 1995~2000년 기간동안에 209천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을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해 보았다.
우리는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즉,
<표 2-10>의 註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인구의 규모와 각 연령층의 구성비율, 그리고 각 연령층의
참가율로 쪼개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입각하여 1986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을
3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에서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을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표 2-10 참조)
이 표에 의하면, 지난 1986~89년까지의 남자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대부분이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1990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90년대와 1986~89년 기간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참가율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는 負의 기여를 하는 폭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5~59세의
연령층은 거의 고정적인 참가율을 보이며 고령층의 참가율은 소폭 상승한 데 반하여, 저연령층의
참가율은 대폭 하락한 데 기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90년대 전반보다 후반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림 2-2]에서 이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인구의 연령별 구성이 피라밋型에서 鐘型으로, 鐘型에서 항아리型으로 바뀌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기인한 연령구성의 변화요인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플러스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저연령층의 참가율은 대폭 하락하였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제반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의 고취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절대수에 있어서도
1970년에는 3,615천명에서 1988년에는 6,981천명으로 커다란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그림
2-2]에서 보듯이 20대 초반 연령층의 대폭적인 참가율 증가와 40~50대 전반 연령층의 참가율
증가로 인하여 M字型의 모양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여성의
참가율이 상승하여, 1970년에 39.3%, 1980년에 42.8%를 기록하였던 것이 1990년에는 47.0%로,
2000년에는 50.1%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이한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990년에는
7,474천명이 95년에는 8,489천명으로, 2000년에는 9,216천명으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1989~95년 기간에는 연평균 208천명, 1995-2000년에는 145천명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에 의하여, 이같은 변화를 각 요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참가율 변화요인이 전기간에 걸쳐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플러스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1986~89년에는 인구의 증가요인보다도 더 큰 요소를 구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연령구성의 변화요인은 별반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림 2-1]과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구성이 항아리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지만 인구에서
커다란 부문을 차지하는 25~34세 연령층이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표 2-7>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예측 (1990-2000)

<표 2-8>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인구 예측 (1990-2000)

<표 2-9> 경제활동인구의 예측 (1990-2000)

<표 2-10> 경제활동인구 증감요인 분석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第5節 經濟活動參加率의 變動
1. 남자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

가. 남자 15~19세, 20~24세
15~19세 연령층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큰 폭으로 저하되어 왔으나, 90년대에는 그 크기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락추세가 유지되리라 전망된다. 이와 같은 과거 추세와 90년대의
전망은 20~24세 연령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가율의 변동요인은 앞 절에 제시된
추정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두 연령층의 참가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각각 고등학교로의
취학률과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로서, 이들 취학률이 계속
증가할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기인한다. 저연령층의 경우, 통상 면학을 계속하여 비경제
활동인구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둘 중의 택일을 강요당하게 된다.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으로 향한 취학률이 대폭 높아진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해당 연령층의 참가율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15~19세의
참가율 저하는 컸던 것이다. <부록2>에서 보듯이 1988년에 남자고등학교의 취학률은 0.87, 여자는
0.79라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진학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이것은 취학률의
상승이 한계점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15~19세의 참가율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나라 -예컨대 미국 등- 에서는 진학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참가율이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일을 하는 취업학생- 아르바이트생- 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인한 취업학생의 증가가 예상되나 아직은
참가율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예측된다. 이들 저연령층의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다른 연령층과의 임금격차와의 관계, 실업률 등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수급동향을 지적할 수 있다.
나. 남자 25-54세
이 연령층의 참가율은 모든 연령집단 가운데서 가장 높고, 또한 안정되어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전망되며, 다소간의 변화가 있다면 약
0.1~0.2%의 범위내에서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된다. 특히 30대와 40대 초반에서는 모두 95%
수준을 넘고, 40대 후반에서 95%를 약간 하회하고 50대 초반에서도 90%를 상회하는 참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이들 연령층의 대부분이 세대주로 있으며, 한 집안의 생계를 맡은
기둥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다. 남자 55세 이상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소폭적인 변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55~59세의
연령층에서는 안정적인 참가율을 일반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의 연장으로 추가공급이
가능한 여건이 생긴다면 예측된 참가율보다 다소 높아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70년대 이후 참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오고 있다. 이들 나라에 있어서 55세
이상의 참가율을 저하시킨 주요인으로 꼽는 것은 ①각 나라에 있어서 조기은퇴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연금제도의 개선과 충실화 ②1차산업 취업자의 감소에 의한
자영업주 비율의 저하 ③노동시장 조건의 악화에 의한 취업의욕 감소 효과 등이 거론된다. 세
번째 요인은 노동시장의 악화 때문에 맡은 일을 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특히 이직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층에는, 일을 찾는 것을 체념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취업의욕상실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여기서는 이 중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처음 두 가지의 요인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조기은퇴제도는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은퇴가 곧 새로운 취업이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제도의 도입은 각 나라에 있어 통상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있는 65세보다도 젊은 연령, 특히
60∼64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조기은퇴제도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령층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의 참가율의 저하는, 오히려 각 나라에 있어서
연금지급수준의 상승, 연금제도의 성숙화에 수반하여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식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성숙은 더욱더 평균갹출기간의 장기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비록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의 상승을 초래하고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를 촉진한다고 하는
부차적 효과도 있다.

전산업에 걸친 자영업주비율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의 비율- 은 1970년대 이래 유럽과 미국 모두
자영업주비율이 높은 농업부문의 취업자의 감소하였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락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주의 비율의 저하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자영업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용자의 경우는 통상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시점으로 은퇴한다고 하는 차이점에 의거한다.
게다가, 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에 수요가 감퇴하여도 자영업주의 경우는 영업활동의 저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고용자의 경우 실업을 하거나 취업의욕상실효과가 작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은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자영업주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참가율의 증가를 야기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연령별로 볼 때 고령으로 되는 만큼 자영업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고용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한 뒤에 자영업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요인은 자영업주의 경우는 상술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좀처럼 은퇴하지 않는 데 있다.
2. 여자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
가. 1990년대의 추이
15∼19세 연령층에 관해서는 동일 연령층의 남자의 경우와 거의 같은 모양의 추이가 전망된다.
취학률의 증가로 말미암아 1990년대에도 계속 낮아질 것이다. 나머지 2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는, 그 폭은 점점 작아질 것이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나타내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1970년, 1980년과는 달리 2000년을 향해 갈수록 참가율의 피크가 20∼24세,
45∼49세의 두 연령층에 시현되어 M字型의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나. 변동요인의 분석
여자 15∼19세, 60세 이상 참가율의 변동은 남자의 경우와 거의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할 수 있다.
여자 15∼19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의 상승,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의 상승과 나란히 저하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진학률의 대폭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크게 저하하였고 취학률 수준은 상당히 높아 있기 때문에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저하폭은 점차로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자 60세 이상에 관해서도 남자 55세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와 거의 같은 변동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자 20∼59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장기적으로 보아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두드러진 여성의 진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가율의 동향에 대한 연구 가운데에서도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그 중에서도 20∼5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혼여성의 참가율은 이론면에서나 실증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이 연령층의 참가율의 변동이 큰 폭인 동시에 많은
경제․사회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관계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의 참가율의
변동요인을 찾기 전에 먼저 기혼여자의 참가율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요인을 정리해
본다. 이들 연구에서 지적된 것들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요인들은 여성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
자식의수, 자식의 연령의 변화, 도시 농촌인구비율의 변화, 남편의 소득의 상승, 자산소득 등의
변동, 노동수급의 변동, 학력수준의 상승, 여자 임금의 상승 여자비율이 높아진 산업의 확대,
노동시간의 감소, 가사노동가치의 변화, 소득욕구수준의 변동 등 여자가 경제활동에 참여를
결정하고자 할 때 관계한다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요인을 거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정리하여 여자 20∼59세 연령층의 참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을 노동공급측의 요인과
노동수요측의 요인 두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노동공급측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①출생률의 저하로 인해 육아기간, 육아부담의
감소와 육아환경의 정비 ②내구소비재 등의 보급을 수반한 가사부담의 저하 ③여자 학력수준의
상승과 취업분야의 확대 ④여자의 사회참여의욕의 확대와 고용기회평등화가 추진된 것에 있다.
또 노동수요측의 요인으로는 ①3차산업의 확대 등 여자의 취업분야의 확대
②시간제-파트타임-고용, 계약제고용이라고 하는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시간의 감소를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검토해 보자.
1) 육아기간, 육아부담의 감소와 육아환경의 정비
먼저 합계출산율 -여자 1명당 평균자녀수- 은 1970년의 4.3명에서 1980년에 2.8명이었고, 이것은
2000년에는 1.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가족의 규모는 축소되고 자식들 사이의

