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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산업 및 고용 구조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
변화의 현황과 요인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천지역의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은 R&D 부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국 평균에 비해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공정의 자동화,
IT 기술 도입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줄어듦에 따라 도‧소매업 등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업종으로 인력이 이전하는 지역경제의 서비스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문제는 이들 쇠퇴 산업이 여전히 인천 제조업의 주력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용탄력성도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도 운수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업 등 몇몇 특정산업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 부문 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
조의 변화는 인천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
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지역의 고용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소규모 영세성,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특징
이 강화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항시적으로 약 1%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률 격차가 존
재할 가능성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노
령층에서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특징을 나타냈다. 고용과 관련하여 제조업 분야
에서는 섬유제품, 의복, 인쇄업 등 영세 제조업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을 뿐 여전히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기계,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
업들의 고용탄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 및 음
식점업, 도소매업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근로여건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
간, 급여, 직업적 안정성 등의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천지역 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구조 변화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은 지역경제의 입지여건
등 지리적 요건에 의하여 고용의 변화를 설명하는 지역특화적 요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항, 항만을 이용한 수도권 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이 그동안 지역 고용의 증
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지역
특화적 요인이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 증가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러나 지역특화적 요인이 큰 운수업이나 국방,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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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특정지역이 성장(쇠퇴) 산업에 특화한 정도에 기인하는 부문을 설명하는 산업특화
적 요인이나 개별 지역이 그 지역에 경쟁력있는 산업에 특화하는 정도에 기인하는
부문을 설명하는 배분적 요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 자체가 전반적인 고
용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천지역의 특화정도도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특징들은 지역 경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점점 더 지역경제가 악
화되는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시사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정책을 통해 악순
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천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인력부족,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등은 결국 기업의 교육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높고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난 중견
기업 위주의 가젤 기업 또는 가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수요적인 측면
에서는 소규모 영세 기업인들에게 발생하는 미스매칭(mismatching) 현상의 해결에 정
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는 일부 특정 주력 산업의 성장이 고용증
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인천지역
주력산업의 고용탄력성이 매우 낮아 지역적 기반에 특화된 산업을 성장전략으로 수
립할 경우 고용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수
도권에 인접한 광역도시이며 서울·경기와의 근접성이 매우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화경제(urbanized economy)의 이점과 생산요소의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위주의 지식기반 제조업

