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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산업의 일자리 이동
유동훈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erojuli@kli.re.kr)

산업구조 변화의 충격으로 인한 고용위기는 지역사회의 경제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조
선업 · 자동차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의 위기 전후 상황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글
은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조선업 · 자동차산업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위기 전후로
이루어진 산업 · 직종 · 지역 간 노동력 이동패턴을 확인한다.

I.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현황 및 일자리 이동 :

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

군산시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및 산업의 고용안
정과 일자리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쇠퇴하는 산업은 지역

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재구성을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고용창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 및 고용이 특정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커

장기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들어 자동

군산시의 경우 2018년 4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로

차산업·조선업이 침체됨에 따라 해당 산업이 위치한

부터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2009년 평택을 시작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2016년 이후 장

으로 통영, 거제, 고성, 군산, 진해, 목포·영암 등의 지

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이 조선업 밀집 지역의

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조선업

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특

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업구조

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에 따른 추가

지역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에 따른 실업의 경우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

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 이 글은 윤윤규 외(2018), 『고용위기지역 산업의 일자리 이동 지도 구축 기초연구』 제4장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충격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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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의 산업구조는 자동차와 조선 및 관련 산업에 특
화된 구조를 보이는데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특화

<표 1>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조선업·자동차산업
피보험자의 연도별 피보험 유지 규모
(단위 : %)

도(LQ)가 7.26에 이른다(산업연구원, 2018). 「2015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용 엔진 및

조선업

자동차 제조업이 군산 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비중 100.0

90.3

82.7

79.0

77.1

42.9

30.2

3.02%이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2.11%를 기

전라북도 군산시 비중

100.0

85.5

76.5

67.8

63.7

33.9

27.8

자동차산업 비중

100.0

84.3

73.3

63.4

58.4

57.3

51.0

전라북도 군산시 비중

100.0

94.8

88.8

84.5

82.1

81.8

78.6

록했다. 이런 군산시 지역경제구조를 감안한다면 조
선업과 자동차산업에 닥친 고용충격이 어떤 형태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세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업·자동차
산업 피보험자의 연도별 피보험 유지 규모를 살펴보기

자동차산업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과 자동차산
업 피보험자 6,847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
로 작성함. 연령은 2012년 6월 30일 기준 만 나이임.
자료 : 「고용보험 DB」, 1997.1~2018.6.

로 한다(표 1). 2012년 6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위치한

II. 산업별 규모 추이

조선업체와 자동차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용인
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보면, 고용위기가 찾아온
2016년과 2017년 사이 조선업 피보험자 수가 65% 이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의 산업 간 이동 특징은

상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지역이동의 경우 2012년 6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

월 30일 기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조선업체에 근무

조업) 피보험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하던 피고용인들의 70% 이상이 2018년에는 더 이상

모습을 보이다 조선업 위기가 발생한 2016년과 2017

군산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

년을 지나며 48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타 산업

인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근로자 고용현황의 경우 약

에 고용되거나 고용보험에서 이탈하는 규모가 증가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피보

하였다.

험자 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점진적이며, 지역

이에 반해 타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비중은

이동 역시 2012년 6월 30일 기준 군산시 자동차업체

늘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2012년 6월 30일 이후 타 산

에 근무하던 피고용인의 78.6%가 2018년에도 여전히

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피보험자 수는 2013년

군산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으로 나타

205명에서 2018년 87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모습

났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군산시의 경우

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조선업 종사자 수 감소에 비

조선업에 가해진 고용위기가 자동차산업보다 상대적

하면 그리 큰 폭의 증가는 아니며 특히 2016년에서

전북 군산시 조선업·자동차산업

으로 컸다는 것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보

2017년 사이 조선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피보험 상태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고용위기전후

험 유지 규모만으로도 군산시 조선업·자동차산업의 고

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이동 규모를

용위기 현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산업구

살펴보면 제조업부문(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제

조조정에 대응하는 산업·직종·지역 간 노동력 이동의

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개선과 정책수립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이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을 위해서는 일자리 이동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 특징 관찰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하에서 군산시

<표 3>은 연령별 조선업 피보험자 규모 추이를 나타

조선업·자동차산업 피보험자를 추적대상으로 분석하

낸다. 만 15~29세 연령대의 경우 조선업(선박 및 보트

여 이들의 일자리 이동을 관찰한다.