터울도 좁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함께 육아기간, 육아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하여, 여성
참가율의 상승에 크게 공헌하였고 앞으로도 그 효과는 클 것이다. 여자의 참가율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식의 수, 자식의 연령에 의하여 차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여기서 부언할 것은 육아환경의 정비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소, 탁아소등의 정비와 충실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로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하여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있던 계층도 다시 계속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내구소비재 등의 보급에 기인한 가사부담의 저하
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가사시간의 감소를 초래하는 각종 상품,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내구소비재의 보급은 가사에 필요한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내구소비재의 예를 들면, 세탁기, 청소기, 제봉틀, 자동취사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동시에
인스탄트식품, 냉동식품 등 많은 상품이 가사노동의 경감을 가져왔다.
3) 학력수준의 향상과 전공분야의 다양화
학력수준의 참가율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진다. 먼저 학력수준의 상승은
한편으로는 학령기에 있는 여자의 참가율을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일단 취업할
세대에는 참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작용의 방식으로는 ①학력향상의 결과로
취업했을 때의 기대소득수준이 높아져서 가사시간을 취업근로시간으로 대체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②보다 더 흥미로운 일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인 즐거움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희망이 강해지는 것 등이다.
4) 여성의 사회참여의욕의 고조와 고용기회 평등화의 추진
육아나 가사에 대한 부담의 저하와 고학력화 등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여성의 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 수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의욕, 그 중에서도 취업의욕이 해마다
높아져 오고 있다. 또한 일자리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유인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수요측의 요인에 관해서 검토해 보면,
1) 서비스산업의 확대 등 여자의 취업분야의 확대
1970년대, 80년대의 서비스산업의 구성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꿔 말하면,
고용증가의 주체는 서비스산업에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3차산업에서의 여자비율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높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 더
자세히 서비스산업의 내역을 보면, 지난 20여년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부문에 있었고, 이들 부문에서는 여자 비율이 더욱 높아,
수요면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의 상승을 뒷받침하였다.
2) 취업형태의 다양화
서비스산업이 큰 폭으로 확대한 것과 밀접히 관련하여 시간제근무 등 단시간취업형태의 확대에
있다. 시간제근무 또는 파트타임제라고 하는 단시간취업은 한편으로는 자식의 양육과 가사책임을
맡는 동시에 취업의욕을 갖고 있는 많은 가정주부층에서 더없이 적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제근무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第6節 勞動力供給의 質的 變化
이제까지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기초로 하여 노동공급의 양적 변화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변화에 기초를 둔 노동공급의 질적인 측면에 관해서 검토해 본다. 노동강도,
기술수준 등 노동력의 질적 변화를 통계적으로 계측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문제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직접 측정하는 대신, 노동력의 질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이를 대표하여 논의될 수 있는
노동력의 학력과 성, 그리고 연령구성 등의 변화, 주부노동력의 진출, 轉職者의 증가등
인력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노동력의 평균적인 질은 해마다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요소를
감안한다면 노동력 전체의 평균적인 질(평균노동자의 능력)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교육 수준에 있을 것이다. 그에 덧붙여 성, 연령 그리고 경험연수가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노동의 질을 계측한 실례로서
「데니슨」(1967)의 연구가 있다. 「데니슨」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요인별로 분석하여 각 요인의

기여도를 구하여 보았다. 그 결론은 노동의 질의 변화가 경제성장에의 기여한 바가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1929∼57년까지의 미국의 경제성장률의 38%는 노동력의 질의
향상(교육에 의한 효과가 23%, 단시간노동의 결과로써 노동의 질이 향상함으로써 11%,
여성능력의 향상4%)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다음의 2가지 점에 관해 우리나라의 노동의 질의 변화를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는 노동력인구의 고학력화, 둘째는 노동력인구에서의 성․연령 구성의
변화에 있다.
1. 고학력화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전문대, 교육대학, 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 에로의 진학률1)은 급속히
높아졌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70년대에 대폭 상승하였고 80년대에도 계속 상승하였다.
1970년대에는 남자가 34.2%, 여자가 21.6%를 보였던 고등학교 취학률이 80년에는 각각 70.3%,
56.2%로 배를 넘는 증가폭을 보였고, 1988년에는 상승폭이 작아지긴 하였지만 또다시 86.9%,
78.9%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그 상승폭이 완만해져 2000년에는 남자가 90.3%, 여자가 83.0%의 취학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같은 모양으로 큰 폭의 상승이 관찰된다. 1970년에 남자가
12.9%, 여자가 4.5%에서 1980년에는 각각 23.4%, 8.1%로 큰 폭의 상승을 하였고, 1988년에는
남자가 50.6%,여자가 22.6%로 특히 여자의 취학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합계로는
1970년의 8.8%에서 1980년에 20.7%, 1988년에 37.0%를 보임으로써, 고등교육진학자는 같은
2)
연령층의 3인중 1인을 넘어섰다.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로의 이와 같은 취학률의 상승 요인으로서는, ①소득수준의 향상과 그로
인하여 소비로서의 교육수요가 증대하였고 ②노동시장에 있어서 학력간 격차의 존재, 즉 학력간
임금격차가 큰 폭으로 존재함으로써 고학력자일수록 고용기회에서 혜택받음으로써, 그 결과로
투자로서의 교육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③경제발전에 수반하여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2. 성별․연령별 구조의 변화
노동공급구조의 성별․연령별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성별․연령별구성 가운데서
노동력의 질이 변화와 관계하여 주목할 것은 노동력인구에서 점유하는 중년층 남자, 여자,
젊은층, 고령층 각각의 비율의 변화이다. 노동력공급 가운데에서 중년층 남자는 종래부터 사회의
基幹勞動力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家計의 입장에서 볼 때 중년남자는 한 집안의 주된
소득원천인 경우가 많고, 기업측으로는 이직률이 낮으므로 기업의 중장기적 인력계획에 짜맞추기
쉬운 것에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중년남자의 경우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또한
경기변동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자와 저연령층,
고령층은 중년층 남자와 비교할 때 基幹勞動力으로서의 성격이 약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가계보조적인 취업이 많고, 또 이직률이 높은 까닭에 기업의 인력계획에서
근본적인 지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가율의 관점에서 볼 때도 경기변동에 따라서
변화하기 쉬운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표2-11>에 의해 2차 노동력적인 성격이 강한 여성과 저연령층, 그리고 고령층, 각 집단의
노동력인구가 점하고 있는 비율의 변화를 검토해 보자. 먼저 여성비율의 추이를 보면 70년대,
80년대를 통하여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90년대에는 증가폭은 작으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1970년에는 여성의 비율이 35.9%로서 노동력인구 3인 가운데서 1인이
여자였던 데 비하여 1985년에는 38.3%를 기록하였고 2000년에는 41.0%로 예측되어 전체
노동력인구 5인중 2인이 여자로 전망된다. 이것은 5節에서도 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대폭적인 상승과 남자의 참가율의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눈에
띄게 하락하는 젊은층(24세 이하의 남녀)의 비율은 70년대 이래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70년에 24.9%로 4인중 1인이었던 데 비하여 1985년에 16.6%를 기록하였고, 2000년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9.9%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기껏해야 열 사람 중 한 사람이 24세
이하일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에 고령층(60세 이상의 남녀)에 관해서 보면, 이들의 비유은 70년대
이후 계속 상승하여 왔고 9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1970년에 4.4%이었던 비율이

2000년에는 7.8%로 노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여성 전체에의 남자의 젊은층, 고령층을 합하여 그 비율을 구하면,
1970년에는 남자 중년층이 48.2%이었던 데 반하여 51.8%를 보임으로써 기간노동력인 남자
중년층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1980년에는 각각 48.5%, 51.5%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80년대 중반부터는 남자 중년층이
50%를 상회하였고, 1990년에는 남자 중년층의 비율이 50.3%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2000년에는
51%, 49%로 그 차이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바꿔 말하면, 기간노동력이 중년남자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볼 때 5할을 상회할 것이다.
<표 2-11> 경제활동인구 구성의 변화

