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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00년 들어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했을 때 고용의 회복속도가 경기의 회복의 속
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자산시장이 완전(complete)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동소득이 소비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간 고
용을 증진시키는 각종 경제정책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과 (물
적)자본의 보완성(complementarity)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설비투자 진흥정책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해서 자본이 늘어나면, 자본과 상호
보완성이 있는 고용도 함께 늘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초중반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공정 자동화(automation)’로 인해
위와 같은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주로 하는 일자리는 컴퓨터와 기계가 결합된 자동화기기에 의해 대체되어 사
라지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동화기기로 인해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많아지는 한편, 자동화기기를 조정·통제하는 일자리 또
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직업의 양극화(job polarization)가 심화되
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설비투자가 고용을 창출하는지 여부를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
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2005-2014)를 활용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즉 고용 없는 성장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후, 설비투자 확대가 고용의
증가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정효과가 포함된 선형회귀모형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fixed effects)을 설정한 후, 광업제조업조사에서 얻
을 수 있는 정보인 지역별(locational), 산업별(industrial) 차이를 이용해서 설비투자
와 고용의 관계를 식별하였다. 아울러, 선형모형에 추가적으로 고정효과를 고려하고,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설비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예컨대
GDP)을 포함하는 등 생략변수편의(omitted variables bias) 역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2014년 사이에 전체 고용과 설비투자는 미약한 정(+)의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전과 다
른 점은 그 관계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것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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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을 크게 전기/전자산업과 기타산업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고용과 설
비투자 간의 정(+)의 관계는 오직 기타산업에서만 관찰되었다. 전기/전자산업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가 거의 0으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도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이는 공정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기/전자산업에서 설비투자 확대
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의 하위항목중 하나인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로 한정해서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여전히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기타산업에서는 양자 간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① 전기/전자산업과 기타산업의 생산함수가 구조적으로 달라서 전기/
전자산업에서는 설비투자와 고용간의 관계가 더 낮을 수 있음을 내포하는 동시에,
② 기타산업에 있어서는 설비투자 중에서도 기계장치가 다른 항목들보다 더 고용과
의 상호보완성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설비투자 진흥정책 등이 반드시 고용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설비투자 관련 정책을 실시할 경우, 각 산업별 특성 및 투
자되는 설비의 유형 등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투자 진흥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투자의 고용효과가 없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산업에 있어서도 유형자산 전반의 증가보다는 고용과의
관계성이 높은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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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용없는 성장”은 한 국가가 불황을 겪고 회복을 하는 도중에 산출량(GDP)은 회복되
지만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 불황을 겪을 때
1)

마다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고
2)

용은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이 회복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정책적,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중 기업의 (설비)투자는 경제학에서 일반적
으로 가정되는 고용(혹은 노동)과의 관계 때문에 고용증대 정책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
3)

아왔다 :

일반적으로

노동과

자본(혹은

물적자본,

physical

capital)은

상호보완적

(complementary)이라고 가정된다. 예컨대, 기업이 기계를 한 대 구입하면 그 기계를 활
용해서 생산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역시 증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
업이 건물을 구입하는 형태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경우도 그 건물에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 증대가 노동자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생산함수의

형태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Cobb-Douglass production function;       여기서 Y는 산출물, N은 노동, K는
자본을 의미)에 내재되어 있다. 이 경우 노동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임을 가정하면 노동수
   
 의 형태를 갖는데, 설비투자의 증대로 인해 자본이 증대하는
요곡선은   

경우 노동수요곡선은 우측으로 평행이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우상향하는 형
태의 노동공급곡선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노동수요곡선의 이동은 노동과 자본(즉 설비
투자)의 정(+)의 관계를 예측하게 된다.
하지만

1980년

중반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

관찰되는

노동의

양극화(job

4)

polarization) 는 이러한 일반적인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자본재 중에서 컴퓨터처럼 반복적인 일(routine task)을 하는 노동을 코드화해서
공정의