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칭 현상과 관련해서는 Finegold(1999)의 집합재(collective
goods)로서의 직업훈련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특히 낮은 노동생산
성을 지닌 소규모의 영세 기업들이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고 보다 높은 노동생산성
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집합재로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의 공급측면 또는 공급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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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천지역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역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1990
년대 이후 인천지역 제조업이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
여 왔으며, 실업 문제도 여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의 증가는 소비의 역외 유입 보다는 오히려 유
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천지역의 실업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나
타낸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의 고용정책은 고용의 양적인 확장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직업의 안정성과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고용의 질
을 중시하는 고용정책으로 방향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고용확대 정
책은 비록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
성이 많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고용증가가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또는 임시직인 경우에
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산업구조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산업별 고용 증감
요인과 함께 이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증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통해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
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난 30여년 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경제구조 변화
와 산업별 고용증감, 고용탄력성 등을 살펴본다. 또한 산업별로 나타나는 고용 증감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Esteban(1972, 2000)의 변이할당분석에 의해 살
펴본다. Esteban(1972, 2000)의 변이할당분석모형은 고용증감의 요인을 산업특화적요인
(industry mix component), 지역특수적인 요인(regional specific components), 그리고 자원
배분적인 요인(resource allocation)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산업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산업의 고용증감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
으로 산업별 고용증감요인과 인천지역의 고용 증감에 내재되어 있는 고용의 질적 변화
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천지역 고용
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인천지역 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용구조변화가 고용시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개괄적 수준에 머물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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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선결요
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절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증감과 관
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제 3절에서는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현
황을 살펴본다. 제 4절에서는 Esteban(1972, 2000)의 변이할당분석모형(Shift-Share
Analysis)을 이용하여 인천지역의 산업별 고용증감 원인을 분석하고, 제 5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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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인천지역의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와 생산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구조의 변화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변화 이외에도 고용 및 노
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변천과정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역경제 성장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지역경제 성장
의 가장 중심적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지역성장이론과 고용이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구조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경제의 구조변화, 즉 경제의 서비스화가 발생하는 원인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장은 크게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견해는 다시
전통적인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견해와 외생적 수요충격가설로 구분할 수 있다.
Clark(1940)을 중심으로 제기된 탈공업화 견해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의 수요
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그리고 3차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외생적 수요충격가설은 서비스 수요곡선 자체를 바깥으로 이
동시키는 외생적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서비스화가 진전된다는 주장이다
(Fuchs(1980), Inman(1985), Fixler and Siegel(1999)).
한편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는 산업공동화가설과 생산성격차가설이
존재한다. 산업공동화가설은 Wood(1995), Freeman(1995) 등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선
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역과정에서 선진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국제적 분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제 3 세계로 이전되거
나 감소하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Baumol(1967) 등이 주장하는 생산성 격차 가설은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제조
업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자원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인 부문으로 이동한 결과 서비스화가 진전된다는 이론이다. 결과적으로 Baumol은 경제
의 서비스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성장질병가설(growth disease)을 주장하는
데, 이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고, 여기서 퇴출된 노동이 생산성이 낮은
산업(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고용은 상승하지만, 동 산업
의 생산성이 낮아 전체 경제의 성장률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성이
낮은 부문이 전체 경제성장률을 결정한다는 가설이다. Baumol의 성장질병가설(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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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은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매
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단위의 경제체제 내에서 지역의 성장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또는 제조업 내의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의 이론들이 전반적으로 한 경제체제 내의 산업구조 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라
면, 어느 특정한 지역의 경제성장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신고전학파’ 모형과 케
인지언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수출기반이론’이 존재한다. 신고전모형(neoclassical
model)은 지역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
한 경제 성장요인으로 간주한다. 즉 신고전모형은 지역 간 경쟁을 완전경쟁적인 시장구
조로 가정하고, 각 요소에 대한 보상이 요소의 한계생산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
로 두 지역은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고용량(K/L)이 두 지역에서 같아지는 수준까지 요소
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신고전학파는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가 있거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증가와 축적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수익률(생산성)이 상대
적으로 높아야 하고 일정한 규모의 자본 및 노동 스톡(stock)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 성장의 원천은 생산요소 스톡의 지역 간 재배분과 자본스톡의 증가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수출기반이론(Export Base Theory)은 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
하여 타 지역으로부터의 외부수요가 증가하면 지역수출의 증대로 인해 지역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생산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수출기반이론은 경쟁력이 높거나 외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유치가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주요 기폭제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수출기반이론의 경우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의 비율이다. 기
반산업은 그 도시나 지역의 지배적인 수출산업 부문으로 산출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전
적으로 외부의 시장수요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비기반산업은 소매업, 음식 및 숙
박 서비스나 여가, 법률서비스 등 지역 내 가계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일컫는데, 서비스업 부문은 비기반산업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수출기반이론은 수출을 통한 소득의 증가가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얼마만큼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는가를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에 의해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소득의 증가가 외부로부터의 수입없이 지역 내 비기반부문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지역승
수가 높아 지역재의 판매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만, 비기반부
문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서 지역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매우 크고 소득의 외부유출이 크
다면 수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성장은 동일한 상태에서 외부유출이 작은 지역보다 성장
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수출기반이론은 동일한 외부수요를 지닌 산업구
조라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비기반 산업 부문 발달 정도에 따라 지역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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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경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모형과 ‘케인지언 모
형’의 조합이라 할 수 있는 성장극모형(Growth Pole Model)이 존재한다. 성장극모형
(Growth Pole Model)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대규모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지
리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경제성장에 있어 대기업 또는 추진
적 기업(propulsive industry)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2. 지역노동시장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변화와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노동시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접근방법에 해당된다. 지역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설명하는 데에는 보다 세부적인 미시적 접근 방법이 필
요하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인력수급불일치에 있어서도 크게 신고전학파적 접근과
케인지언적 접근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일치에 대해 신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실업이 존재하는 이
유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임금(real wage)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
라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임금을 떨어뜨림으로써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고 노동
공급은 감소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이 존재하는
유일한 상황은 노동조합의 존재, 최저임금제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조금의 존재 등
과 같이 실질임금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될 때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노동
시장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인력수급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
서 공급중심주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케인지언적 접근은 노동시장에 임금의 하방경직성(sticky downwards)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임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할 수는 있지만, 임금이 하락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힘들다는 것이다. 케인즈 학파는 지역수준의 임금하락이 지
역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신고전학파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임금이 하락하면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지역의 소비지출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지역
임금수준의 하락은 지역 구성원들의 소득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소비지출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음(-)의 승수효과에 따라 총수요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줄어듦으로써 기업들은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노동수요를 증가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지역 간 요소의 이동이나 소
비의 외부 유출입이 적은 지역경제하에서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소비 및 요소의
역외 유출입이 높은 지역경제에서는 그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별한 음(-)의 소득효과는 ‘케인즈 효과(Keynes effect)'라
고 알려져 있는 반면, 임금하락에 대해 기꺼이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기업의 의지는 피
구효과(Pigou effect)'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케인즈 학파 모형에서는 케인즈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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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피구효과보다도 크다고 보는 반면, 신고전학파 모형에서는 피구효과가 케인즈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
터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관심 대상 중 하나였다. Becker(1964)는 기업의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기업은 일반적인 숙련(general skill)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이동성
(mobility)이 높으므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의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으며, 시장을 통
해(outsourcing) 일반 숙련자를 조달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 특수적 기술(firm-specific skill)에 대해서만 내부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거나 조달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 특수적 기술은 그 규모
및 시장성이 매우 작아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교육훈련은 대부분 기업 특수적 훈련 형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 숙련의 성격을 지니는 근로자의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의 유인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inegold(1999)는 기업 특수적 기술의 경우에도 만약 기업이 경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고,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직장이동성(job hopping, or job mobility)이 높다면,
개별 기업은 근로자에 대해 비용을 들여 기업 특수적 직업훈련을 시킬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인력의 직장이전 가능성이 높을수록
인력을 새로운 교육을 통해 육성하기 보다는 외부시장으로부터 조달(outsourcing)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Finegold(1999)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훈련체계(education and training technology)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교육훈련 문제는 노동자의 이직 및 전직 가능성에 따라 기업
이 직면하는 위험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둘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의 교육훈련이 일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하락과 격차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교육훈련을 개별적인 기