<부록 1>
경제활동인구의 정의
통상적인 勞動力接近法은 사람을 취업자,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경제활동인구란 특정연령(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의, 어느 대상 기간동안(보통 1주일)에
賃金이나 利潤을 目的으로 일을 하거나 일거리를찾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상주간에 적어도
18시간 이상을 일해야 취업으로 정의되는 임금지급을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예를 들어 농가에서
家長의 생산을 돕는 경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의 취업의 정의는 대상주간에
적어도 1시간을 어떤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일시적으로 일자리에서 떠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의는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일반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곧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가사․가족을 위한 음식의 준비 등을 포함한
많은 기본적인 활동은 이것 또한 경제복리를 증진시키고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경제활동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다.
또다른 문제는 여성의 취업을 측정하는 데에서 믿을 만한 통계를 구하려고 하는 데서 맞닥뜨리게
된다. 즉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경제활동하는 여성의 수는 공식통계에서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농업부문이 많이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특히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자영농가에서 주부가 가족의 일을 돕는 데서 발생한다. 또한 곤란한 점은 농사일이 몇 달 동안에
집중되는 경우, 취업에서의 계절적 변동을 끄집어내기 힘든 것이다. 통계에서는 일시고용자와
상시고용자를 구분하는 데 종종 실패하기 때문에 일시고용의 증대 또한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 접근은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의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지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바꾸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완전고용이라고 말하기 힘든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한다는 의미에서 低雇傭(underemployed)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노동시간의 측면에서는 완전고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생존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자발적 실업자도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대상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모색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력 접근법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분석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규범적 판단을 다른 판단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며, 그리 되면 새로운 어쩌면 더 심한 측정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국제적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동시에 자료사용자가 여러 용도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게 되도록 자료수집할 때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하겠다.
경제활동인구-또는 노동력-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법은 1982년 10월에 ILO의 집행부에 의해
소집된 제13회 노동통계국제회의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되었다.(참조: World Labor Report 1,
ILO, 1984)

<부록 2> 15∼19세와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참가율(1970∼1979)

<부록 3> 취학률 추이와 외삽치

주석1)

주석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88

第1節 産業構造의 變動과 雇傭
생산과정에 동원되는 자본을 여러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할 때, 경제성장 및 발전은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때 산업구조라함은 각 산업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각 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구조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어떻게 변동해 왔고 장차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이유로는 어떤 나라이든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樣相과 速度를
국민경제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는데 연유한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관찰되는 산업의 발달은 경제구조와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이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체로 기술의 혁신과 변천에 기인한 동시에
소득수준의 향상과 그와 아울러 발생하게 되는 분배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은 수요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 변동을 야기시키는데 특히 주된 역할을 하였다. 경제발전과정에서 관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동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지적한다면, 첫째는 노동집약적인 생산과정으로부터
자본집약적이고 기계화된 생산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된 산출물 또한
농업생산물에서 공업생산물로 산출물 구조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구조와 기술에 있어서의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구조의 자연적인 변화를
원인으로 한 결과이다. 하지만 근대한국경제에서 발생하였던 산업구조의 변화는 주로 정부가
채택한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산업구조의 재편성과정은 수요공급 조건의 자생적 변화에 의한 결과였다기보다는 정부가 수립한
경제계획에서 제시된 방침에 기인한 정책적인 조정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적인 산업구조의 변동 또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조정을 야기토록 만든 근본요인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생산공정의 출현, 그리고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자 기호의 변화와 우리경제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무역에서 우리의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구조의 변화, 그리고 교역상대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수요여건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기술의 변화는 상품생산의
효율성과 재화시장에서의 경쟁성을 강조하게 되어, 각 개별산업에서 생산기업의 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또한 생산요소가격의 변화, 특히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의 변화와 환율의 조정은 생산비용의 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생산물구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업부문간의 성장률 또한 서로
달라져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서로 달라지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동이 노동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의미를 검토해 보자. 「클라크」는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는
1차산업보다는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1)그가
주장하는 산업구조 변화는 주로 노동력의 산업별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도출된 것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력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이동하며, 또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이동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이행론의 근거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과 제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서의 차이를 들고 있다. 즉 3차산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반면,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높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력은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그리고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3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클라크」의 假說은 이후 「체너리」,「쿠즈네츠」를 포함한 여러 경제학자들의
2)
이론적 혹은 경험적 연구로 뒷받침 되었다. 대체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산업구조
이행현상은 나라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산업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3차산업의 고용 및 생산의 비중이 경제성장에 따라 확대되는 것을 일반적 추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산구조 또는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고용수준과 고용구조에도 변화가 유발된다.
아울러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노동집약도는 동일 산업부문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부문 간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산출물의 구조변화를 수반하는 각
산업부문의 성장은 설령 그 성장률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고용증가율을 보이게
마련이다. 또한 각 노동력에 구비된 기술은 산업간에 또는 생산물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는 동시에 근로자의 기술구성에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수준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 생산기술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든지간에 이것이 고용에 대해 함축하는
의미는 다양하다 하겠다. 이것은 광의로 볼 때 세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구조변화로 인하여 좀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이전에 생산하는 과정과 똑같은 기술로
새로운 생산물을 더 많이 만들게 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둘째 경우는 생산과정에서 근로자를 재배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종구성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주로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취업기회에 있어서는 증가나 감소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조정은 ① 자본-노동 비율은 거의 고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과정으로의 조정이나 또는 ② 좀 더 높은 자본-노동
비율에 도달하는 기술변화가 도입되지만 자본집약도의 증가와 비슷한 비율로 생산능력이
확장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셋째는 자본집약도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생산과정의
변동이나 기술변화가 도입되는 경우인데 만일 이때에 생산확장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력의 일부가 필요없게 되므로 고용감소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근래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는 勞動代替型을 띄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생산과 고용의 목표가 서로 상충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고전적인 경제계획모형에서
함축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에서는 이러한 상충을 피하는 동시에 이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즉 성장과정에 있는 제조업부문은 현재 실업상태에 있거나 신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력 또는 생산공정의 근대화로 인하여 남아도는 인력을 흡수하려는 것을
경제발전모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공업생산의 성장률이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기술적 변화보다도 현격히 높다고
가정할 때만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생산량 증가율보다 낮은 고용증가율이 기술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면 이는 단위당 생산에서 자본이 점차 노동을 대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주석1) Clark, C,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3rd ed. London, McMillan, 1957.
주석2) Chenery, H., Structural Change and Development Policty, A World Bank Research Publ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Kuznets, S., Quantita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Ⅱ. Industrial Distribution of
National Product and Labor For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July): Supplement.

第2節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變動과 雇傭
앞 절에서 고찰된 제반 사항들에 입각하여 19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발생하였던
산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수반하여 나타났던 고용구조의 변동을 지난 20년간의 산업별로 분류된
국민총생산과 취업자의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분석하기로 한다. <표 3-1>은 1971년에서
1989년까지의 산업별 국민총생산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고, <표 3-2>는 각 산업부문별 취업자의
1)2)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국민총생산의 추이를 보자. 지난 20년간 (1971~1989) 전산업에 걸쳐서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것을 각 산업부문별로 쪼개어 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업에서는 2.4%의
성장률을 보였고, 제조업에서의 13.6%와 광업에서의 2.4% 성장에 의하여 광공업부문은 13.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8.6%로 성장하였는데, 이 부문에서
전기․가스 및 수도

<표 3-1> 산업별 국민총생산(1971-1989)

<표 3-1>의 계속

<표 3-2> 산업별 취업자 (1971-1989)

<표 3-2>의 계속

1)

<표 3-3>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추이

사업은 16.1%,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1.7%, 건설업은 11.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은 10.3%로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생산액 기준으로 본 1971년의 산업별 구성비율에서,
농림수산업이 26.4%, 광공업이 16.8%(제조업은 14.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6.9%를
점유하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각 산업부문의 서로 다른 성장률로 말미암아 1989년에는 각각
9.1%, 34.1%(제조업은 33.5%), 56.8%로 그 판도가 대폭 바뀌었다. 농림수산업 비중은 대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부문이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로는 구성비율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도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증가한 반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의 산업별 취업자수의 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수는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림수산업에서만 2.0%의 감소성장을 보였고 나머지 모든 부문에서 취업자수는
증가하였다. 제조업부문은 7.4%의 증가율을 보였고,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의
10.9%를 포함하여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는 5.1%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하여
취업자 구성비율을 볼 때 1971년에는 농림수산업이 48.4%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였던 취업인구가 1989년에는 5명에 1명꼴인 19.5%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에 제조업의
취업자는 같은 기간에 1,336천명에서 4,841천명으로 3.6배나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의 13.3%에서
27.6%로 대폭 증가하였다. 나머지 산업부문에서는 특히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높은 증가율이 실현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인구가 1971년의 37.3%에서 1989년에는 52.3%로 늘어나서 이제는
취업인구의 반수 이상이 이들 산업부문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결국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농업부문의 노동력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였고 이것은 농업부문의 노동력이
3차산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동시에 농업부문 취업기회의 감소는 제조업과
3차산업의 고용증가로 상쇄될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의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취업구조의 변화도 함께 유발시킨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클라크」의 가설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력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이동한다는-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래도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3)4) 그 근본 이유로는 앞 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경제발전과 소득의 증가에 수반하여