자동화(automation)를

쉽게

해주는

자본재,

즉

ICT

자본재(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capital)는 노동과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상호대체적
(substitutablity)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노동의 증대를 가져오
1) 김용현 (2005)은 당시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는 상황임을 지적하였고, 유경준, 신석하, 류덕현
(2011)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자산시장이 불완전하거나 노동자의 자산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소비는 노동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
용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3)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1천800여개를 만든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 신증설투자, 국내복귀 등에 투입된다. 국비에 지방비가 더해져 설비(최대24%)와 입지(최
대40%)투자를 지원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v.media.daum.net/v/20170917123104778)
4) Acemoglu and Autor (2011), Autor and Dorn (2013) 등의 논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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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컨대, 생산함수가      같이 직선함수의 형태(즉 노동과
자본이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경우)를 갖는 경우 투자의 증대는 오히려 노동 수요를 감
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이하 설비투자) 진흥정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 두 변수의 관
계를 우리나라 데이터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자료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광업제조업조사를 이
5)

용해서 분석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전수 조사해서 얻어낸 데이
6)

터로 조사대상이 제조업(과 광업)에 한정되어 있지만, 시도별 , 산업별로 구체적인 고용
및 설비투자 변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산업간 차이(industry variation)와 시도간 차이
(location variation)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있다.
7)

본 연구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지만, 특히 전기/전자산업 내에서 설비투자와
고용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먼저 전체 제조업에서 전기/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14년 전체
제조업 대비 전기/전자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 비중은 29%이며, 전기/전자산업 종사자
수는 약 65만여 명으로 제조업 내 고용능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기/전
자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의 약 75% 정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다. 더불
어 전기/전자산업은 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다른 산업들보다 자본(특히 기
계)이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전기산업의 특징은 앞서 논의
한 대체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에, 전체 산업을 전기/전자산업과 기
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과 설비투자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본 논문이 처
음이 아니다. 유경준 외(2011)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
을 두는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역시 고려하여 고용의 설비투자에 대한 탄력성이
0.034-0.039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재곤 외(2011)는 1992년-2009년 사이
8)

의 광업제조업조사를 사용 하고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하여 고용
의 설비투자에 대한 탄력성을 0.036-0.07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유진 외 (2008)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전체산업을 고려할
때, 고용과 투자의 탄력성을 0.07-0.09 정도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1) 2014년까지
5) 2010년에는 경제총조사의 실시로 광업제조업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제주도는 제조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7) 전기/전자산업은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 전기장비
제조업을 포함한다.
8) 이 경우 구체적인 설비투자 항목 및 고용 분류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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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자료를 이용하고, 2) 기계설비 등 자본의 형태에 따른 탄력성 차이를 추가
적으로 고려하였으며, 3) 고용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고, 4) 산업간
생산함수 차이를 고려하여 전기전자산업과 기타산업 간의 투자/고용 관계의 차이를 연
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설비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얻어내기 위해 본 연구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해 고정효
과가 포함된 선형 회귀모형(Pooled OLS with fixed effect)을 설정한 후 이를 추정하였
다. 메인분석에서는 관심변수들의 전기 대비 성장률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기적
인 추세를 제거하고, 추정된 관심 계수들을 탄력성(elasticity)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종속변수는 고용 변수(전체고용자수, 상용근로자수 등)의 당기 성장률이며, 주요 독
립변수로는 고용 변수의 전기 성장률(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변수의 지속성(persistence)
을 통제)과 투자 변수(설비투자, 기계투자 등)의 당기 성장률이 있다. 이외에 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3의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해 GDP 성장률(고용 및 투자에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경기변동(business cycles)을 통제)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국내생산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더불어
산업별 고정효과(industry fixed effect), 시점별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 시도별
고정효과(locational fixed effect) 등을 통해 산업간 차이, 시간에 따른 효과의 차이, 지
역별 차이 등을 통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
는 경우, 고용성장률과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 즉,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듯이 투자가 증대할 때 고용도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통계학
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오지만,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메인분석에
서 고용의 설비투자(유형자산 순증가)에 대한 탄력성은 0.0007정도로, 사실상 0에 가깝
다.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유의성이 통계학적으로도 0과 다르지 않다
고 나온다. 즉, 본 연구의 대상기간동안 제조업에 한정되어서 본다면 설비투자의 증대가
고용에 큰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 이 결과는 전기/전자산업에 국한시킬 경우 더
명확해진다. 이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설비투자와 고용의 관계가 부
(-)의 관계를 보인다. 즉,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상기간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기타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로
보이는데, 기타산업의 경우 전기/전자산업과 달리 고용과 설비투자가 유의미하게 정(+)
의 관계를 보인다. 기타산업에서 계측된 탄력성의 크기가 여전히 작고 (0.0008 정도),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과 설비투자의 관계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산
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역시 계수가 낮게 계측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설비투
9)