업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공공재적인 특징을 지닌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관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Crouch et al., 1999; Finegold, 1991).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규모 및 노동시장의 불일치와 관련한 실증연구는 엄미정·박재
민(2007)과 원종학(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엄미정․박재민(2007)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재단의 「2005년 기준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실태 조사」를 인용하여 규모
별로는 소규모업체일수록, 지역별로는 인천·서울지역이, 업종별로는 기계, 전자업종이 그
리고 직종별로는 기능직, 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직급 순으로 산업기술인력의 부족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인력 수급의 불일치에 관한 원인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특성 이외에도 관련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원종학(2004)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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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종학(2004)은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가
민감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노동력 수급 불일치 원인으로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가장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3년 500인 이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10-29인 기
업은 86.2%, 30-99인은 87% 등으로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확대되어 2002년 10-29인의 소규모 기업과 500인 이상 기업과의 임금격차
는 23.2%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패널에 관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규
모별 임금격차가 실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기업 규모 간 전직이 제한적이라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
람들은 처음부터 당연히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편 전병유(2006)는 Esteban(2000)의 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병유(2006)는 특정지역의 고용변동요인으로
산업특화요인, 지역특수요인, 자원배분요인의 3가지 요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고용변동요인은 주로 지역특수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즉 다
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으로 노동의 이동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인천 및 경기지
역은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고용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주
장이다. 따라서 지역 간의 고용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산업정책보다는 지역단위의 산업간접자본이나 인적자본 등을 확충하는 지
역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역의 혁신활동, 제품 및 요소시장에의 접근
성, 노동력의 질, 지역제도의 효율성, 경영 및 지원서비스의 개선 등이 산업구조적인 정
책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및 여성고용시장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전병유․장동구(2005)
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여성고용시장의 정체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비정규직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내부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정규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안
정성을 저해하여 기업에 대한 헌신과 기업특이적훈련(firm specific training)에 대한 동기
를 떨어뜨려 생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전병유․장동구(2005)는 연구결과 비정규직의 활
용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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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생산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히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저부가가치 전략에 의존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 경로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추환․석왕헌(2009)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에 고
용과 임금이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위 연구는 16개
도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임금은 생산성과 양(+)의 상
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임금가설(efficiency wage hypothesis)'과 ‘성
과배분제(performance-related payment schemes)'가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용과 생산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공급충격이 발생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이들 주장은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유발한다는 주장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중
인 근로자의 임금감축제도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정책 등이 오히려 제조업 부문
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근로시간 단축
을 통해 일자리의 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임금수준은 기존의 임
금수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할 것이
라는 주장이다.
일본의 이토 미노루(2007)는 일본의 고용 및 실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과 산업적
편차에 따라 산업별 종사자의 구성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진 지역과 고용호조 지역의 종사자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고용부진 지역은
농림어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의료 및 복지 등에 해당하는 산업
의 구성비가 높은 반면, 고용이 활성화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고 주장한다. 즉 이토 미노루(2007)는 종업원 수를 통한 부진지역과 호조지역의 산업구
조적 차이점은 주로 제조업의 비중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고용현황이 어려운 지
역은 제조업의 집적이 취약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음식업 및 숙박업, 서비스업과 같
은 제 3차 산업, 나아가 공공투자와 관련된 건설업, 의료 및 요양보험과 관련된 의료 및
복지와 같은 정부의존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록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중분류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고용창출
효과는 산업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컸던 것이 식료품이며, 수송용기계, 일반기계,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 금속
제품, 전기기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지역특성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또한 이토 미노루(2007)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유형을 그 규모 및 속도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제 1유형은 고용창출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른 ‘기업유
치형개발’이다. 종래의 기업유치는 공업용지를 조성하고 각종 우대책을 제시하여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상을 특정화하지 않고 넓은 영역에 걸친 모집을 실시하는 방법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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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공업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산업 및 기업의 범위를 명확
히 특정하는 ‘전략형 기업유치’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제 2유형은 고용창출규모
는 크지만, 고용창출을 실현하기까지 꽤 시간을 소요하는 ‘산업클러스터’ 개발형이다.
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산관학 연계에 따른 기술개발과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산업이 집적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달성해 나가는 지역개발 방법이다. 셋째, 제 3유형은
‘벤처비지니스형’인데, 이 유형은 고용창출 속도는 빠르나 고용창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유형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넷째, 제 4유형은 ‘제 3섹터형 개발’이다. 공적 섹터
와 민간 기업이 공동출자 및 운영을 실시하는 이 유형의 고용창출은 과거 리조트 개발
에 따라 대규모의 제 3섹터가 전국적으로 다수 설립되었으나 그 대다수는 부채를 떠안
고 파산하기에 이른다. 과대한 투자를 피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
에 있으며, 따라서 고용창출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고용창출규모 그 자체는 그다지
크진 않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할 것이다. 다섯째, 제 5유형은 ‘커뮤니티
비지니스형 개발’이다. 이는 주로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에
서 발생되고 있으며, 지방자원을 활용하여 소규모이긴 하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지니
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4. 인천지역 산업 및 고용 구조에의 시사점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생
산성 변화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 당
시 서울에 집중되었던 기계, 섬유제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부평, 남동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인천지역으로 대규모 이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상
승 등으로 수도권 외의 지방이나 해외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생
산공정의 자동화, IT 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줄
어들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이전하는 경제의 서비스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80~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인천
지역 제조업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주력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크
게 위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출된 인력들을 영세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이 흡수하
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하락한 점은 경제의 서비스화에 관한 부정적
인 견해를 대표하는 산업공동화 가설이나 생산성격차가설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인천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역외 소비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유입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기반이론에 따르면 소득의 증가가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
하고 소득의 외부유출이 크다면 동일한 상태에서 소득의 외부유출이 작은 지역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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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인천지역의 저성장은 소득의
증가가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도 즉, 지역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산업 내 고용 구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은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력부족률도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노동시
장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다는 것인데 이를 앞서 살펴본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선
행연구에 대입시켜보면 인천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인력부족, 그리고 최근 제조업의 경
쟁력 하락은 기업의 교육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특히 교육정도별 취업자 동향과 관련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취
업자는 고졸 취업자의 비중과 전문대졸 비중이 전국과 7대 특․광역시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는 데 이는 상대적으로 전문 기술을 가진 숙련자의 비중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이 높은 일반 숙련자를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의 교육훈련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
로 전문 기술을 가진 숙련자의 부족과 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
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의 영세한 기계, 부품업체들의 경우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인천지역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하겠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인천지역에서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가 지속
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인천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는 R&D 부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미흡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화가 고용 안정을 저해하여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헌신과 기업의 교육훈
련 동기를 떨어뜨릴 경우 관련 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최근 인천지역 경제는 전반적인 서비스화와 경제 위기
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인력이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 음
식 숙박업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의 역외유출 등으로 소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제조업의 비정규직화 심화와 기업의 교육훈련 부족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악순
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혁신 기업의 육성과 교육훈
련을 통한 핵심기술 인재 양성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인천지역의 산업과 고용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
한 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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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고용구조의 특징
1.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인천지역의 2014년 현재 지역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65조
5,433억원(2010년 기준 시장가격)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4.6%에 해당된다. 인천지
역의 지역 총생산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규모면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현저한 감소를 보인 점을 제외하면, 견조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인천지역의 지역 총생산과 전국 비중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그러나 인천지역의 지역 총생산이 전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1991년과 1995년에는 전체
경제규모의 5.5%에 달하던 것이 2014년에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생산비중의 감소는 주로 제조업 분야의 비중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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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2>는 제조업과 광의의 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등은 좁은
의미에서의 서비스업에는 속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제조업군이라는 의미에서 두
산업을 포함하여 광의의 서비스업(이하 ‘서비스업’이라 한다)으로 분류하였다. 인천지
역의 제조업은 1991년의 9.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인천지역 총생산의 전국비중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한편 인천지역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국 1인당 국내 총생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은 전국과 인천지역의 1인당 지역 총생산 변
화 추이를 2010년 기준 가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지
역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거나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외
환위기 당시 발생한 외부 경제적 충격이 인천지역의 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적인 요인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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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천지역 1인당 지역 총생산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그림 4>는 인천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변화 추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나
타낸 것인데, 이러한 인천지역의 지역내 총생산 감소가 제조업 부문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전체 국내
총생산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천지역은 26%에 그치고 있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 제조업 생산 비중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던 인천지역의 지역경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
서 주목을 요한다.