서비스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해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임으로써 수요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타서비스업부문에서의
취업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표 3-3>은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한 종류인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취업자 1인당 산출액-의 추이를 산업부문별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이
표에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5.8%로 성장하였는 데 비하여,
국민총생산액으로 볼 때 급격한 성장을 하였던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0.5%, 2.9%, 4.1%의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연평균
16.1%라는 엄청난 성장을 하였지만 노동생산성이 마찬가지로 11.4%로 크게 증가한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취업자 비율은 이전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결국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체를 통틀어 산출액 증가율은 8.6%인 데 비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하여, 이들 산업부문의 취업자수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클라크」의 假設의 타당성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4>에 제시되어 있는 고용흡수력 - 산출액 1% 증가에 수반된 고용의 증가율-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1971~89년의 기간동안에 제조업에서는 0.29의 고용탄력성을 기록한 데
반하여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는 1.12로 가장 높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는 0.6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0.47, 건설업에서는 0.40의 높은
고용흡수력을 보였다. 이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체로는 0.42의 고용탄성치를
보임으로써 이 부문에서의 생산증가로 인하여 대폭적인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시한다.
반면에 농림수산업에서는 負의 고용탄성치를 기록하여, 생산성향상은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얻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70년대와 80년대를 비교하여 70년대에는 0.36의
고용탄성치가 80년대에는 0.23으로 하락한 것은 자본집약적인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주석1) 본 연구에서 이용된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ILO에서 발간된
Yearbook of Labor Statistics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거하였다. 제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간되는 『經濟活動人口年報』에 의거하여 산업별 취업자에 대한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經濟活動人口年報』에 발표된 자료는 산업별 분류에 있어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Yearbook of labor
Statistics에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9개 대분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개 대분류 산업별 취업자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하고자 하여 ILO의 통계를 이용하여 1971~87년 자료를 구하였다. 그리고 1988~89년의
자료는 『經濟活動人口年報』 (1990)의 통계표(II)와 통계표(III)에 의거하였다
주석2) 산업별 국민총생산은 9개 산업별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표에 의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우리나라
취업자의 산업별 분류와 1 대 1 대응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표에서 발표된 분류를 그대로 따를 수가 없으므로 재분류하였다. 즉, 처음 8개
산업별 생산은 발표된 표와 똑같지만, 본 연구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라고 구분된 것은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표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수입세, 금융귀속서비스를 전부 합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이들 부문이
나머지 산업으로 재분류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문이 결국은 서비스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주석3) 전산업을 나누어 분석할 때 통상 이용되는 방법은 1차, 2차, 3차산업의 개념과 농림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개념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은
2차산업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광공업에 포함시킨
것이고, 3차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괄하는 기타서비스업만을 지칭한 것이다. 1차산업은
곧 농림수산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업을 구분하여 분석할 때 농림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주요

통계조사 및 발표기관에서 이와 같은 분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의 자료와 일관성을 가지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
주석4) 「클라크」의 가설을 적용함에 있어 다시 그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하여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

第3節 構造調整의 雇傭增大 要因 分析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결국 각 산업부문 경제활동의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로
나타난 산업구조조정과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의 산업간 차이로 인하여 노동력수요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구체적 요인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과 이에 따른 산업부문별 성장,
생산기술의 변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영향을 분석하여, 부문간 생산량의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와 그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3-4> 산업별 고용흡수력 추이

Eｉ: 산업부문ｉ의 취업자수
E=∑Ei : 전산업의 고용량
Yi : 산업부문ｉ의 산출량
Y=∑Yi : 전산업의 산출량, 즉 국민총생산
ηi =(Ei/Yi) : 산업부문ｉ에서 한 단위 산출에 필요한 고용량, 즉 취업계수
Ai=(Yi/Y) : 산업부문ｉ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식(3,1)을 이용하여 전체고용의 변화를 각 요인별로 구분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ηｉ는 취업계수의 변화이고 이는 곧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생산기술의 변화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변화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므로, 식(3,2)에서 각 구성분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고용의 변화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부문간 생산량의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와 그 규모를 살펴보면 <표 3-5>과 같다.
<표 3-5>는 지난 20년간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기간에 걸친
이와 같은 고용의 증가는 각 산업부문의 성장에 기인한 고용증대효과-(산업비중의
변화분)+(국민경제의 성장분)-가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용감소의 효과를 훨씬 능가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생산기술은 노동력 대체효과가
매우 컸다는 것을 재삼 입증해 주고 있다. 각 산업의 성장으로 고용은 증가했지만 각 산업부문
비중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산업구조조정에 기인한 고용효과 분석

결론적으로 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산업구조 개편에 기인한 고용은 감소하였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로 인하여 전체고용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第4節 就業構造의 變動
근래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의 특징은 ①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②여성고용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③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취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70년에도 진행되었지만 80년대에 들어서 가속화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앞 절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처음의 두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대해 전망해 보기로 한다.

1. 임금근로자의 성장
산업별취업구조의 변동은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피용자로 분류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로 본
취업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표 3-7>은 총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서 본 것이고, 그
가운데서 피용자로 성별로 쪼개어 본 것이 <표 3-8>에서 제시되어 있다. <표 3-9>는 각 종사상

취업자의 산업별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에서 <표3-9>까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이들이 피용자 또는 임금근로자로 대체된 것이다. 1971년에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34.1%,
가족종사자는 26.4%에서 1989년에는 각각 28.8% 12.0%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피용자의
비율은 1971년에 39.4%에서 1980년에 47.2%, 1989년에 59.1%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농업부문 취업자의 감소를 들을 수 있다. 즉, 제2절에서 본 것처럼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비롯한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자영업주 또는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1차산업, 특히 농업부문 비중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피용자비율이 높은
2차산업, 3차산업의 확대로 인한 취업자의 증가로 총취업자에서 점하는 피용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농업부문의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는 제조업과 3차산업에 종사하는
<표 3-6> 성별 취업구조 추이

<표 3-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표 3-8> 성별피고용자1) 추이

<표 3-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산업별 추이

<표 3-9>의 계속

임금근로자가 되었다. 임금근로자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미국 또는 유럽의 경우와 70%를 훨씬
상회하는 일본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그 비율이 증가되리라 전망된다1)

2. 여성고용비율의 증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인력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 특히 여성취업자수의 증가를
보면 1971년의 364만명에서, 1989년에 713만명으로 늘어나 1971년에 비하여 350만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남자의 경우 1971년에 631만명, 1989년에 1,039만명으로 370만명이
늘어나 남녀의 늘어난 절대수는 비슷하나 1971년에 대비하여 볼 때 여자는 100%, 남자는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3.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
취업자의 상당수가 상시고용이고 대부분의 경우 고용기간을 한정시키지 않은 평생고용이
형태이며 임금노동자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고용형태가 아직은
지배적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미 각국의 추세를
살펴보자. 구미 각국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경향은 시간제고용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제취업자는 여성이고, 이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형태가 1975년의
경기불황기에 더 널리 퍼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사람이 이를 기꺼이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제고용의 증가는 많은 기업들이 불황기에는 노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황이 닥쳐서 주문이 감소하면 종신계약을 맺고 있는 고용인을
해고한 후에 경기가 다시 호황으로 들어서면 새로운 취업자와 고정계약 (fixed-term contract) 을
맺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기관을 통해서 일손을 구하게 된다.
또다른 양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하게 되는 하청업에서 일하거나 또는
고용기간을 한정하는 계약제 고용형태로 고용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주석1) 笹島芳雄(1984)은 OECD 가입국의 통계에 나타난 21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1981년도의
1인당 GDP와 피고용자 비율과의 단순상관계수를 구한 것이 0.80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피용자비율은 경제성장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第5節 産業別 就業構造의 國際比較
한국과 세계 주요 선진 5개국의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 <표 3-10>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한국의 취업구조의 특징을 이들 나라와의 차이점에 유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농림수산업- 대부분의 나라가 실제로는 농업이 거의 주종을 이룬다- 은
일본이 아직 10%를 믿돌고 있으며, 이를 뒤이어 유럽에서 농업대국이라고 하는 프랑스가 다른
구미 선진국보다 비교적 높으며 나머지 나라에서는 5%를 훨씬 밑돌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아직도 취업인구 중 거의 20% 가까운 비율이 농림수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발전에 부응하여 농업부문의 비중은 하락하여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을 이들 나라의
취업구조와 비교할 때 아직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별 취업구조는
산업조직이나 역사적․문화적․지리적 제반여건을 반영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각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취업구조의 차이를 해석할 때는 주의를 요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이다. 70년대초에서 80년대 후반에 농림수산업에의 취업자가 구미 4개국에서는
0.7∼6.1%포인트의 하락을 보였고 일본에서는 10%포인트의 감소를 보인 데 반하여 한국은
1971년의 48.4%에서 1980년에 34.0%로 감소하였고 1987년에는 21.9%로 하락하여 지난 20여년간
26%포인트가 넘는 감소를 나타내 한국의 취업구조가

<표 3-10>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국제비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의 세계 최대수출국인
미국의 농림수산업 취업인구가 1987년에 340만명인데 비하여 한국은 358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이 소규모의 노동집약적 생산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의 필연적 결과이다.
광업은 광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일본에 뒤이어 한국이 가장 낮은 취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80년대초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급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적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인하여 광업부문의 취업자수는 계속
감소하고 광업의 비중 또한 감소하리라 전망된다.