자가 아닌 기계장치 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는 앞에서의 논의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 전기/전자산업은 고용과 기계장치투자의 관계가 여전히 0에 가깝지만, 기타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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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탄력성이 0.012정도까지 상승하여 경제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
온다. 전체산업 역시 유의미한 기계장치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석에 쓰인 변수와 실증분석 방법론을 소
개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
에서 결론을 내린다.

II. 변수 및 실증분석 방법론 소개
1. 변수소개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는 시도별, 산업별 유형자산 설비투자 관련 변수와 고용 관련 변
수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변수들의 통계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광업제조
10)

업조사 를 사용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는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
11)

수 조사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며 매년 6월 10일

에서 7월 14일까지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
지인데, 2010년은 경제총조사가 실시된 관계로 해당년만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가 없
다. 종사자수 관련 변수는 경제총조사에서도 조사가 되어서 상응하는 변수가 있지만 유
형자산 관련 변수는 경제총조사에서 실시되지 않기에 성장률을 분석 변수로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2009 - 2010년, 2010 - 2011년 사이의 변수들은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업분류와 시도별 분류표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제주도는 제조업이
많지 않은 산업구조이고, 담배제조업은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이 주로 되는 관계로 본
12)

연구의 분석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먼저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고용변수로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메인분석
에는 전체종사자수(명)를 사용하였고, 강건성 검증차원에서 상용근로자수 및 임시 및
13)

일용근로자수 역시 고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다른 주요 관심변수인 설비투자는 광업
14)

제조업조사의 유형자산 관련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메인분석에는 전체 설비투자에 대

9) 따라서 메인분석은 유형자산 전체(구축물, 건물 등을 포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10) 광업제조업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계청 웹페이지(참고: https://meta.narastat.kr/
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09&kosisYn=Y)를 주로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11) 통계청에 따르면 약 7만여 개의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다.
12) 구체적인 산업과 지역 분류는 <부록>을 참고바란다.
13)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계약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2007년부터 조사되어
서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14) 유형자산은 토지,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및 선박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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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수를 사용했는데, 투자변수를 얻기 위해 유형자산 연간 증가액에서 연간 감소액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해서 자산의 순(net)변동분만 고려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는 유형자
산별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기계장치 관련 변수 역시
따로 구할 수 있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만, 이 경우 해당항목의 연간 감소액이 보고되
지 않기에 해당 기간의 순투자액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변수로 기계장치의 연
간증가액을 투자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1) 당해년의 전체 투자 변
화가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고, 2) 전체 유형자산 변수를 사용할 때 순투
자액을 투자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와 연간증가액을 투자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분석결과
15)

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논의의 범주를

넓히기 위해 연간 증가액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용과 설비투자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 역시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16)

GDP를 고려함으로써 경기변동을 통제 하였는데, 이는 경기의 변동이 고용과 설비투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생략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이다. 메인분석에는 우리나라 전체 GDP를 고려했지만, 지역별 GDP를 추가 통제
변수로 고려하는 경우에도 분석 결과에 차이는 없었다. 더불어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동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 해
외직접투자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수출입은행 데이터
는 지역별 해외투자도 포함하지만 지역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관측치가 없는 경
우가 많아져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변수만 사용하였다.
투자관련 변수는 명목변수이기 때문에, 산업별 투자 디플레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실
질변수로 만든 다음 분석에 사용했다. 변수들은 패널 구조로 구축하여 관측치가 0인 변
수들은 제거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17)