<그림 4> 전국과 인천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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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래의 <그림 5>는 인천지역의 제조업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인천지역의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는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주력 산업의 쇠퇴
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지역 제조업 분야에서 1985년 현재 43%
에 달하던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분야는 2013년 현재 약 27% 수준으로 하락
하였으며,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47%에 달하던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 분
야는 약 32% 수준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드러진 특징은 전반적인 제조업 분야의 하락세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제조업 분야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본기간인 1985년 약 3%
에 불과하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분야는 2013년 현재 20%를 상회하여 인천지
역의 3번째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5> 인천지역 제조업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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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초 서비스업
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
면, 운수업의 경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인천
영종도에 인천 국제공항이 들어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징적인 것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의 견조한 증가세가 관찰되는 반면,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으
로 평가되는 금융 및 보험업,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는 그 비중이 미미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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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성장추세 역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인천지역의 서비
스업이 물류 또는 운수업과 같은 지역적·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이들 성장산업들이 지역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인천지역 서비스업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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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고용의 질
아래의 <그림 7>은 인천지역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를 전국 실업률 변화 추이와 비교
한 그래프이다. 두드러진 특징은 인천지역의 실업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에 비
해 항상 1%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업률의
변동 추이는 전국 수준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지역의 실업률은 모
든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의 실업률 격차가 어
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인천지역의 실업률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취약계층에서
전국 평균과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층도 점점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인
천시의 실업문제가 주로 청년과 노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내
포한다.