국제시장에 진출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이 활성화로 제조업부문의 한국의 취업자는
절대수와 비율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5개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이 70년대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제조업 위업자수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
경우는 70년대초의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경우는 그 절대수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서독의 경우는 아직도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아 전취업자 3인중 1인이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다. 취업자 비중으로 볼 때 한국이
그 다음으로 높아 1987년에는 27%이지만 이들 5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들 나라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대개 1% 내지 1%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0.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가장 낮은 0.2∼0.3% 수준이어서 앞으로 경제수준의 향상 여하에 따라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 가운데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 및 유럽에서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독은 취업자 비율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현격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잇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비율로 높은 것은 이 두 나라에서는
도소매업자간의 상행위가 비슷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두 나라에 공통적으로
업체들이 영세하고 전근대적이며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도 그 원인이다. 이러한
도소매업의 영세성은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바, 1988년도의
도매업에서는 1∼4인의 영세업소가 64%를 , 소매업의 경우는 90% 이상을 1∼2인이 영세업소가
점유하고 있다. 소매업 점포당 평균 종업원수에 있어서 한국(1988)은 1.9명, 일본을 3.9명으로
1)
미국(1982)의 7.5명 보다 훨씬 낮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일본과 구미 각국 사이에는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 다. 한국의 구성비는
이들 나라와 비교할 때 다소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이들
5개국에의 비율에 근접해 가고 있다.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관해서는 미국과
영국은 10%를 상회하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현격하게 그 비율이 낮다.
다음은 전체 모습을 다시 파악하기 위해 전산업을 1차, 2차 그리고 3차의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차를 농림어업, 2차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나머지
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것을 3차산업이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된 농림어업은 생략하고, 2차산업의 비율을 보면 서독이 가장 높고, 이는 한국을
5%포인트가 넘게 상회하고 있다. 가장 낮은 미국과의 차이는 13%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2차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하락폭이 매우 큰 데 비하여 -작게는 6%포인트에서
크게는 14%포인트까지- 일본에서는 1%포인트라는 아주 미미한 감소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1970년의 18%에서 1987년에는 34%를 보여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를 보였다. 3차산업에 관해서는
미국과 영국이 67∼70%를 보여 매우 높고, 이 두 나라에서는 취업자 3인 가운데 2인 이상이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독과 일본은 이들 보다는 낮은 55%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가 공통적인 특징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이 높다. 한국은 제조업 취업자 비율로 볼 때
서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3차산업의 비율은 이들 5개국 중 가장 낮은 약 44%이다.
이상을 정리하여 한국의 산업별 취업구조와 각국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고 차이점을
검토하여 결론짓기로 한다. 그 기준으로 하는 <표3-10>의 산업별 구성비의 한국과 나머지
각국간의 차이를 구하여 그것의 절대치를 합계한 수치를 이용하기로 하고 그 수치가 작은
나라일수록 한국과 취업구조가 유사하다고 보기로 한다. 통상 이러한 차이는 산업분류를
이용하는 차이에서 비롯될 수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표3-10>의 산업 대분류에 의거한 취업구조를 보면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미국의 순서로
유사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이래의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각국 모두 농업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취업자의 감소가 보인다. 과거에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았던 한국과
일본에서 그 감소폭은 현저하였다. 광업에 관해서도 미국을 제외한 각국 모두 70년대 이후는
감소를 계속하였는데, 70년대에 들어와 광산물가격과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부터 국내

광산자원에 대한 경기가 다시 좋아져 미국에서는 오히려 증가로 바뀌었지만 나머지 나라에서는
그 감소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취업자수의 절대치에서는 각국 모두 취업자수는 가장 작다.
중점도가 큰 제조업에 대해서 보면, 각국 모두 취업자수는 1973년의 오일쇼크까지는 대개 증가를
계속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에서는 그 증가가 현저하였다. 그러나 제1차 오일쇼크
이후의 불황하에서는 각국 모두 제조업취업자의 증가가 정지하고 감소로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같은 제조업 가운데서도 현저히 파행성이 보이는 것은 섬유의복, 목재제품, 비철금속, 철강
등에서 현저히 감소가 보인 데 반하여 식료품, 화학, 기계의 업종에서는 감소가 작았거나 또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많았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70년대이후로는 증가추세이고 감소한
나라에서도 감소폭은 아주 소폭이었다.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일관되게 증가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대폭적인 증가는 한국에서 나타났다.
70년대와 1980년에 걸쳐 각국 모두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3차산업에서이다. 무엇보다도
같은 3차산업 가운데서도 광공업 생산활동과의 관계가 깊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동향과 나란하게 제조업의 성장이 큰 한국에서는 이 부문이 성장한 반면에 제조업이
하락한 나라에서는 성장률이 둔화하거나 負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 외의 3차 산업에서는 70년대,
80년대는 순조로운 증가를 계속하였다. 특히 1차 오일쇼크 이후는 1차산업, 2차산업에서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에 고용흡수력의 부문으로 크게 기대하게 되기까지에 이르렀다. 3차산업
가운데서도 증가가 큰 것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문이다.
3차산업에로의 노동수요이동을 초래한 요인으로는 ① 3차산업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제조업 등
물적생산 산업과 비교하여 작으므로 생산의 증가와 함께 취업자가 증가하기 쉬운 것
②서비스수요, 그중에서도 개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득 탄력성이 높은 것이어서 실질소득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에서 비롯한 것 ③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공공지출이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고용의
증대를 초래한 것 ④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결과로 인하여 이때까지 가정내에서 상품화될
수 없었던 서비스 (예를 들어 육아, 세탁, 식사, 청소 등)가 외부화되어 상품화된 것 등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선진주요 5개국에서의 3차산업의 확대는
놀랄만한 정도가 되었고, 1차와 2차산업의 고용감소로 인한 노동의 공급이 이를 가능케 하였다.
각국에 있어서 3차산업 취업자의 대폭적인 확대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진 5개국에서의 3차산업화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루어졌던 다음의 2가지 점에
특별히 유의하여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대규모 기업의 고용의 상대적 감소와 소규모 기업의 고용의 확대에 있다. 3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발생하는 수용에 대응하여 수요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곳에 입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은 때문에 제조업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정도가 본래 작다. 이
때문에 소규모기업이 진출하기 쉽다고 하는 성격이 있다. 소규모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업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생산성도 낮아져, 이 때문에 임금, 노동시간, 부가급부 등의 노동조건이
나빠지는 일이 많아 고용의 안정도도 낮아진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의 고용의 비중의 증대는
노동조건등의 개선을 둔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조직률의 저하에 있다. 3차산업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체수가
많이 차지하며 시간제고용 등의 취업형태가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더욱
어렵게 된다. 따라서, 3차산업의 확대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의 저하와 부합한다. 각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은 원래 제조업 대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화할 수 있었으나,
제조업내에서의 생산적 고용의 감소에서 조직률이 저하하여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72년의 26.4%에서 1986년에는 17.5%까지, 일본의 경우는 1970년의 35.4%에서 1987년에는
2)
27.6%까지 저하한 것을 들 수 있다.
주석1) 대한상공회의소, 『韓國의 3次産業 現況과 發展方向』, p.59, 1989.
주석2) 裵茂基, 『勞動經濟學』(1989), p.368의 <표 20-3>과 p.371의 <표 20-5>에 의거.

第4章 勞動力需要의 豫測
第1節 序 論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노동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상품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만 수요되기
때문에 노동력수요는 실물생산에 대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는 관점에서 고찰된다.
그러므로 노동력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품소요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과 또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과정을 고찰해야한다. 바꿔 말하여, 거시경제적 요소로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을
지적할 수 있고, 미시경제적 요인으로는 생산방법, 생산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고용량은
국민경제의 구조와 성장률에 의존하게 되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그리고 그
구성변화의 함수인 것이다. 고용량은 또한 생산성에 의존하는데, 생산성은 주로 작업의 구성,
경영 그리고 기술진보의 결과이다. 그리고 실업은 주로 경기침체 또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미래의 노동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결국 예측기간 동안의 국민경제에
대한 전망과 함께 향후 생산기술의 변화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에서 2000년까지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참가율을 예측함으로써
노동력공급을 전망하였고, 제3장에서는 70년대 이래 과거 20여년간의 취업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고용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90년대의
노동력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절에서는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한다. 이 전망과 향후의 생산기술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노동력수요를 예측할 것이다. 이때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생산성과정에서 노동력이 이용되는 비율인 취업계수를
분석․예측함으로써 노동력수요 전망에 사용된다.

