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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모형의 고용-고용승수
(Employment Multiplier) 정립: 산업간
고용연관관계와 기회비용의 분석
*

지해명

1)

산업별 고용변화가 유발하는 고용유발효과와 산업별 고용기회비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업잉
여를 내생화한 공급승수를 유도하였고, 공급승수를 변환한 고용승수(외생 고용변화→내생 고용
변화 유발효과 분석모형)를 정립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첫째, 서비스업 평균 고용유발효과는 제
조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고용비용을 감안하면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보다 크게 나타난다. 둘째, 산업별 고용연관구조에서는 서비
스업 특히 도소매업이 산업별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수요승수
(최종수요-생산) 분석과는 달리 고용승수분석에서는 제조업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을
많이 창출하며, 서비스업 고용변화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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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공부문(정부 및 지자체)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고
용변화의 효과,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규모, 특히 공공부문 고용의 기회비용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된바 없다. 단기적으로 기업은 수요변화에 대
하여 노동투입의 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그렇지만 특정산업의 감원
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불황에 대한 대처는 연관산업에도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데 그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정성적·경제외적 조건이 많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공인되
는 공간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는 산업이 가장 세
분화되어 있고, 산업별 연관관계를 구현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라고 판단하며, 방법론
을 개발하면 고용연관구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표준화된 산업연관분석에서 고용유발효과는 수요승수(최종수요-생산)로 분석하게
되는데 최종수요에서 변화가 나타났을 때 내생변수인 생산에 고용계수를 곱하는 방
법을 적용한다. 고용은 생산에 연동되며, 내생변수가 아닌 부수되는 변수로 설정되
어 있다. 기본승수보다 진전된 방법론은 공급측면의 승수분석이다. 고용을 외생변수
로 설정하고 고용변화가 유발하는 공급이나 생산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 공급승수
(Ghosh, 1958) 혹은 산출승수(Miller & Blair, 1985)이다. 산출승수와 공급승수에서
는 내생변수가 생산이 아닌 공급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생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정된 계수, 즉 공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생산규모를 계
산하고, 생산에 고용계수를 곱하여 고용효과를 도출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는 계산
과정이 존재한다. 현실에서 산업별 고용변화는 산업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데 고
용간의 효과(외생고용∼내생고용)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 역시 매우 제한된다.2)
기존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난점은 고용이 내생변수가 아니므로 고용유
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달경로(고용변화 → 공급변화 → 공급×생산계수 →
생산×고용계수)가 긴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관련된 이론적 정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3)따라서 고용을 내생화하는 방법론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4)
1) 2107년 중반 제조업의 공장가동률은 7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바(통계청)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용변화의 산업간 파급효과 분석이 매우 필요
하다고 하겠다.
2) Ghosh (1958) 및 Miller & Blair (1985)에서 공급승수 혹은 산출승수를 도입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부가가
치부문(피용자보수·영업잉여)의 변화가 내생공급과 생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지만 모형의 적용
성 측면에서 보면 산업간 고용연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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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내생화하는 모형구축 과정은 <3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부
가가치부문을 외생변수로 포괄하는 공급승수가 정립되어야 한다. Ghosh의 공급승수가
주요한 연구로 본 논문에서도 그 방법론을 적용하기로 한다. 두 번째, 부가가치부분에서
피용자보수(평균임금×고용자수)를 외생화한 공급승수를 유도해야 한다. 영업잉여가 포
함되면 외생변수에 포함된 영업잉여의 분리가 어렵다. 고용부문(임금 혹은 고용자수)만
의 고유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영업잉여를 내생화한 이윤내생화 공급승수를 구축해야
한다. Miyazawa (1976) 연구가 그 선구적 논문이 될 것이며, 이를 발전시킨 Miller &
Blair (1985)와 Chen et al. (2016)의 분석도 참조할 수 있는 연구이다. 셋째, 이윤내생
화 공급승수는 외생변수인 고용의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내생 공급효과를 보여준다. 따
라서 모형의 구조변환을 통하여 산업간 외생고용과 내생고용간의 고용연관관계를 구현
하는 승수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연관모형에서의 고
용승수를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의 승수분석 방법론 및 승수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용승수의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Ⅲ장에서는 공급승수 및 이윤내생
화 공급승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윤내생화 고용승수를 정립하도록 한다.
처음 시도되는 모형이므로 승수의 적용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윤내생화로
인하여 유발되는 승수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도록 한다. Ⅳ장에서는 2014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산업군별 고용승수·고용유발효과·
고용기회비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30개> 산업별 고용유발효과와 고용연관구조에 대하
여 분석하도록 한다. Ⅴ장에서는 연구의 논지를 요약하는 동시에 현 논문의 한계와 연
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Ⅱ. 승수분석 방법론의 발전
산업연관모형에서 기본승수는 수요승수분석으로 외생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생산에 연동되는 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분
3) 국내생산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정되면 생산변화에 따라서 수입 역시 변화된다는 가정이 수반된
다(Armington (1969) 참조). 단기 가변투입으로 고용계수가 고정되는 것은 강한 가정은 아니지만 수입규
모·지역간 교역규모 등이 고정되는 것은 강한 가정이라고 판단된다.
4) 산업연관모형보다 진전된 방법으로는 변수의 내생·외생화가 자유로운 CGE모형 혹은 ME모형을 들 수 있는
데 모형의 완결규칙(closure rule)에 따라서 노동(고용)의 내생화는 난점이 될 수 있다. 예로 모형이 완전고용
을 가정하면 고용조건에서의 제약이 수반된다. 기타 구조주의적 모형완결규칙에 대해서는 Taylor (1990)에
서 상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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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법론은 산업연관표가 지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외생화모형(exogenous
model), 내외생변수 전환모형(mixed exogenous-endogenous variables model), 공급
모형(supply-side model), 변수내생화 모형(open/closed model), RS(Ritz-Spaulding
approach)접근방법 등으로 발전해 왔다.5) 방법론의 진전과 함께 생산 외에 공급·물
가 등의 변수도 내생화되어 분석영역이 확장되었다. 2008년 RS방식을 적용한 수요
-수요승수가 개발되었으며, 차후 부가가치-부가가치승수가 정립되어 분석에 활용되
고 있다. 아직 내생화되지 못한 변수가 고용으로 현재까지는 유발생산에 고용률을
곱하는 생산연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방법론에서 Ghosh (1958)가 연구한 공급승수는 부가가치부문의 변화가 공
급에 주는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공급계수의 유도과정에서 산출이 아닌 공
급을 기준변수로 적용하고 있다. MIller & Blair (1985; 2009)에서는 산출을 기준
변수로 적용하였으므로 Ghosh의 모형과는 차별성이 있다.
Tiebout (1969)와 Polenske (1978)에 의하여 종합 정리된 외생화방법은 특정변수
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변수를 외생화하는 한편 내생부문에서 제외하는 방식, 생산
을 예로 하면 외생화된 생산이 내생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나 내지는 수개의 산업생산을 내생부문에서 제외하고 해당 변수를 외생화하는 방
법이다.6) Miller & Blair (1985; 2009)에서 연구된 내외생변수 전환모형은 검토대
상으로 설정한 산업부문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바꾸어 분석하는 방식으로 생산
제약이나 물가분석에서 많이 적용된 바 있다. 이후 외생모형이나 내외생변수 전환
모형은 산업연관구조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7) RS방법론을 적용한 수요-수요승
수(지해명, 2008), 물가-물가승수(지해명, 2011)8), 부가가치-부가가치승수(지해명,
2013)가 정립되었다. 위의 승수는 다지역 승수모형으로 확장되었으며, 한국은행의
IRIO모형(2003; 2005; 2010; 2013)이나 MRIO모형에 적용하여 지역간 유발효과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 혹은 다양한 승수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은 방법론이라 명명하고, 개별변
수에 대한 분석은 승수라고 약칭하도록 한다(<Table 1>). 승수변환 역시 여러 승수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에 해당한다.
6) Tiebout (1969)는 57개 산업 중 13개 산업을 외생화하고 생산제약효과를 분석하였다. Carter (1974), Lee
et al. (1977), Polenske (1978), 한국은행 (2014) 물가모형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7) 외생화되는 산업부문, 즉 변수가 전환되는 내생변수는 산업간 연관관계에서 파급효과와 환류효과를 유발
하지 않는 산업이 되므로 산업연관관계를 축소하게 된다. 주요비판은 지해명 (2012a)을 참조할 수 있다.
8) 기존 외생화방법이나 내외생변수 전환 방법론을 적용한 물가모형은 외생물가변화에 따른 유발물가수준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지해명 (2012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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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Comparison of Multipliers in Input-Output Model