2. 실증분석 방법론
본 연구의 관심주제인 설비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식을 상정해서 고정효과모형(pooled OLS with fixed effects)을 추정하였다:

15)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요청바란다.
16) 실업률을 경기변동에 대한 통제변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변수가 관심변수이기 때문에 GDP를 사용했다.
17) 데이터는 패널구조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널모형을 통해서 결과를 추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고정효과를 고려하였
고, <수식 1>을 패널모형으로 추정해도 주요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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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여기서  는 변수 X의 성장률(    )이며, 하첨자에 쓰인 변수는 각각 i는



  는 기타
산업, j는 해당지역, t는 시점을 의미한다. N은 고용변수, I는 투자변수이며, 
통제변수들을 포함하는 벡터변수이다(따라서 
 도 벡터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있는 계수는 이다. 전기 고용 증가율의 경우 (관련 계수: ) 일반
적으로 고용은 지속성(persistence)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성을 통제하기
18)

위해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는 크게 GDP19), 해외투자를
추가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포함하며, 산업특성, 지역별 특성, 시점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모든

통제변수가

고려되는

모형의

경우


        ′ 이다(여기서 ForInv는 해외직접투자변수, D는 0과 1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를 의미). 여기서 산업특성 더미변수( )는 다른 변수들이 잡아내
지 못하는 산업별 특성을 나타내며, 지역특성 더미변수( )는 지역 경제의 특성(예컨대
지역별 인구구조 차이 등)을 나타낸다.

20)

마찬가지로 시점특성 더미변수(  )는 특정 시점

간에 경제 구조나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게 해주는 더
미변수이다. 다만 전기/전자산업 및 기타산업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미 산
업별로 추정하기 때문에 산업특성 더미변수는 추가로 고려하지 않았다. 더불어 본 연구
에서는 세 개의 고정효과(혹은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할 때의 결과만 보고하지만, 고정효
과를 하나씩만 고려하는 경우나 두 개씩 묶어서 고려하는 경우(예컨대 지역더미와 산업
더미만 고려하는 경우, 지역더미와 시점더미만 고려하는 경우 등)에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 회귀분석을 할 때 전체 고용자수 대비 해당 산업의 고용자수 비중을 산업별
가중치로 부여해서 전체산업에서 고용비중이 클수록 회귀분석 할 때 주는 비중을 조정
하였다. 이는 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추정치가 다른 산업과 유의미하게 다른 경
우 추정값에 편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귀식의 에러를 추
18) 이는 이전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예컨대 유경준 외(2011)와 박재곤 외(2011) 참고.
19) 경기수준이 시간에 따라(dynamically)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전기 GDP 성장률을 고려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20) 지역특성 더미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별 GDP를 사용하는 것보다 국가전체 GDP를 사용하는 것이 분석에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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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는 산업별 클러스터 에러(clustered error)를
사용하였고, 산업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때는 화이트 스탠다드 에러(White standard
error)를 추정함으로써 에러텀 추정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메인분석: 전체산업
이전 절(section)에서 도입한 회귀분석식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추
정한 메인분석 결과는 <표 1>부터 <표 3>에 보고하였다. 각 표에서 첫 번째 열(1)은
주요 관심변수인 고용변수의 증가율과 유형자산 투자율만 고려한 회귀분석식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각각 통제변수들(실질GDP 및 실질투자금액,
두 번째 열(2))과 고정효과(세 번째 열(3))를 추가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회귀분석 결과
를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열(4)은 모든 변수를 고려한 분석으로 <수식 1>을
추정한 메인분석 결과이다. 그리고 각각의 표는 고용변수로써 전체근로자(표 1), 상용근
로자(표 2), 임시일용직 근로자(표 3)를 각각 이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전체산업 (전체근로자)
종속변수: 종사자수증가율
(1)

(2)

(3)

(4)

종사자수증가율(-1)