第2節 經濟展望 (1990-2000)
노동력수요는 실물생산에 대한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는
향후의 실물생산에 대한 가정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정 아래서 세워진
노동력수요예측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장래에 대한 경제예측이나 계획이 바뀌면 인력수요예측
또한 바뀌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요예측을 위해 1990년 2월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정한 제7차5개년계획의 기본 골격을 참조한 경제전망에 의거하기로 한다. <표
4-1>에 1990∼2000년까지의 국내총생산 및 각 산업부문에 대한 경제성장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다. 이 기간중의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1990년은 9.0%, 1991년에는 8.0%, 그리고
1992∼96년까지는 연평균 7.0%로 성장하리라고 계획되었으며 1997∼2000년까지는 6.0%로
성장한다고 설정되었다. 각 산업부문에 대한 성장률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어,1) 본 연구에서는 1986∼90년 1/4분기까지의 최근 4년간의 평균성장률을 계산하여
예측기간에도 그와 같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임의로 가정하였다. 이와같이 설정된
산업부문별 성장률은, 90년대 전반에는 농림수산업은 1.8%, 광공업부문은 7.3%(제조업은 7.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부문은 8.4%로 가정하였다. 90년대 후반에는 농림수산업은 5.7%,
광공업은 6.1%(제조업은 6.1%), 나머지 산업부문은 6.3%의 연평균성장률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와같은 예측치들은 앞으로 제7차5개년계획 기간에 대한 구체적
경제지표들이 확정됨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변동이 발생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인력예측치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

<표 4-1> 산업별 국민총생산 전망 (1990-2000)

<표 4-1>의 계속

주석1) 1990년 8월 13일 현재.

第3節 人力需要豫測의 方法論
전통적으로 경제계획이 사용되기 위한 예측모형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인적자본형성을 통한
노동력공급과 고용을 통한 노동력수요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巨視經濟模型을 작성함에 있어 경제성장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변화, 성장에 필요한 자본량,
산업부문간의 자원배분 등은 통상 철저한 분석이 행하여져 모형을 세울 때 그 문제해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고용창출 등에 대하여는 별로 거시경제모형에서 언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노동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왔고 이러한
계획은 인력대책 또는 고용대책이라 불리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수립된 인력수급계획은, 근본적으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량과 이들
산업부문에 고용된 노동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또는 고용계수)를 통하여
노동력수요에 연결짓는 함수형태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때 이용되는 고용계수는 시간이
변하여도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사전에 결정된 생산성 상승추세를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가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단 산출량에 대한 전망이 세워지면
목표산출량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필요노동력이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구해지게 되며, 이렇게 구한
수치가 노동력수요에 대한 예측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고용계수와 산출량의 전망치가 구비되면 통상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예측된 노동력수요는 노동력공급에 대한 전망과 비교할 수 있어 전망기간 동안의
실업률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만일 어떤 특정 형태, 가령 성별․연령별․학력별
또는 기술수준별 등으로 구분 지어지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생산전망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하거나 또는 생산에 필요한 형태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집단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실시하는 데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 고용을 하나의 일관된 예측모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발전되어,
정태적이거나 또는 동태적인 투입산출모형과 연결시켜 모형이 작성되게끔 발전되기도 하였다.1)
노동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가 경제성장이라면 미시 경제적 변수는 생산기술 또는
생산과정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경제성장과 아울러
생산기술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노동력수요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 변화의 노동력수요 발생요인과 인력수요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방법만 존재한다. 그것은 주어진 산출량으로부터 고용이 결정되게 만들어
주는 연결고리인 고용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된 예측방법도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투입량과 산출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계수(취업자수/산출액)를 대상으로 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90년대의 전망치를
예측코자 하였다. 이어서, 예측된 고용계수에 거시 경제전망으로부터 예측된 생산량을
곱함으로써 충고용량과 세분화된 각각의 산업부분의 고용이 결정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통계적인 또한 다분히 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각 산업부분의 고용의 합과
총고용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산술적인 조정
방법을 임의로 적용하여 관련수치들이 일치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적으로 예측된 생산전망에 기초를 두고 여러 분류의 노동력의 각각에 대한 수요를
생산 활동으로부터 나온 산출량과 관련지어 예측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고용전망이 하나의
일관된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선형계획모형의 개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본적인
인력 수급모형은 투입산출분석 과 개념이 매우 비슷하다. 투입산출모형에서는 최종수요는
총산출량 수준을 결정하며 動態模型에서는 資本需要마저도 결정된다. 그와 비슷하게
인력수급모형에서도 총산출량이 고용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2)
본 장에서는 <표 4-1>에서 제시된9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예측에 의거하여 전체 노동력수요
및 산업부문별 고용의 합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여기서는 각 산업부부문별 고용을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부문별 고용과 산출량, 그리고 취업계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성립시킬 수 있다(하첨자 t는 시간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연도를 나타낸다.)

식(4-2) 그대로의 형태에는 강한 가정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유형별 노동, 즉 기술별로
구분된 노동력 사이에 아무 대체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력에 내재된
기술만이 독단적으로 각 부문과 관련된 직업형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실질임금수준은 이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며, 식에 내재한 또다른 가정은 평균노동 생산성과
한계노동생산성이 같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지적될 것은 산출량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 기술집약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생산함수에서 여러 기술이 혼합되어 이용되고 그것 또한 변화한다는 것은 많은 예의 생산과정의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처럼 고정된 취업계수를 이용하는 것은 총산출량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각 산업부문에서 1단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수립자가 고용전망을 시도할
때의 주된 관심은 이 모형을 이용하여 고용수준의 변화와 고용량을 예측하려는 것이고, 라서
고용전망을 위해서는 각 부문의 생산함수를 따라서 상대적 요소비용의 변화에 반응하듯이
가 변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생산성의 변화가 각

계수

3)

부문마다 매년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취업계수는 시간의 함수라고 설정한다. 따라서 식(4-2)는
다음과 같이 가시 쓰여질 수 있다.

식(4.3)에서

는 평균취업계수이자 한계취업계수가 되어, 산업부문 j의 t년도 총산출량에

대한 취업자 비율이 된다.
주석1) Blitzer(1975)는 그 예로 여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주석2) Hopkins(1988)에는 선진공업국을 대상으로 하여, 多部門 動態模型(dynamic multi-sectoral
model)을 이용한 중장기 고용전망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주석3) 계수

의 변동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식(4-2)의

개념을 이용하되 이것을 증가분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은 증가된 산출량 부문에 대한 성립되는

와의 다른 새로운 취업계수를 의미한다.

이제 위의 식과 식(4-2)를 합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비동차(linearly nonhomogeneous)함수가
성립하여 총고용을 총산출량의 증가분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第4節 就業係數의 推定과 豫測
식(4.3)을 이용하여 산업부문 j에서의 고용 Ejt룰 예측하기 위한 첫단계로 먼저 취업계수
추정한다.

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추정식으로는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過去値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를

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행하였고, 기본적인
를 산업부문 j의 산출량 Yjt와

의

따라서 고용전망기간 동안의 취업계수인

은Yjt+i와

의 값들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게된다. 취업계수 예측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4.5)를 기본으로 하고, 가장 설명력이 크게 나타나는
변수들로 구성된 식을 찾아내었다. 또한 시계열변수를 대상으로 하는 추정과정이므로
회기방정식에서의 오차가 높은 自己相關(autocorrelation)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를 감안한 이유에서 추정대상 변수의 과거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자기상관을 보이는 경우에는 Cochran-Orcutt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각 산업부문에 대한 식(4.5)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산업을 대분류 9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었다. 추정기간은 1971년으로부터 1989년까지로 하였다. 추정된 회기방정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각 추정식에 표기된

와 Yt는 모두 각 식이 추정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의 취업계수와

산출량을 의미하며, 산업부문을 나타내는 하첨자 j가 생략되어 있다. ρ는1차 자기상관이 있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을 때의 自己相關係數를 의미하며, 괄호안의 수치는 t-통계량 의미한다.)