<그림 7> 인천지역 전국대비 연령별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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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그림 8>에 나타나는 인천지역의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는 인천지역 고용시장의 여건이 전국 평균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
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지역의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
자 비중의 변화 추이는 전국 추세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용근로
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근로자가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지역의 제조업이 외환위기 시기에 받은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복되지 못
하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8> 인천지역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인천지역 제조업의 소규모성과 영세성, 그리고 낮은 노동생산성은 아래의 <표 1>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2000년과 2014년 인천지역과 전국 수준의 사업체 수, 종사
자수,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천지역은 전국 수준에 비
해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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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은 인천지역의 전 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은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이다. 2014년 현재 전국 수준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36.2인 반면, 인천지역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2.7로 전국 수
준의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천지역 기업의 소규
모, 영세화, 낮은 생산성이라는 특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1> 인천지역의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아래의 <표 2>는 2015년 현재 수도권 및 전국 평균과의 총 근로시간 및 월평균급여
액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두드러진 특징은 인천지역의 상용근로자 총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도권역인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해서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사업규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천지역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의 상용 근로자들
이 여타 수도권 지역의 상용근로자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더 적게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천지역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 또한 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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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도권 상용근로자 총 근로시간 및 월평균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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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인천지역의 산업별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나타
낸다.3)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한다는 것이며,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클 경우 해당 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여타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4)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5년 단위로 살펴본 인천지역 제조업 전체
의 입지계수는 1985년 1.78을 최고치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2013년에는 0.92에 불과해 전국 평균치인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인
천지역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이러한 입지계수 약화는 앞의 <그림 5>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과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분야의
쇠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2.17과
3.27에 달하던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과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
조업’의 입지계수는 2013년 현재 1.35와 1.25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어업, 생활관련형 제조업5)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지계수
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여기서의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는 부가가치 생산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산업의 상대적 비중(특화도)을 비교하
기 위해 산출하였다. LQij = (Lij/Lj)/(Li/L)에서 i는 지역, j는 산업을 의미하고, L은 전국 부가가치 생산규모(즉 지역별
GRDP의 총합), Li는 i지역의 부가가치 생산규모, Lj는 j산업의 부가가치 생산규모, Lij는 i지역내 j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를 의미한다.
4) 입지계수는 그 값이 1보다 클 경우 기반산업(Basic Industry), 1보다 작을 경우 비기반산업(Non-Basic Industry)로 구분
하기도 한다.
5) 기초소재형 제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등이며, 가공조립형
제조업은 조립금속제품, 기계, 컴퓨터, 전자부품, 정밀기기, 자동차 제조업 등이며, 생활관련형 제조업은 음식료품, 봉
제의복, 가죽, 가방, 신발, 가구 제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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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천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이에 반하여 인천지역 서비스업의 입지계수는 지난 30여년 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특히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과 ‘운수업’ 분야가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산업은 1985년의 1.60과 1.25로부터 2013년 현재 2.61과
3.48로 전국 대비 특화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인천지역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이 수도권의 배후 연료공급기지로서 그리고 항만, 공항 등
해안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천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지식생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일컬어지
는 금융 및 보험업(0.75)과 사업서비스업(0.56)에서 상대적으로 그 특화정도가 전국 평균
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의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
스업 등이 서울 및 경기지역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아래의 <표 4>는 인천지역의 고용탄력성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특히 주
목을 요하는 부분은 인천지역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과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분야의 고용탄력성이 현
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본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고용탄력성은 각각
0.18과 -0.05로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창출 여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분야는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 고용탄
력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09년의 폭발적인 고용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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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천지역의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
고, 이들 산업에서의 기업들이 대부분 매우 영세하고 소규모 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표 4>의 고용탄력성 변화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천지역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 능력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소규모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
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인천지역의 부가가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과 ‘운수업’의 고용탄력성 역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
다는 점이다. 이들 산업의 평균적인 고용탄력성은 각각 0.26과 0.85로서 전국 평균치에
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낮은
산업에 특화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인천지역에 특화된 산업의 경우 지
역총생산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그 효
과가 매우 미미하며, 결과적으로 인천지역의 실업이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인천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만을 고
려한다면 인천지역의 지역특화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고용 증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인천지역의 고용탄력성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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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5>는 인천지역의 기업규모별 부족 인력 및 인력부족률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은 인천지역의 경우 경쟁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등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인력부족률이 더욱 심각하다
는 점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대구, 충청남도에 이어 인력부족률이 세 번째로 심각한 모
습을 보였으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구인난이 여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서보다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및 인력부족률(2014)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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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업별 고용구조변화의 원인 분석
1. 변이할당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
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산업 간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변이할당분석은 특정 지역의 경제적 영역(예를 들면 고용 또는 산출 등)에서의 변동
을 비교 준거지역(주로 전국)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기법으로 지역 경제를 분석할 때 가
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이는 기초적이고 제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많은 정책적 함의를 유도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는 장점이 존재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 단위의 기초 통계자료가 매우 한정적이고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이용하여 지역의 고용구조 변화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
변이할당분석 방법은 분석 방법의 이론적인 기반이 부족하고 사후적으로 관찰되는 데이
터에 의존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지역차원의 고용변동 원인을 분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인천의 산업 내 고용변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
해 초래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steban(1972, 2000)은 변이할당분석모형 중 지역 요인을 지역특수요인과 자원배분
적 요인으로 더 세분하여 분해하고 있다. Esteban(1972, 2000)은 고용구조의 변화요인을
위에서 설명한 산업특화적인 요인(industry mix components)과 지역 특수적인 요인
(regional specific components)에 더하여 자원배분요인(resource allocation)으로 구분하고,
개별지역이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하는 정도에 기인하는 변화를 자원배분
적인 요인으로 설명한다. 즉 산업특화요인은 특정 지역이 성장(쇠퇴) 산업에 특화한
(specialization) 정도에 기인하는 부문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어떤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
는 산업에 대해 전국 평균치 보다 더 특화되어 있다면 지역의 고용증가율은 전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업특화요인은 이러한 효과를 측정한다. 반면 지역특수요
인은 산업특화요인이 동일할 경우, 지역의 입지요인 등 지리적 요인에 의하여 지역고용
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만일 어느 특정 지역이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했다거나,
지역의 공공정책이 부실하여 실업률이 높고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단위
에서 공공자원을 업종 간에 잘 배분하지 못하게 되면 같은 산업구조를 가진다고 하더라
도 고용증가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원배분적 요인은 산업특화적 요인과
지역특수요인의 공분산(covariance)에 의해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Esteban(1972, 2000)
의 방법론을 따라 변이할당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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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세부 산업별 변이할당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는 전국
고용수준,   는 j 지역의 고용수준,   는 i 산업의 고용수준,   는 j지역 i 산업의 고용
수준을 나타낸다. g는 전국의 t기와 t+1기 사이의 전산업 평균 고용증가율을 나타내고,
  는 j 지역의 평균고용증가율,   는 i 산업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낸다. j지역 i산업의 고