건조업)의 비중이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음
이 두드러진다. 2012년 6월 30일 기준 군산시에서 조선
업에 종사하던 만 15~29세 피보험자 519명 중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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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산업별 규모 추이

<표 4>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자동차산업
피보험자의 산업별 규모 추이(2012년 6월 현재)

(단위 : 명)
산업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826 1,914 1,636 1,489 1,437

480

376

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4,487 4,169 3,957 3,589 3,401 3,407 3,307
2,300 1,706 1,358 1,153 1,026

38

50

32

33

55

65

3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2

34

41

40

61

72

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7

37

36

38

46

70

3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14

11

10

15

23

4

6 자동차 부품 제조업

9

14

14

17

45

49

7 건설업본사(소분류)

7

9

11

17

35

58

102

185

250

272

383

534

205

343

395

427

640

871

707

847

942

962 1,706 1,579

5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8 기타 산업
타 산업 합계
피보험 상태 아님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1~2018.6.

<표 3>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의
연령별 규모 추이(2012년 6월 현재)
(단위 : 명)
연령

614

52

42

10

11

16

24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1

4

2

1

1

1

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4

68

84

95

83

80

6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35

27

21

18

22

31

7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1

36

47

66

78

70

257

508

732 1,055 1,111 1,108

타 산업 합계

408

643

886 1,235 1,295 1,290

피보험 상태 아님

512

847 1,209 1,174 1,211 1,612

8 기타 산업

60

918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자동차산업 피보험자 6,847명을 대상
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1~2018.6.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만 15∼29세

519

288

222

203

191

75

57

준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만 50세 이상

조선업의 경우 조선업 위기가

2 만 30∼39세

1,290

902

806

744

742

209

187

의 경우 고용위기 전후로 계속해서 조선업에 종사하

발생한 2016년과 2017년을

3 만 40∼49세

621

449

370

333

322

120

74

4 만 50세 이상

396

275

238

209

182

76

58

2,826 1,914 1,636 1,489 1,437

480

376

전 연령

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2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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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비슷한 산업 간 이
동 특징을 보일까?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
산에서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당해

자료 : 「고용보험 DB」, 1997.1~2018.6.

연도 전체 피보험자 수 대비 2013년 93.6%, 2014년

조선업에 종사하던 이는 191명(피보험자의 60.3%)으

89.3%, 2015년 84.3%, 2016년 78.2%, 2017년 77.0%,

로 나타났고 2017년에는 7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18

2018년 75.4%로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조선업

년에 조선업에 종사하던 이는 57명으로 감소한 것을

과 비교 시) 고용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아니

확인할 수 있다. 만 30~39세 피보험자의 경우 조선업

라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

피보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별 이동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군산시에 위치한 자

2018년에도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는 187명으로

동차산업 관련 업체에 근무하던 피고용인 6,847명 중

2012년 조선업 종사 피보험자의 14.5%에 불과했다. 특

자동차산업이 아닌 타 산업에서 근무한 피고용인은

히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조선업 종사자 수는 533명

2013년 408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290명으

이 감소하여 2015년과 2016년 사이 줄어든 2명의 조선

로 늘어났다. 이는 고용보험에 등록한 피근로자 수를

업 종사자 수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고용충격이 있었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 6.4%에서 2018년 24.7%로

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 40~49세 피보험자 역시 비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조업부문(기타 금

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2018년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

속가공제품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차 철

들이 74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2012년 6월 30일 기

강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

지나며 타산업으로 일자리
이동이 발생하거나 고용보험에서
이탈하는 규모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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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자동차산업 피보험자
연령별 규모 추이(2012년 6월 현재)

던 집단은 만 15~29세의 연령층으로 이들은 2015년

(단위 : 명)

에 이미 자동차산업의 고용비중이 약 50%대로 떨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졌고 2018년에는 37.8%를 기록했다. 29세 이하의 경

766

466

335

255

225

216

182

우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이고 경험 수준이 낮기 때문

2 만 30∼39세

2,717 2,390 2,142 1,893 1,760 1,730 1,592

에 타 업종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더 높음을 쉽게 추

3 만 40∼49세

2.569 2,407 2,289 2,091 2,001 1,964 1,843

측할 수 있고 이것이 결과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
1 만 15∼29세

4 만 50세 이상
전 연령

795

664

591

513

452

431

328

6,847 5,927 5,357 4,752 4,438 4,341 3,945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자동차산업 피보험자 6,847명을 대상
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또한 2018년 6월 30일 기준 일자리를 잃은 자동차산
업 종사자는 전체의 23.5%로 조선업 종사자의 55.9%
와 비교 시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고용보험 DB」, 1997.1~2018.6.