0.0218***

0.0216***

0.0139**

0.0136**

실질유형자산증가율

0.0006**

0.0006**

0.0007**

0.0007**

실질GDP증가율

-0.0045

-1.0802**

실질해외투자증가율

0.0052

0.0009

고정효과
샘플수





O

O

1,347

1,347

1,347

1,347

0.01

0.01

0.16

0.16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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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산업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수증가율(-1)
실질유형자산증가율

종속변수: 상용근로자수증가율
(2)
(3)
0.0259***
0.0134**

(1)
0.0258***
0.0003

0.0003

0.0004

(4)
0.0145**
-0.0003

실질GDP증가율

-1.4166***

-4.0386***

실질해외투자증가율

0.0108***

0.0126**

고정효과
샘플수





O

O

1,347

1,347

1,347

1,347

0.01

0.07

0.26

0.27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표 3> 전체산업 (임시일용직)

(1)
임시일용자자수증가율(-1)
실질유형자산증가율

종속변수: 임시일용직 근로자수증가율
(2)
(3)

-0.2528***

-0.2484***

-0.2973***

0.0213

0.0213

0.0212

실질GDP증가율

0.0213
-7.6853**

0.0020

-0.0053

고정효과
892



0.03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0.2972***

-6.9860**

실질해외투자증가율
샘플수

(4)

O

O

892

892

892

0.04

0.07

0.07

메인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율은 전체종사자와 상용근로자가
고용변수의 대상으로 사용될 때 지속성(persistence)을 보여주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 쓰일 때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표 1>과 <표 2>의 첫 번째 행과 <표 3>의 첫
행을 비교해보면, 추정된 계수 값이 앞의 두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값을
보이지만 임시일용직이 쓰이는 경우 반대로 유의미하게 부(-)의 값을 나타낸다. 이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한 번 증가한 경우, 기업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이를 더 늘릴 유
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 관심대상인 유형자산
에 대한 투자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은 전체근로자가 종속변수로 사용될 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를 보인다. 반대로 상용근로자나 임시일용직의 경우 추정된 계
수 값이 0보다 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0과 다르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고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고 해도 얻어낸 계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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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으로 0보다 유의하게 크지만, 그 값이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큰 값을
취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결과는 모형에 대해 강건하게 0.0006-0.0007 정도의 추정
치를 갖는데, 이는 설비투자가 1% 늘어날 때 전체 고용이 0.0006%포인트 정도 늘어남
을 의미한다. 2014년 기준 전국 제조업 종사자수가 290만명정도(통계청 광업제조업조
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날 때 늘어나는 고용이
170명 수준에 불과하다. 즉, 설비투자의 고용창출효과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경제학적
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고려해도 이러한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모형 1- 4)에서 이 결과는 강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기타 통제변수 중 실질GDP는 종사자 수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
인다(표 1 - 표 3). 이는 고용변수가 대표적인 경기후행지수라는 측면에서 설명가능하
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바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고용이 증대하
는 경우 GDP상승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고용상승률은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통제변수인 해외투자의 경우 고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있
는 경우 (표 2 참고)에도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먼저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국내 고용을 직접 대체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확장하
는 경우 국내 고용과 국외 투자를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에 쓰인 해외투자 자료가 해외에 직접 공장을 짓는 등의 투자활동인지, 아니면
단순한 재무활동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논의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기에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요 통제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후 분석에서도 <표 1>에서 <표 3>과 크
게 다르지 않은 추정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에서 이 변수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2. 추가분석: 산업별 분석
서론에서 논의했듯이, 산업별 특성이 설비투자와 고용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산업은 설비 투자의 증진이 추가적인 고용유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산업은 투자로 인한 자본(혹은 기계 등)의 증대가 고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은 제조업 내에서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 자동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설비투자와 고용의 관계에 있어서 여타
21)

산업과 상이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점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22)