앞에서 추정한 식에 의거하여 1990~2000년까지의 취업계수를 예측하는데, <표 4-1>에 나타난 각
산업부문의 산출량예측을 추정된 각 회기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취업계수의 예측치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각각의 9개의 대분류 산업부문의 회기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취업계수는 이들 산업부문을 모은 집단인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그리고 더
나아가 전산업에서의 예측치와 일치되지 않음으로 임의로 단순 산술적인 조정을 하였다. 그
방법을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기준은, 먼저 분류가 큰 산업부문 -예를 들어, 광업에 대해서는 광공업,
광공업에 대해서는 전산업- 일수록 추정결과로부터 도출된 예측치에 우선을 두었다, 그리고는
2단계에 걸친 조정과정을 거쳤다. 첫단계에서는 농림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을 전산업의 예측치에 기준을 두어 조정하였고, 둘째 단계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은
광공업의 예측치에 기준을 두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비롯한 나머지6개 산업부문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의 예측치에 우선을 두고 이들 각 산업부문의 취업계수
예측치를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각 단계에서 시행된 조정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년도의 값으로
예측된 분류가 큰 산업부문의 취업계수 예측치를 η0t라 하고 분류가 작은 산업부문에서의
각각의 예측치를 η1t, η2t라 하자. 그러면 이들 예측치가 의미하는 것은, 해당 산업부문에서의
고용과 산출량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아래에 예시된 조정 방법은
예측대상기간의 各年度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연도를 나타내는 하첨자 t는 생략하기로 한다.

Ej : 산업부문 j의 노동력수요 예측치
Yj : 산업부문 j의 산출량예측치

위의 (4,6)으로부터 또한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예측된 산출량과 취업계수를 대입하면 각 산업부문, 0, 1 과 2의 고용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고용량 예측치들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실제 예측과정에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조건식이 만족될 수
있게 수치를 조정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예측된 값인 E0를 고정시켜 놓고서 E1 과 E2 의 합이 E0
와 갖는 차이를 E1 과 E2 가 E0 에 대해 갖고 있는 비율로 곱한 만큼을 E1과 E2에 더하거나 빼서,
조건식 (4,8)이 충족되도록 하였다.
이 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에서 예외를 두었는데, 그것은 광업과 제조업, 그리고 광공업에서의
관계이다. 광공업에서는 제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했던 조정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에 광공업과 제조업의 예측치를 구하여 각각의
고용량을 예측하고, 그 차이를 광업부문의 고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예측과정을 거쳐 1990~2000년 기간의 예측된 취업계수가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1]은 각 산업부문에 대한 취업계수의 과거의 추이와 예측치의 동향이 나타나 있다.
취업계수가 곧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역수라는 것으로부터 취업계수의 추이에 대한 설명은
제3장 2절에서의 부가가치 추이에 대한 설명을 적용할 수 있다.
第5節 産業別 勞動力需要 豫測結果
1990년대에 목표로 하는 국민총생산 및 각 산업부문별 생산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력수요를 앞 절에서 예측된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전망한 결과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도출된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과 고용탄성치가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산업을 통털은 인력수요 예측치를 보면 1989년에는 17,515천명의 수준에서 1990년에는
17,994천명으로, 1995년에는 20,187천명으로 증가하여 1985~1989년에는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였던 인력수요가 1989~95년에는 연평균 2.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21,889천명으로 총인력수요는 증가하는데, 1995~2000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1.6%로
전망된다.

[그림 4-1] 산업별 취업계수의 추이와 예측

[그림 4-1]의 계속

[그림 4-1]의 계속

<표 4-2>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와 예측치

<표 4-2>의 계속

[그림 4-2]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

<표 4-3> 산업별 취업자 전망 (1990~2000)

<표 4-4> 산업별 취업자 증가 및 고용흡수력 전망 (1990-2000)

이것을 취업자 절대수로 환산하면, 1985∼89년까지는 연평균 약 646천명이었던데 비하여,
1989∼95년 기간에는 평균하여 해마다 약 445천명, 1995∼2000년 동안에는 매년 약 34만명이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 1% 증가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살펴보면 1985∼89년 기간에
0.3822였는데, 이것은 90년대에 감소를 보여 1989∼95년에는 0.3193로, 1995∼2000년에는
0.2633로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고용증가량의 감소현상이 전망되어,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 감퇴를 의미하는데,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발전해 감에 따라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각 산업부문별로 전망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집약적이었던 농림어업부문은 계속적인 자본장비율의 제고와 영농의 기계화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로는 負의 고용탄성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90년대에도 지속되리라고
전망된다.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인구 또한 계속적인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2.2%의 감소를 보였고 1989∼95년 기간에도 꾸준히 3.0%의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취업인구의 절대수도 대폭 감소하여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의 19.5%에서
1995년에는 약 14.2%로 낮아지며, 9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7.2%로 더욱 큰 감소를 보여
2000년에는 1차산업의 취업인구 비중이 9.0%로, 10인 중 1인이 채 못되는 정도로 농림어업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80년대 후반에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던 제조업부문의 취업자수는 90년대에는
자본집약적 생산구조로 고도화해 감에 따라 그 취업자수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1989∼95년
기간에는 연평균 1.2%로, 90년대 후반에는 1.6%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곧
기술진보 및 자동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70년대에는 0.6059, 80년대에는 0.4636으로
나타났던 고용흡수력은 1989∼2000년 기간에는 0.1990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고용은 제조업부문 생산의 증가로 그 절대규모는 증가하게 되어, 1985∼89년 기간에
연평균 334천명 수준으로 증가했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1989∼95년에는 연평균 약 60천명의
규모로, 90년대 후반에는 83천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5.8%, 2000년에는 25.7%로 그
비중은 1989년의 수준인 27.6%에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80년대 후반(1985∼89) 4.9%의 높은 고용증가율를 보였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1989∼95년에는 연평균 4.7%, 1995∼2000년에는 3.4%의 다소 완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타
산업분야보다는 높은 성장률로 고용이 증가되어 농촌의 이농인구를 흡수하면서 제조업의
고용흡수 둔화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고용흡수력에서도 알 수

있는바 예측기간의 전반에는 0.5587, 후반에는 0.5339으로 높은 고용탄성치를 보일 것이다.
서비스부문 중 특히 금융․보험업, 유통산업의 신장과 종래의 서비스산업 이외에 정보산업,
엔지니어링, 컨설팅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산업의 계속적인 등장으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취업자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반영되어, 1985∼89년 연평균 396천명의 증가에
비하여, 1989∼95년에는 481천명으로 1995∼2000년에는 434천명씩 해마다 증가하리라 전망된다.
이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에서 37만∼41만 여명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하여 고용비율은 1989년에 52.3%에서 크게 상승하여
1995년에는 59.7%, 2000년에는 65.0%로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第5章 職業別就業者의 需要豫測
第1節 職業別 就業九條 分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체직종의 구분은 전문 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수산직,1) 생산직2)의 7개 분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직업별 취업구조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산업별 취업구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과정 및 생산기술 등의 제요소를 지적할 수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직종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도, 직업별 임금격차,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제요인을
꼽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시장의 제반조건은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산업별 취업구조는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별 취업구조는 기술혁신, 새로운 생산 판매체제, 경영관리체제에 의하여 초래되는 각
산업내에서의 직업구조 변화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1975∼89년까지의 우리나라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변동이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표 5-2>는
1989년의 각 직종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과 산업별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직종별 취업자구성의 변동을 검토해 봄으로써, 90년대에 전개될 직종별
3)
구성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전문․기술적 종사자의 비율은 지난 17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모든 직종분류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로 1973∼89년 기간 동안 연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하여 취업자수는 거의
4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는데, 1973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2.5%에 불과하였다가 1989년에는
6.9%로 커졌다. 전문․기술직의

<표 5-1> 직종별 취업자 추이 (1975-1989)

내역을 보면, 과학기술자, 보건․의료종사자, 교원, 회계․법무․종교 종사자, 저작자․언론인 및
예술가 등이다. 따라서 급성장의 이유로는, 산업별․직종별 고용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다수 집중하고 있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진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서독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그들 나라에 비하여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아직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
관리직은 그 규모는 작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고루 관련되어 있어서,
지난 17년간 전문․기술직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왔다.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1973년에 전체 취업자의 6.0%에서 1989년에 12.4%로 성장하였고, 절대수에서도 3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이 직종도 관리직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그리고 특히
금융․보험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유로 이들 산업부문 취업자의 성장에 발맞추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판매직에서는 거의 90%에 가까운 종사자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취업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산업부문의 성장이 판매직종사자의 증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서비스직 종사자 또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성장에 힘입어 성장하여
왔다.

그리하여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및 판매직의 4직업을 화이트컬러직종이라 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5할을 넘지 않고 있지만 [그림 5-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점차로
이들의 비중이 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직 종사자의 대폭적인 감소는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취업자의
구성비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어 1973년의 50.1%에서 1989년에는 19.3%로 낮아졌다.
생산직종사자의 60%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직업종사자 증가의 상당분은
제조업부문 취업자의 성장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석1)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및 유사종사자를 포함.
주석2) 운수장비운전자 및 단순노무자를 포함.
주석3) 산업별 취업자수에 대한 통계와 마찬가지로 직업별 취업자수에 대한 통계자료도 ILO에서
발간된 Yearbook of Labor Statistics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거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발간된
『經濟統計年報』에 의하여서는 직업별 분류에 있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적, 생산직의 6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ILO의 통계에 의하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으로 나뉘어져 좀더 세분화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LO의 자료에 의하여 1973∼87년의 7개
직종에 대한 취업자수를 분석하였고, 1988∼89년에 대해서는 『經濟統計年報』(1990)의
통계표(Ⅱ)와 통계표(Ⅲ)에 의거하였다.
주석4) <표 3-10> 참조.