자동차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탈하거나 타산업으로의 이동을
통한 자동차산업 종사비중 감소는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것으로 확인

조업)으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만 15~29세 연령대

III. 직종별 규모 추이

에서 자동차산업의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
를 확인할 수 있다(표 5). 2012년 6월 30일 기준 군산

<표 6>은 조선업 피보험자의 연도별 직종 비중을

시에서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던 만 15~29세 피보험

보여준다. 2012년에는 용접원의 비중이 36.3%로 월등

자 766명 중 2018년 6월 30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

히 높았고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18.4%)와 금속가공

는 이는 182명임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신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8.6%), 도장기 및 도금기 조

품 부품 제조업 종사자 수가 419명에서 58명으로 줄

작원(7.9%),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6.7%)의 비중

어들어 특히 두드러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

이 뒤를 이었다. 흥미롭게도 용접원의 경우 2012년부

해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 수는 상대

터 2016년까지 꾸준히 25~36%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

적으로 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30~39세 피

면서 가장 많은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직종으로 기록

보험자의 산업 이동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30일 기

됐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그 비중이 급락해 2017

준 총 2,717명의 피보험자 중 2018년에도 자동차산업

년 6.3%, 2018년 7.4%로 2012년 대비 30%가량 하락했

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1,592명으로 나타났다. 만

다. 이는 조선업이 겪은 고용충격을 그대로 반영한 결

15~29세 피보험자와 비교 시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

과로 추측 가능한데 용접원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차 제조업에서 고용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확

것은 선박 제조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인할 수 있다. 만 40~49세 피보험자의 경우 총 2,569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제조 관련

명의 피보험자 중 2018년에도 자동차산업에 종사하

단순 종사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8.4%에

는 이들은 1,843명으로 나타났다. 만 50세 이상 연령

서 2018년 27.3%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제조 관련 단

층에서는 (조선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

순 종사자의 비중은 201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

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비중(전체 피보험자 795명 중

세였지 2017년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미

328명)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9.6%, 2016년 24.1%로 전체 피보험자 중 상당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서 2018년 사

산업 내 고용이 더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이 전체 피보험자 중 종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

30~39세 피고용인의 자동차산업 고용비중은 2017년

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2012년 35명(피보험

76.2%, 2018년 75.6%로 높게 나타났고 만 40~49세

자 대비 1.2%)에서 2018년 101명(피보험자 대비 8.1%)

피고용인의 경우 2017년 85.84%, 2018년 85.36%로

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이탈이 많았

작원과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의 수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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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8년 331명으로 증가했다.

<표 6>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직종별 규모 추이(2012년 기준 내림차순)
(단위 : 명)
직종
1 용접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IV. 지역별 규모 추이

1,027

663

563

472

475

71

92

2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519

381

373

370

450

266

341

3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44

156

127

101

105

55

40

4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2

148

129

117

91

47

34

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89

81

70

69

80

64

68

서 출발지-목적지 공간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시각

배달원 및 운송 관련
6
단순 종사자

81

56

54

55

49

27

21

화하여 보여준다(5인 미만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음).

단순종사자(자동차산업) 비중

7 배관공

66

47

38

44

46

12

0

[그림 1]의 a는 2012년 6월 30일 기준 전라북도 군산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

478

587

625

656

568

578

651

707

847

942

962 1,706 1,579

8 기타
피보험 상태 아님

주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2,826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자료 : 「고용보험 DB」, 1997.1~2018.6.

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중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한 피보험자
의 이동 지역을 구현한다. 이 시기에는 많은 수의 피
상남도 거제시와 서울특별시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1,904 1,418 1,188

845

870

819

640

2 기능원 및 관련 근로자 1,869 1,810 1,737 1,699 1,671 1,664 1,531
3 사무직원

리 이동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

보험자가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영암군, 그리고 경

<표 7> 2012년 6월 기준 전북 군산시 자동차산업
피보험자의 직종별 규모 추이(2012년 기준 내림차순)
직종

[그림 1]은 분석 대상(전북 군산시 조선업)의 일자

다. [그림 1]의 b는 2014년 6월 30일 기준 전라북도 군
산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중 2014년 7월 1일부
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한 피보험

553

526

507

494

481

474

455

자의 이동 지역을 구현한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피보험자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로 이동한 사실을

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503

452

409

360

323

315

308

5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69

199

233

290

342

370

331

6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39

130

104

96

96

84

81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7
사무원

133

115

109

115

127

135

122

동한 피보험자의 이동 지역을 구현한다. 2015년에서

1,577 1,685 1,713 1,739 1,763 1,775 1,767

2016년 사이 피보험자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와 경

8 기타
피보험 상태 아님

512

847 1,209 1,174 1,211 1,612

주 : 2010년 6월 30일 현재 전북 군산시 자동차산업 피보험자 6,847명을 대상
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작성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c는 2015년 6월 30일 기
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중 2015
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

상남도 거제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그림 1]의 d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전라

자료 : 「고용보험 DB」, 1997.1~2018.6.