21) 참고기사: “스마트해지는 공장들, 일자리에 독일까 득일까,” 한국일보 2017년 9월28일
22) 전기/전자산업이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기도나 충청도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을 따로 분류해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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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전기/전자산업을 전체 산업에서 따로 분류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의
분류에 따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을 크게 전기/전자산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산업
들은 기타산업으로 분류해서 각각 <수식 1>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각각 나타나 있으며, 모형 1에서 모형 4(1열-4열)의 분류는 이전 메인분석
과 동일하다.
<표 4> 전기/전자산업

종사자수증가율(-1)
실질유형자산증가율
실질GDP증가율
실질해외투자증가율
고정효과
샘플수





종속변수: 종사자수증가율
(2)
(3)
0.0204***
0.0088
-0.0019
-0.0042
-1.2359**
0.0099
O
270
270

(1)
0.0202***
-0.0021

270
0.02

0.06

0.20

(4)
0.0088
-0.0042
-2.2777*
0.0074
O
270
0.20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표 5> 기타산업

종사자수증가율(-1)
실질유형자산증가율
실질GDP증가율
실질해외투자증가율
고정효과
샘플수





(1)
0.0290*
0.0008***

1,077

종속변수: 종사자수증가율
(2)
(3)
0.0285*
0.0026
0.0008***
0.0009***
0.4500**
0.0034*
O
1,077
1,077

0.01

0.02

0.13

(4)
0.0025
0.0009***
-0.7534**
0.0004
O
1,077
0.13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흥미롭게도, 전기/전자산업과 기타산업은 고용과 설비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
른 경향을 보인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전자산업만 고려했을 때 설비투
자의 증대는 고용과 정(+)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떨어
지지만 부(-)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에 기타산업만 고려했을 때(표 5) 고용과 설비투자

하더라도 전기/전자산업과 기타산업으로 분류해서 분석할 경우와 결과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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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계수의 크기 자체는 작지만(따라서 경제학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체산업에서 관찰되는 고용과 설비
투자의 정(+)의 관계는 고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산업이 아니
라 기타산업으로 인해 관찰됨을 의미한다. <표 6>은 근로자의 특성별로 추가적으로 샘
플을 나눴을 때의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전기/전자산업은 임시일용직 고용이 설비투자
와 1% 내에서 유의하게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전기/전자산업 내
23)

에서 임시일용직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라는 측면 에서 이 관찰을 토대로
설비투자가 유의미하게 전기/전자산업의 고용을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반대로 기타산업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용근로자에서 <표 5>와 일치하
는 결과가 관찰되기 때문에, 고용과 설비투자의 관계가 강건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근로특성별 추정치

전기증가율
실질유형자산증가율
실질GDP증가율
실질해외투자증가율
고정효과
샘플수



전기/전자산업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0.0095
-0.1205
-0.0050
0.6534***
-4.4493***
-15.7225*
0.0211
-0.1716
O
O
270
176
0.26

0.51

기타산업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0.0002
-0.2500***
0.0006**
0.0025
-4.1527***
-4.6258***
0.0046**
-0.0059
O
O
1,077
716
0.32

0.11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3. 추가분석: 기계장치투자
본 절에서는 투자대상을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로 한정지었을 때 분석결과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이는 다른 형태의 유형자산(예컨대 토지나 건물)보다 기계장
치가 논의의 대상인 노동의 대체성(substitut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Krusell et al (2000)은 설비투자(capital
equipment investment)와 구축물 등에 대한 투자(capital structures investment)를 분
리해서 생산함수를 상정한 후, 숙련노동자(skilled worker)가 비숙련노동자(unskilled
worker)에 비해 설비투자와 더욱 보완적이지만, 구축물에 대한 투자는 두 노동자 모두
같은 수준의 대체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산업별로 설비투자와 구축물
에 대한 투자가 노동과 서로 다른 대체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