第2節 職業別就業者 需要豫測
직업별 취업자의 노동력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추세를 근거로 하여
추계하는 시계열분석방법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직업별 인력수요를 추정하는
바람직한 한 방법은, 직업별․산업별 고용행렬(matrx)를 이용하는 것이다. 제4장 3절에서 소개된
방법에 의하여 고용행렬을 이용한다면 식(4.2)에서 나타난 취업계수(η j)는 고용행렬의
고용계수로 대체되어 추정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시계열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이
의미를 가지려면 관찰기간이 길어 충분한 수의 관찰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아쉽게도 직업별
산업별 고용행렬은 경제활동인구연보에 1984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된 것은 각 직업별 취업자의 단순추세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90년대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이 직종별
취업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표 5-2>에서 보듯이 산업별 취업자 구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감안하여, 산업별
취업자수에 대하여 각 직

[그림 5-1] 직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

종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주어서 설명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이때 주어지는 가중치는 각 직종에
대한 산업별 구성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표 5-2>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좀더 정교하게 모형을
세우려면 이때 주어지는 가중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하겠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1
인하여, ) 고정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였고 그 고정된 값은 1989년도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한 7개의 대분류 직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다음을
기초로 하여 추정되었다. 식(5.1)에서 k와 t는 각각 직업의 종류와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Okt = F(Okt -1, Xkt) ………………………………………………… (5.1)
Okt : t 년도의 k직종에 대한 인력수요
Xkt : ΣWkt Eit
i
Wit : k 직종에서 i 산업부문의 취업자가 k 직종취업자중에 차지하는 비중
Eit : t 년도의 i 산업부문 취업자수

즉, t년도의 k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그 직종의 지난 해 취업자수라는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였고, 직종별 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산업별 취업자의 가중평균한 값을 변수로 이용한 것이다. 전망기간의 산업별
취업자수는 제4장에서 예측된 산업별 노동력수요치를 사용하였다. 추정기간은 1973년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5.1)로 설명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직종별 취업자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t-통계량을 의미한다.)

<표 5-2>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989)

위에서 추정한 식에 의하여 1990∼2000년까지의 직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각 직종의 취업자를 개별적인 추정식에 의거하여 예측하면, 이를 합계한 것은 전산업의
취업자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산업별
취업자수를 예측할 때 이용하였던 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별 취업자수 예측과 일치되게

하였다.(제4장, 4절참조)
주석1) 현재 구할 수 있는 일관된 시계열 자료로서의 <표 5-2>와 같은 고용행렬은 1984년부터
발표되어 있다.

第3節 豫測結果
앞절에서 추정한 회귀방정식에 의거하여 1990∼2000년 기간의 직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한 결과가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 대한 노동력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측결과도
이를 반영하여 1989∼95년의 기간에도 80년대 후반에 이들 분야에서 보여졌던 높은 성장률이
다소 완화되기는 해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은 1989년의
취업자구성비에서 각각 6.9%, 1.4%를 점유하였는데 1989∼95년에는 각각 연평균 9.6%, 4.4%의
성장률을 보여 1995년에는 각각 10.3%, 1.6%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수에 있어서도,
1985∼89년 기간에는 연평균 각각 83천명, 7천명씩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더욱 늘어나 90년대
초반에는 147천과 12천명, 후반에는 190만명, 8천명씩 정도 증가하여 2000년에는, 취업자
비율에서 각각 13.9%, 1.6%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무직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비스직의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것에 기인한다. 80년대 후반에 6.0% 성장을 보였던 데 비하여 다소 낮은 율이지만 1989∼95년에
5.3%, 1995∼2000년에 3.6%의 성장률을 보여 1989년에 전체 취업자의 12.4%에서 2000년에는
16.2%로 예측된다. 판매직에서의 성장은 1975년 이후로 5년 간격으로 볼 때, 1975∼80년에 5.4%,
1980∼85년에 3.1%, 1985∼89년에 2.6%로 점차 완만해져 오는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유로는
판매직의 과반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업에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그리하여 1989년에 14.7%를 차지하였는데, 1995년에는 14.4%, 2000년에는 13.9%로 그
비율이 약간 줄어들리라 예측된다. 서비스직종은 도소매업에서도 비중이 크지만,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성장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직 종사자는 농림어업의 감소로 그 구성비율이 크게 감소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취업자수는 점차 감소하여 1989년의 19.3%에서 90년대 전후반을 통하여 평균 14만 여명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1973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반수인 50.1%가 농림어업직에
종사하였는데 2000년에는 10명 중 1명꼴이 안 되는 8.4%가 이 분야의 취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직 종사자는 지난 20여년간 제조업의 꾸준한 성장과 발맞추어 그 구성비율 또한 계속 성장해
왔었다. 1973년에 21.8%였던 생산직 종사자는 1973∼80년 연평균 221천명, 1980∼89년에는
230천명씩 증가하여 1980년에 29.0%, 1989년에는 34.5%에 달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제조업
취업자수에 대한 낮은 성장률 전망으로 인하여 생산직 종사자 또한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생산직 종사자의 증가율은 대폭 하락하여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7.3%, 4.8% 인데
비하여 1990년대에는 1.5%로 전망되고, 그 수치 또한 90년대 초반에는 99천명, 90년 대 후반에는
93천명씩 증가하게 되리라 전망된다. 그리하여 구성비는 2000년에는 32.5%로 하락하여 제조업
비중의 감소를 반영하게 된다.

<표 5-3> 직종별 취업자 전망 (1990-2000)

第6章 結語
본연구에서는 1971년 이래 지난 20년간의 노동력공급 및 인력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년간인 1990년대(1990∼2000년)의 인력수급구조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공급의 전망과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노동력수요에 있었다. 특히 앞으로 전개되는 경제의 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구성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인력수급의 예측에 그 목적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인력수급의 구조적 변화와 인력의 원활한 수요와 공급을 대비한 인력개발 및 고용 등의 제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계급별 인구구성을 볼 때 장년층과 중년층(25∼44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아리型으로 변화하며, 반면에 남녀 모두 연소연령층은 취학률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추세는 지속되어 기간노동력이 되는 남자 25∼59세의 경제활동인구가
절대수 및 그 구성비에 있어서 계속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유리한 잠재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여자의 경우는 연소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참가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상승하여

두드러진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진출이 시현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인하는 수요측의
요인으로는 서비스산업의 확대 등에 기인한 여성의 취업분야의 확대를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제 근무형태 등 새로운 형태의 취업조건들의 출현을 꼽을 수 가 있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대체형의 기술진보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경제전반에
걸친 고용흡수력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그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반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3차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3차산업의 고용비중이 점차 커지고, 광공업부문에서의 낮은 고용흡수력과
농림어업부문에서의 인력유출은 3차산업의 성장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본 연구가 입각한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90년대에는 제조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33.0∼33.7%의 범위에서 변동하여 1988년의 34.4%의 최고값보다는 낮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상승하리라 전망되었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국민총생산의 하락과 동시에 기술진보의
영향으로, 제조업부문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89년의 최고값인
27.6%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 하락하여 2000년에는 2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농림어업과 광공업을 제외한 기타부문에서의 취업자 비중은 1989년 52.3%에서 2000년에는
65.0%까지 상승하리라 전망되었다.
다섯째,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에 부응하여 직업별 인력수요구조 또한 변화하는데,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증가는 더욱 가속화되고, 반면에 제조업비중의 하락으로
생산직에 대한 수요증가폭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섯째, 총량적인 의미에서의 노동력공급과 수요전망에 의하여 예측기간 동안에 전망되는
실업률을 구해 본 것이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국민총생산이 1990년에는 9.0%, 1991년에는 8.0% 그리고 1992∼1996년까지는
연평균 7.0%로 성장하고 1997∼2000년까지 6.0%로 성장한다는 가정에 의거하여 도출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자 기간노동력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로 말미암아 量的인
공급측면에서의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의 증가와 더불어 인력수요는 산

<표 6-1> 실업률 전망 (1990-2000)

업구조의 변화로 그 구조적인 조정과정의 시기에 당면하게 되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의 需給間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의 기조는 이와 같은
인력수요 및 공급의 구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조정책을 찾는 데 힘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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