용증가율   는 다음과 같다.

    
  

(1)

 

만약 i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라고 하면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j 지역에서 i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로 나타낼 수 있다. j 지역
의 고용증가율과 전국적인 고용증가율의 차이는 위의 수식을 활용하여 식 (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

 

j 지역과 전국 간의 산업구조 차이에 기인하는 산업특화요인  는 다음의 식(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3)

산업특화요인  를 계산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개별 산업의 고용증가율   가
전국과 j 지역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기초해서 계산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천지역
(j)의 산업이 대상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특화된 정도가 높으면,

의 값은 커질 것이다. 즉 j 지역이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는 산업에 특화한 정도가
높고, 낮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는 산업에 대한 특화정도가 낮다면  의 값(산업특화적 요
인에 의한 고용증가)은 커질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인천지역의 산업 i가 차지하는 비중
이 전국 평균(   )보다 큰 경우 개별 산업의 고용증가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
이다. 예를 들면, 특정산업의 고용증가율   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인천지역의 산
업 i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크다면, 이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특수적 요인에 의한 고용구조변화

는 다음의 식(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6) 아래의 변이할당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전병유(2006)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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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특수적요인은 위의 산업특화요인과 마찬가지로 i 산업의 비중이 같다는 가정 하
에 계산된다. 즉 전국과 지역의 특정산업 i에 대한 비중이 같을 경우, j 지역의 i 산업에
대한 고용증가율이 i 산업의 평균적인 고용증가율보다 크다면 이는 산업 비중 이외의 다
른 요인들 예를 들면,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공공 행정의 효율성 등 산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고용구조 변화가 야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요인의 공분산(covariance)인 배분적 요인은 아래의 식(5)로 표현될 수
있으며, 특정산업과 지역특수적인 요소가 보완적 역할을 할 경우 배분적 요인 는 더
커지게 된다. 즉 지역에서 자신이 경쟁력 있는 산업에 자원을 더 배분할 경우 고용성과
는 더 좋아진다.

 




         

(5)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의 식(6)과 같다. 즉, j 지역의 평균 고용증가율과 전국 평균
고용증가율의 차이는 j 지역의 산업특화적 요인, 지역특수적 요인, 그리고 배분적 요인
에 의한 고용증가율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6)



만약 이를 바탕으로 고용변동량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이는 아래의 식 (7)과 같다.

        

(7)

여기서,   는 j 지역의 총고용변동량,   는 전국 평균고용변동량,   는 j 지역의
산업특화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동량,   는 j 지역의 지역특수 요인에 의한 고용변동량,
  는 j 지역의 자원배분요인에 따른 고용변동량을 나타낸다. 각각은 또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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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천지역 경제의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
는 것이다. 따라서 2분류별 산업분류에 따라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의 원인을 전국적인
고용구조 변화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결과
1993년과 2014년의 약 20년간 취업자 수 변화를 이용한 인천지역의 고용변화 요인 분
석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특화적 요인은 특정지역이 성
장 또는 쇠퇴 산업에 특화한 정도에 기인한 부문을 설명하는 요인을 나타내며, 지역특
화적 요인은 산업특화적 요인이 동일할 경우 지역의 입지요인 등 지리적 요건에 의하여
지역 고용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우선 두 기간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전국과 인
천지역의 고용증가율은 각각 0.019와 -0.015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경우 1.9% 고용이
증가한 반면 인천지역은 1.5%의 고용감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과의
고용증가율 격차는 -3.4%에 이른다. 이를 Esteban(2000)의 변이할당분석모형에 의해 고
용변동 요인을 분해하여 보면, 산업특화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고용이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리적 요건에 의한 고용감소와 배분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가 각
각 -8.4%와 -6.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천지역의 제조업이 전반
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의한 고용증가가 존재하는 반면 동일한
산업구조 하에서 지역의 입지적 우위에 의한 고용증가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 인천지역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특화적 요인과 지역특화적 요인이 모두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배분적 요인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산업특화적 요인과 지역특화적 요인이 모두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인천지역의
서비스 산업 중 특정 산업에 특화하여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지리적 특성에 의한 고용창출정도 또한 높음을 나타낸다. 이는 인천지역이 수
도권 배후지역으로서 공항 항만을 이용한 물류 수송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반
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자원배분적 요인은 개별지역이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에 어느 정도 특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배분적 요인이 고
용에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인천지역의 서비스업이 비록 지리적 우위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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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는 있지만, 고용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변이할당분석에 의한 인천지역 고용변화 요인 분석

구체적으로 고용변화 요인을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의 산업별 분석 결
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인천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한 산업은 섬유제
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인쇄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은 <그림 5>에서 알 수 있
듯이 인천지역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낮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가가치 비중의 하
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산업들이다. 반면 인천지역의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1차 금속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의
고용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부품, 정밀기기 제조업 등 최근 부가가
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의 고용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은 산업을 위주로 한 고용의 증가는 그동안 인천지역 제조업의 생산성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하회하는 상황을 뒷받침하며 결국 이는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
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 고용 변동을 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분석기간 동안 고용이 증
가한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등은 주로 산업특화적 요인이 고용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역 특수적 요인은 매우 낮거나 음(-)
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지역의 입지여건, 공공 행정의 효율
성 등 지역에 특수한 산업 외적인 요인이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천지역의 제조업의 경우 현재 지역적 기반에 특화된 산
업을 성장전략으로 수립할 경우 고용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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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변이할당분석에 따른 제조업 고용변동요인

제조업 (10 ~ 33)

산업특화적 요인

지역적 요인

배분적요인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001
0.039
0.026
0.013
-0.016
0.000
0.015
0.000
0.001
-0.006
0.004
0.000
0.033
0.007
0.000
-0.011
0.025
0.012
-0.011
-0.017

0.009
-0.009
-0.004
0.001
-0.001
0.004
0.025
-0.001
0.014
0.022
-0.007
-0.002
-0.022
-0.002
-0.004
-0.018
-0.004
-0.026
-0.041
-0.020

-0.005
0.006
0.002
-0.001
-0.004
-0.002
-0.019
0.000
-0.004
-0.004
0.002
-0.001
-0.014
-0.001
0.000
0.008
-0.007
-0.013
0.025
-0.035