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중 2016년 7월

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한 피

자동차산업의 경우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험자의 이동 지역을 보여준다. 2016년에서 2017년

2012년에는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사이 피보험자의 대부분은 군산시 인접 지역, 울산광

근로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55.1%를 차지했으며 사무

역시, 경상남도 거제시,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이동한

직원(8.1%)과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7.3%),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2.5%)의 비중이 뒤

조선업 피보험자의 지역별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

를 이었는데 이 중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수는 꾸준

위기가 닥친 2017년을 기점으로 군산시에 위치한 사

히 감소하여 2012년 1,904명에서 2015년 845명, 2018

업체에 근무하는 피보험자 수가 2016년 1,187명에서

년 640명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자동

2017년 380명으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의 수는 2012년 169명에

들 중 대부분은 피보험 상태에서 이탈하였으며, 고용

만 15~29세 연령대에서
조선업·자동차산업 피보험자
비중 감소 폭이 크고 직종별로는
용접원(조선업)과 제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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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북 군산시(조선업)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a. 2012~2013년

b. 2014~2015년

c. 2015~2016년

d. 2016~2017년

자료 :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조선업 피보험자 일자리 이동
지도를 통해 이들이 조선업
관련 일자리를 찾아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위기의 전조는 이미 그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지

30일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역 이동 흐름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중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

있듯이 이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보험자의 상

으로 이동한 피보험자의 이동 지역을 구현한다. 2013

당수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제시로 이동하고

년에서 2014년 사이 피보험자의 이동은 2012년에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조선업 관련 일자리

2013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도 대다

를 찾아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수의 피보험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서울특

더불어 2017년 조선업 고용위기가 군산시에서 발생

별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지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

한 이후로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

다. 이런 흐름은 2015년까지 계속되는데 2014년 6월

었다.

30일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1>에서도 확

중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

인할 수 있듯이 조선업과 비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으로 이동한 피보험자의 이동 지역을 구현한 [그림

피보험자가 군산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2]의 c를 확인해보면 인천광역시로의 이동 비중이 여

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중 군산시

전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의

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비

d는 2015년 6월 30일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

중은 21.4%로 조선업에서 확인된 72.2%와 비교했을

한 사업체 종사자 중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경우 상대적으로 군산시를 떠난 피보험자의 비중이

30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한 피보험자의 이동 지역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경우 자동차산업

을 보여주는데 군산시에서 이동하는 피보험자의 수

에 종사하는 피보험장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동한 모

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5년에

습을 지도로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5인 미만의 경

서 2016년 사이 피보험자의 대부분은 인천광역시와

우는 표시하지 않음). [그림 2]의 a는 2012년 6월 30

전라북도 익산시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다.

일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체 종사자 중

군산시 자동차산업 피보험자의 이동을 구현한 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타 지역으

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GM 생산라인이 위치한 인천

로 이동한 피보험자의 이동 지역을 구현한다. 이 시

광역시와 GM 협력업체가 많이 위치한 전라북도 익

기에는 특히 많은 수의 피보험자가 인천광역시, 경기

산시로의 이동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며 2016년 이후

도 평택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지로 이

로는 군산시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확연히 줄

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b는 2013년 6월

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30~39세 피고용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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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북 군산시(자동차산업)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a. 2012~2013년

b. 2013~2014년

c. 2014~2015년

d. 2015~2016년

자료 :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동차산업 고용비중은 2017년 76.2%, 2018년 75.6%

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사와 물량팀의

자동차산업 피보험자 일자리

로 높게 나타났고 만 40~49세 피고용인의 경우 2017

인력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동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우

년 85.84%, 2018년 85.36%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조선업에서 사내협력업체와 물량팀의 비중이 크게

자동차산업에서 이탈이 많았던 집단은 만 15~29세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배규식 외, 2016: 50~82) 결과

의 연령층으로 이들은 2015년에 이미 자동차산업의

를 해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2년 6월

고용비중이 약 50%대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37.8%

30일 기준 조선업·자동차산업 피보험자를 추적하는

를 기록했다. 29세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 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용위기 전후 관련