Methodologies
Multipliers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Demand
Multiplier

Final demand

Production

Exogenous Model
Tiebout (1969) etc.

Price, production
Value-added

Price,
production
Value-added

Supply Multiplier
Output Multiplier
Ghosh (1958)
Miller·Blair (1985)

Value-added components
Supply
(wage·profit·capital·interest)

Endogenized Model
Miyazawa (1976)

production
Value-added
Price

Related
Variables

Applicabilities

· Demand analysis
Value-added
· Demand constraint
Employment
· Production linkage
· Multiplier conversion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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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내생화되지 못한 산업연관모형의 주요변수는 고용이다. 기본승수에서는 고
용이 생산에 연동되어 변화되지만 공급모형에서는 외생부문인 부가가치(노동자수,
임금, 이윤율, 자본, 노동자수×임금=피용자보수, 이윤율×자본총액=영업잉여)에서 하
나의 외생변수로 처리되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되어 있다. 이 보다
발전된 모형이 부가가치와 생산함수(CD생산함수, AK모형9)∼자본집약도모형; 지해
명, 2014)가 연계된 구조에서 고용이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설정
되었다. 해당 모형에서는 부가가치부문에서 영업잉여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변수로 설정되었으며, 외생고용변화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고용변수가 내생화되면 산업연관모형의 3개 주요변수인 생산·부가가치·고용이 모
형내부에서 결정됨으로 산업연관표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석대상이 고용일 경우 기존에는 활용되지 못했던 논점, 첫째, 산업연관표가
가지고 있는 외생 고용변화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와 산업간 고용연관구조에 관한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다.10) 둘째, 산업별 고용의 기회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논지에서 영업잉여가 내생화된 고용승수를 정립하고자 한다.