계

0.115

-0.084

-0.065

<표 8>은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 고용변동요인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서비스업
에서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산업은 대표적인 영세 서비스업종으로서 앞서 <그림 6>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가가치 비
중이 하락세에 있는 산업들이다. 한편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상대적으로 고용증가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임금수준이 높
고 부가가치 창출이 큰 금융 및 보험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도 상대적으로 고용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 고용변동을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 증가는 주로 산업특화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시
주변의 상권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 증가 측면에서 지역의
특수한 경쟁력을 설명하는 지역특화적 요인의 경우 운수업(15.8%), 공공행정, 국방 및 사
회보장행정(10.2%), 도소매업(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
천지역이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바탕으로 한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이들 산
업에서 고용 증가에 매우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들 산업의 산업특화적 요인과 배분적 요인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 산업 자체가 고용
증가 측면에서는 크게 유리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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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산업특화적 요인, 지역 특화적 요인, 배분적 요인 모두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동 산업의 성장이 고용을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수도권 연료 공급기지 역할도 고용 측면에서는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8> 변이할당분석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변동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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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정책적 대응방안
1. 결 론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쇠퇴와 운수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업 등 지리적 우위를 지닌 일부 산업들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
다. 이로 인해 전국과 달리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상승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경제구조변화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관련하여 제조업 분
야에서는 섬유제품, 의복, 인쇄업 등 영세 제조업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 여전히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기계,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들의
고용탄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
매업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근로여건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서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 급여, 직업적
안정성 등의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 노인의 실업
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반적으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는 소규모, 영세성,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의 불균형적인 발전, 낮은 고용탄력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용구조 변화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지
역특화적 요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항, 항만을 이용한 수도권 배후기지로서의 지리
적 요인이 그동안 지역 고용의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
면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지역특화적 요인이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 증가
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운수업이나 국방,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 등 지
역특화적 요인이 큰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특화적 요인이나 배분적 요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 자체가 전반적인 고용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천지역의
특화정도도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특징들은 지역 경제를 시장에 맡겨둘 경우 점점 더 지역경제가 악화되
는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의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정책을 통해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산업정책적인 측
면에서 성장성이 높고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난 중견기업 위주의 가젤기업의 육성이며,
둘째는 노동수요적 측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미
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재로서의 직업훈련의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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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젤기업(Gazelle Firm)의 육성

현재 구조적 실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은 보다 적극적으로 가젤기업(Gazelle
Firms)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젤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장 성장성이 높으면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우수한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증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
는데, Birch & Medoff(1994)는 가젤기업을 ‘4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증가와
기준년도의 수입이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창출에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견규모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
며, 미국 내 약 4%의 가젤 기업이 기업 전체 신규 고용의 70%, 경기 전체 신규 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Storey(1996~1999)는 4년간 매
출액이 총 30% 이상 증가하고, 매출액이 5백만~1억 파운드인 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정홍 외(2013)는 Storey의 상위 10% 기업과 유사하게 가젤기업을 ‘종사자 수
가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Birch 고용성장 지수로 측정한 고용창출 기여도가 모집
단 전체의 상위 10% 이내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7) 생산요소인 고용의 증가는 일
반적으로 매출액의 증가를 유도하거나 이에 기인한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젤 기업
은 고용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홍 외(2013)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에 수록된 사업장 중 2007년과 2012년
모두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면서 두 시점 모두 종사자 수가 10명을 상회하는 제조 및 서
비스 관련 사업장 데이터 68,476개를 대상으로 가젤 기업의 산업별 분포와 특징을 파악
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전체 표본 중에 가젤기업이 총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은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에서
가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서의 비중보다 약 4%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는 주력기간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으
로 구분하여 보았을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가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가젤 기업이 지식기반산
7) Birch 고용성장지수(Birch employment growth index)는 분석대상 최종년도의 종사자 수에서 분석대상 초기년도의 종사
자수를 뺀 값을 분석대상 최종년도의 종사자 수에 곱한 다음, 이를 분석 대상 초기년도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준 값
이다(       ). 위의 Birch 고용성장지수는 고용의 상대적인 증가율뿐 아니라 절대적인 증가분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런 정의에 입각할 경우 가젤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절대 수치로 파악된 고용창출 정도도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위의 공식에 따를 경우 상대적 증가율 보다
는 절대적 증가분이 가중치 면에서 좀 더 크게 반영된다(김정홍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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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각각 7.3%, 11.0%)이 비수도권 가젤기업의 비중(4.5%, 3.9%)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식기반 산업의 수도권 우위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확보가 수
도권에서 보다 유리하며, 산업의 특성상 공간제약에 유연하고, 산업적으로는 도시화 경
제(urbanized economy)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9> 주요 업종별 가젤기업 수 및 비중(2012년)
(단위: 개, %)
기업수 및 비중

주력
기간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소계
(B)

산업전체
(A)

산업전체에서의
비중(B/A)

전체 기업수

10,701

5,165

9,106

24,972

68,476

36.5

가젤 기업수

915

609

1,359

2,883

6,847

42.1

가젤 기업수 비중

8.6

11.8

14.9

11.5

10.0

-

수도권내
가젤기업수 비중

3.2

7.3

11.0

6.8

6.0

-

비수도권내
가젤기업수 비중

5.4

4.5

3.9

4.7

4.0

-

자료: 김정홍 외(2013)에서 재인용

한편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부 산업별 고용증가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도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비록 절대적인 종사자
수 자체는 아직도 주력기간제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증가율의 측
면에서는 지식기반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각각 15.1%, 16.8%로
10.2%에 불과한 주력기간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주요 업종별 가젤 기업 종사자 수 변화
(단위: 개, %)
주력기간 제조업

기업종사자
수 및 비중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2007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2007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2007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종사자수

865,321

993,715

2.8

344,189

404,235

3.3

619,467

814,640

5.6

가젤기업
종사자수

261,619

425,298

10.2

80,341

162,130

15.1

178,565

388,334

16.8

8) 김정홍 외(2013)는 주력기간 제조업을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등으로, 지식기반제조업을 전자정보,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바이오,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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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젤기업
종사자수
비중