23) 2014년 광업제조업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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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CES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수식 2>
위 생산함수는 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는 계수가 산업 i 마다 다를 수 있다(여기
서 s: 구축물, e: 설비, k:자본, n:노동,    )는 점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절의 분
석은 전기/전자산업에서 (기계)설비와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다른 산업보다 큰 지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 또한 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전기/전자산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에서 기계장치투자 증가율에 대한 고용증
가율의 탄력성이 각각 5%, 1% 내에서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특히 탄력성 수치 자체가 메인분석과 비교했을 때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값
을 가진다.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얻은 계수인 0.013을 고려한다면, 전체 제조업고용자수
290만 명을 기준(2014년, 광업제조업조사)으로 기계장치 설비가 10% 증가할 때 고용
이 3,800명 가량 증가한다. 전체 유형자산 설비투자가 10% 증가할 때 170명 정도의 고
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 메인분석보다 약 20여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발견은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한다. 첫 번째 함의는 정책적인 함의로, 정부가 설비투자 진흥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유형자산 전반의 증가보다 고용과의 관계성이 높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함의는 이론적인 함의
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함수(수식 2)를 고려할 때, 기계류 등의 유형자본과
노동의 상호보완성이 구축물 등의 유형자본과 노동의 상호보완성보다 클 수 있다는 점
이다.
또한, 이전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기타산업과 달리 여전히 기계에
대한 설비투자가 고용의 증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는 위의 생산함수를
고려할 때 산업간(inter-industry)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기/전자산업이 기타산업보다
노동과 기계설비의 상호대체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논의와 일
치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24)

<표 8>은 노동자를 상용근로자에 한정지어서 <수식 1>

을 추정할 때의 결과로, <표 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연구의 강건성
24) 이는 산업간 고용의 임금탄력성이 다른 결과일 수도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산업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0에 가
깝고 다른 산업은 0보다 유의미하게 큰 경우, 설비투자로 인한 노동 수요의 증대가 기타산업에서만 유의미한 고용
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전기/전자산업이 숙련노동자의 비중이 크고, 기업들이 숙련노동자의 수요 변화가
다른 요인들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역시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1) 본 연구의 연구범
주를 넘어서고, 2) 산업별 고정효과가 일부분 이러한 차이를 잡아낸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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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낸다.
<표 7> 기계장치투자 (전체근로자)

종사자수증가율(-1)
실질기계장치투자증가율
실질GDP증가율
실질해외투자증가율
고정효과
샘플수



전체산업
0.0152***
0.0130**
-1.1451*
0.0007
O
1,348

종속변수: 종사자수증가율
전기/전자산업
0.0135**
0.0116
-2.3970*
0.0055
O
270

기타산업
0.0050
0.0120***
-0.8098**
0.0003
O
1,078

0.17

0.21

0.14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표 8> 기계장치투자 (상용근로자)

상용종사자수증가율(-1)
실질기계장치투자증가율
실질GDP증가율
실질해외투자증가율
고정효과
샘플수

종속변수: 종사자수증가율
전기/전자산업
0.0145**
0.0116
-4.5806*
0.0192
O
270

전체산업
0.0149***
0.0140**
-4.1366*
0.0041
O
1,348



0.28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0.26

기타산업
0.0032
0.0131***
-4.2125***
0.0044**
O
1,078
0.1425

4. 추가논의
(1) 고용과 설비투자: 추세에 대한 논의
본 절에서는 시기에 따라 고용과 설비투자의 관계에 체계적인 변화(systematic
change)가 있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식 1>을 추정하
25)

는데, 이전 분석과 달리 각 연도별로 독립적으로 추정했다.

논의의 간편화를 위해, 핵

심 관심 계수인 종사자수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의 관계만 <표 9>에 보고되었다.
25) 이는 기존의 추정식 (수식 1)에 사용된 관심변수들에 연도별 고정효과와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넣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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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차이 역시 여전히 관심사이기에, 전체산업(1열), 전기전자산업(2열), 기타산업(3
열)을 각각 나누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2010년 자료가 없어서 2009-2011년은
따로 추정하지 못했고, 2006년 이전 역시 자료의 부족으로 추정불가) 각각 <수식 1>
을 추정한 결과를 보고했다.
<표 9>을 보면, 산업에 상관없이 추정된 계수값에 특정한 추세가 보이지는 않는 것
으로 관찰된다. 즉, 본 연구에 쓰인 자료 및 관계식을 고려할 때 고용과 설비투자의 관
계가 시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6)