이이고 경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타 업종으로의 이직

산업 종사자에 대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성이 더 높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이 결

에 대한 문제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앞서 조사한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흥미로

군산 조선업 일자리 이동과 비교하면 조선업에 비해

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고용변화

자동차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내 고용이 높게 유

의 특징은 피보험자 수가 2016년 6월 30일 1,864명에

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 2017년 1,12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특
히, 추적 대상 근로자들이 피보험자로서 여전히 조선
업에 종사하는 샘플을 제한할 경우, 2016년 6월 30일

V. 분석의 한계 및 요약

1,437명에서 2017년 480명으로 전년도 대비 65% 이
상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본 연구는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조선업체와 자동

2017년을 제외하고 조선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차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용인을 추적 조사하는

줄어든 해가 2013년이라는 것이다. 2012년 6월 30일

방법으로 지역 및 산업 간 일자리 이동을 파악함으로

기준 군산시 조선업 종사자 수는 2,826명이었는데

써 지역 고용위기 전후의 지역 노동시장 움직임을 알

2013년 6월 30일에는 이 수가 1,914명으로 912명 감

아보고자 했다. 2012년 6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위치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조선업·자동차산업에 근무하고 있던 피보험자를

연평균 조선업 종사자 감소가 159명인 것을 감안하

추적하는 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가

면 1년 사이 912명이 감소한 것은 고용위기 상황에

지 측면에서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고용

서의 인원 감축과 비슷한 규모이다. 물론 이번 분석

보험DB를 사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하

은 당해 연도 군산시 조선업 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산업내 고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 기업내 재배치,
협력업체로의 이동 가능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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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특징과 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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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가 아니라 2012년 6월 30일 기준 군산시 조선

35명 증가, 37명 감소, 401명 감소인 것에서 알 수 있

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석에 한계가 있

듯이 점진적으로 피보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을 수 있지만 고용위기 발생 5년 전 이미 대규모의 일

있다. 또한 당해 연도 전체 피보험자 대비 자동차산

자리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전조현상으로 해석할 여

업 피보험자 비율을 확인하면 2018년 6월 30일 기준

지가 있다. 특히 이 시기 조선업에서 이탈한 912명

51.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업에서 확인

중 피보험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가 707명인

된 수치인 30.2%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것은 대부분의 조선업 이탈자가 다른 산업으로 일자

이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운용인원

리 전환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지역 이동을 살펴보

이 필요한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피보험자의

면 조선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울산광

군산시 근무 비중 역시 조선업과 비교되는 결과를 보

역시(동구, 남구)와 경상남도 거제시로 나타났다. 울

이는데 2012년 6월 30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던 이

산광역시와 거제시가 조선업 비중이 큰 지역임을 감

들 중 2018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안하면, 피보험자의 지역 이동이 사업체 단위의 구조

피보험자의 78.6%가 군산에 위치한 업체에 근무하고

조정을 통한 이동인지 아니면 개인 단위 이동인지 확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조선업 피보험자

인하기는 어려우나 같은 산업 내의 일자리 이동일 가

의 27.8%와 비교 시 2.8배 높은 비율이다. 이는 자동

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17년의 경우 알려진

차산업의 경우 고용쇼크가 아직 지역경제로 완전히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직영인력의 울산

전이되지 않았음을 가정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피보

조선소로의 재배치가 주된 원인이었을 개연성은 높

험자의 지역 이동을 살펴보면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이

지만 이에 대한 좀 더 주의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마

들 중 상당수가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

지막으로 군산시 조선업 피보험자 중 용접원과 제조

도 평택시와 같이 한국GM 공장이나 협력업체가 있

관련 단순 종사자의 전체 피보험자 대비 비중을 통영

는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는 자동차산업 피보험자의

시 조선업 피보험자와 비교해 보면 군산시에서 그 비

지역 이동이 기업 단위 이동이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군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확인한 자동차산업

산시와 통영시 조선산업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하

종사자와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위기 전후 일자리 이

나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동은 고용위기의 특징과 산업 특성에 따라 일자리 이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조선

동 패턴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일자

업 고용자의 일자리 이동과는 약간 다른 흐름을 확

리 이동을 통해 고용위기의 전조현상을 확인할 수 있

있으며 일자리 이동을 통한

인할 수 있다. 먼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보험

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용위기 전조현상 확인 가능성

자 수 변화가 각 512명 감소, 335명 감소, 362명 감소,

지역특성에 따라 일자리
이동패턴의 차이가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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