30.2

42.8

수도권내
가젤기업
49.7
47.6
종사자수
비중
비수도권내
가젤기업
50.3
52.4
종사자수
비중
자료: 김정홍 외(2013)에서 재인용

-

23.3

40.1

-

28.8

47.7

-

-

62.9

61.9

-

76.3

77.0

-

-

37.1

38.1

-

23.7

23.0

-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의 가젤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비수도권내 가젤 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식기반제조업과 지
식기반 서비스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수도권이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가젤산업의 육성에 지리적 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홍 외(2013)는 또한 세부 업종별 가젤 기업 수 및 비중을 나타내는 <표 11>에서
전자·정보 기기, 기업지원 서비스, 정보 서비스 등의 분야가 가젤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전자정보기기가 13.7%, 메
카트로닉스가 9.8%, 정밀화학이 7.7%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가
13.6%, 정보서비스가 21.9%, 물류업이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세부 업종별 가젤기업 수 및 비중
(단위: 개, %)
주력기간 제조업

기업 수 및
비중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계

자동차

섬유

전자정보
기기

메카트로
닉스

정밀화학

기업지원
서비스

정보서비스

물류

전체 기업수

4,099

2,217

1,632

1,898

1,025

809

3,762

2,512

1,506

가젤 기업수

326

257

55

260

100

62

513

551

169

가젤기업수
비중

8.0

11.6

3.4

13.7

9.8

7.7

13.6

21.9

11.2

1.5

9.2

5.4

4.4

9.2

18.9

5.4

1.8

4.5

4.4

3.2

4.4

3.1

5.8

수도권내
가젤기업수
3.6
2.9
비중
비수도권내
가젤기업수
4.4
7.8
비중
자료: 김정홍 외(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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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것은 주력기간 제조업의 경우 비수도권내 가젤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반
면, 지식기반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 가젤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 공간적 제약으로
부터 좀 더 자유로울 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요소가 필요한 도시화 경제의 특징을 따르
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인천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한 광역도시이며 서울·경기와의 근접성이 매우 우수한 지
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화경제(urbanized economy)의 이점을 활
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 경기 권역과의 교통 여
건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요소의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의 가젤 기업의 사례와 같이 인천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위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자정보기기, 기
업지원서비스, 정보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러한 관점에서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지역에서 전기전자 및 정밀제조업 분
야의 성장은 지식기반 제조업 분야의 자연적인 성장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천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위주의 지식기반 제조업
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 집합재(Collective Goods)로서의 직업훈련 교육
앞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중견 기업 위주의 지식기반 산업 육
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현재 인
천지역의 고용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이슈는 기업에 특수한 지
식이나 기술(firm specific skill)에 대한 교육훈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천지역
의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스매치 현상은 중소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영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록 Becker(1964)는 노동자의 이직 및 전직의
경우 일반적인 숙련(general skill)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기 보다는 시장으로부터 조달(outsourcing)하고,
기업 특수적 기술(firm-specific skill)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을 통해 내부화할 유인이 있다
고 주장하나, Finegold(1999)는 개별적인 기업이 경쟁적인 시장 상황 하에 있거나, 영세

9) 정보서비스업은 유무선 통신업, 텔레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등을 나타내
며, 기업지원 서비스는 법무, 회계, 시장조사, 컨설팅, 광고, 디자인, R&D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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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동자의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비록 기업 특수적인 기술(firm-specific
skill)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체 교육을 통해 인력을 육성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
한 투자가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노동생산성과 우수인력의 채용이 점점 악화되는 악
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중소기업은 적정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Finegold(1999)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문제를 개별적인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는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다.10)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업특수적인 기술교육훈련은 개별입장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없을 수 있으나, 특정그룹에 해당하는 기업들 공동의 입장에서는 반
드시 필요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만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정 산업
에 속한 기업들은 특정 직무에 대한 공통된 인력 수요를 갖는다는 점에서 산업별, 기술
별 접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특징은 산업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오늘날의 생산방
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allick, Fleischman and Reitzer(2005) 역시 만약 시장
이 경쟁적인 상황이고, 잦은 이직 및 전직이 관찰되는 산업의 경우 기업들은 교육훈련
을 통한 노동수요의 충족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재적 관점에서의 노동정
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일정 규모의 노동풀
링(labor pooling)이 형성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부가 공공재 또는 집
합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향후 인천지역 경제가 지식기반산업으로 빠르게 이행될 경우, 전통적인 중소
기업 및 영세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업종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훈련 지원 정책과,
상대적으로 저학력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
다.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노동시장의 파행
성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는 극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원인으로 꼽히는 직업훈련에 보다 많
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직 및 전
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
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책적으로 고용정책을 단순히 구직자의 취업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수 기업의 유치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상이한 이해
10) 공공재 가운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모두 적용되는 재화로 국방, 외교 등 순수공공재가 여기에 속한다. 집합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의 과소 공급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에
서 공급되어야 한다.

37

2016-02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를 지닌 참여 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협력적인 관계를 토대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90년대 말부터 지역노동시장 및 지
역 파트너십과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정
보 공유와 공동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자리 수급상 불일치 현상과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사이의 불일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관과 인적자원 개발기관 사이의 원활한 피드백 시스템
을 통해 단기적으로 구인 기업과 구직 계층 사이의 직종별, 기능별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인근 거주인력을 선호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거시설 지원 등 생산적 복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공
급위주의 주거시설 지원은 근로자로 하여금 시장에서 지불해야 하는 주거비용 내의 초
과이윤(economic rent)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이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등에 대한 일자
리 창출 및 복지를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고용구역제
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영국의 ‘고용구역제도’는 특정산업단지 등 집적지를 중심
으로 한 고용구역을 설정하여 그 구역에 특화된 인적자원개발과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것인데, 인천의 중소기업 집적지역에 활용하여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별 파트너십을 운용하는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집합재적 관점에서의 고용정책과 부
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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