<표 9> 시점별 고용과 설비투자의 관계
종사자수증가율의 설비투자증가율에 대한 반응계수
연도

전체산업

전기/전자산업

기타산업

2007

-0.0001

-0.0079***

0.00024

2008

0.0015

-0.0060

0.0096***

2009

0.0005

-0.0080

0.0003

2012

0.0106***

-0.00016

0.0075***

2013

0.0008*

-0.0038

0.0007*

2014

-0.0002

-0.0065

0.0009

주 : 1) ***:1%, **:5%, *:1% 내에서 유의함

(2) 분석의 한계: 내생성문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형회귀모형(OLS with fixed effects)을
추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존재할 경우 분석 결과
는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causality)를 드러낸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GDP나 해외직
접투자 등 분석에서 고려한 변수들 이외에 고용과 설비투자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제 3
27)

의 변수가 존재한다면 추정계수에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구변수가 1) 이번 기 투자성장률과는 연관(relevant)이 있어야하지만
26) 다만 같은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윤유진 외(2011)가 다른 기간의 데이터 (1992-2009)를 사용해서 고용
과 설비투자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얻어내었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이전보다 2010년 이후로 고용과 설비투자
의 관계가 낮아졌을 가능성은 있다.
27) 패널모형을 사용한다고 해도 패널 구조는 변수들의 관측되지 않은 다양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는
것이고 내생성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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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식 1)의 오차항과는 독립적(independent)이어야 한다. 예컨대 전기의 설비투자
28)

성장률을 도구변수로 쓸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전기가 1년 전의 변수 이기 때문에 당기
29)

고용이 시차를 두고 전기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기 투자성장률이 오

차항과 독립적이라고 판단하기 힘들어서 도구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분석
에 적합한 도구변수를 찾는데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도구변수 추정법
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명확
한 인과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일반적으로 고용(혹은 실업률)은 경기후행적이기 때문에 전기 투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9) 비슷한 도구변수를 쓴 Borjas and Ramey (2000)의 경우 이전 기의 변수를 도구변수로 썼으나 10년 전의 변수여서
본 연구에서 우려하는 시차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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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05년과 2014년 사이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
과 설비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유형자산 설비투자와 고용 간
의 관계를 분석해보았으며, 산업별로 전기/전자산업과 기타산업으로 나누어 설비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설비투자의 범위를 유형자산 전체가 아닌 기계장치
로 국한시켜 앞선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용과
설비투자의 정(+)의 관계는 전반적인 제조업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관찰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1) 특히 전기/전자산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2) 전기/전자산
업은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제조업에서 관찰되는 고용과 설비투자
간 정(+)의 관계가 기타산업으로 인해 관찰됨을 의미한다. 3) 또한 설비투자의 범위를
기계장치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산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에서 고용과 설비투
자 간 정(+)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다른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고용과의 상호보완성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제조업 전반을 고려할 때는 설비투자의 증대가 고용의 증대를 같이 가져온다는 기존의
연구가 강건하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먼저 설비투자가 고용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2000년대 이후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설비투자의 증대가 고
용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고용을 대체하는 기계장치의
도입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양 쪽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자동
화 정도가 높은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설비투자가 고용에 늘리는데 있어 유의미한 효과
를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공정자동화 정도가 낮은 기타산업에서는 설비투자가 고용
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다른 효과에 비해 우세하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이 정(+)의 관계
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로, 정부가 투자 진흥정책을 실시하
는 경우 유형자산 전반의 증가를 유도하기 보다는 고용과의 관계성이 높은 기계장치 등
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이 보다 커다란 고용유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둘째로, 설비투자 진흥정책이 기업 투자의 형태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증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경우 실제 고려되는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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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산업분류
산업코드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산업이름
식료품 제조업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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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2. 시도별 분류
시도별
11
21
22
23
24
25
26
29

시도이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

시도별
31
32
33
34
35
36
37
38

20

시도이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