Ⅲ. 고용승수의 유도
공급승수를 유도하고, 이윤을 내생화한 공급승수를 도출하도록 한다. 공급승수의
원소변환을 통하여 외생변수로 설정된 특정산업의 고용변화가 내생변수로 설정된
산업별 고용을 변화시키는 고용승수를 도출하도록 한다.

1. 공급승수의 도출
Ghosh (1958)는 생산측면에서의 기술계수를 변환하는 산업연관승수를 발전시켜
배분계수(allocation coefficient 혹은 supply coefficient) 개념을 도입하고 공급모형
을 정립하였다.11) Miller & Blair (1985; 2009)는 공급모형(supply-side model)을
유도하였지만 폐쇄경제라는 구조에서도 생산(총투입)과 공급이 다를 수 있다는 점
9) Barro & Salai-i-Martin (1995) 참조.
10) 고용유발효과는 외생 최종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서 유발되는 내생생산에 고용계수를 곱하여 정량화된다.
따라서 전달경로가 길기 때문에 이론적 정합성을 가지고 산업의 고용변화가 타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직
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11) Ghosh (1958, p. 62)에서는 폐쇄경제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발전시키면서 국내공급만이 아닌 수입까지
를 포괄하는 공급개념으로 모형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도출되는 공급계수는 생산이 아닌 공급으로 나
누어 유도되어야만 정확한 공급승수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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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형구조에서

구현하지는

Ghosh와는

않았으므로

다른

산출승수(output

multiplier)를 유도하였다. 이절에서는 Ghosh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Miller & Blair
의 산출승수와는 차별화되는 공급승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공급모형을 도출하기 위
하여 공급(   ), 중간수요(   ), 부가가치(   )로 나타내면 공급계수(혹은 배분계수
로도 명명)는 식(1)과 같이 정의된다.

 

  


(1)



공급계수행렬을 ( 
 )로 표기하면 공급측면의 산업연관관계는 식(2)와 같은 형식
으로 표현되며,12) 공급은 식(3)과 같이 외생부가가치-공급효과를 분석하는 승수로
전환된다.

 ′   ′ ⋅ 
  ′

(2)

 ′   ′ ⋅   
  

(3)

공급승수의 원소를 (  )로 표시하면 부가가치부문의 변화에 따른 산업(j)의 공급
유발효과는 식(4) 및 식(5)와 같이 전개된다.
   …   

⋯

⋯
        
   ⋅   …  
    
  …   

(4)

  
       ⋯ 


(5)





식(3) 및 식(5)가 Ghosh가 정립한 공급승수로서 Miller & Blair의 산출승수와 차
별화되는 승수이다. 생산과 공급이 같다면 산출승수와 공급승수는 동일한 모형이
되지만 생산과 공급이 다르면 특히 잔폐물·자가공정산출물·수입·지역간 교역 등의
금액이 큰 산업이 다수 존재할 경우 산출승수는 공급유발효과를 상당 수준 왜곡할
수 있다.13)
12) 공급계수를 도출하는데 있어 2개 산업을 예로 하면
     
         
     형태로 산업별 균형이 이루어진다.
     
13) Miller & Blair (1985; 2009)가 폐쇄경제, 혹은 국내부문만을 고려했다고 해도 생산과 공급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급은 자가공정산출과 잔폐물을 포함하게 되는데 제조업(공산품)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으로 금액이 비교적 크게 평가난다. 2014년의 경우 30개 대분류 산업에서 7개 산업이 자가공정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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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윤내생화 공급승수
고용승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용변화의 고유한 효과를 식별할 수 있도록 영업
잉여가 내생화된 공급모형(closed model with respect to profit)으로 변환해야 한다.
부가가치부문 전체, 즉 영업잉여도 함께 외생변수로 설정하면 외생부문이 영업잉여
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나타나 피용자보수의 분리가 어렵게 됨으로 고용승수로 전
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윤을 내생화하는 방법을 적
용하였다.14) 기존 내생화 연구에서 이윤과 투자를 내생화한 사례가 없으며, 피용자
보수와 민간소비지출을 연계한 모형만이 정립되었다. Miyazawa (1976)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방법론이 창안된 내생화방법은 Leontief (1986) 및 Miller & Blair에서도
분석되었다. 최근 Chen et al. (2016)에서는 준내생화모형(semi-closed IO model)으
로 구조화되었고 피용자보수와 민간소비부문을 연계하는 형식으로 분석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부문에서 영업잉여와 기업의 지출(민간투자)과 기타지출을 내생
화하는 접근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식(1)∼식(5)에서 도출된 공급승수에서 부가가치부문   을 영업잉여  와 피용
자보수   ×     평균임금   노동자수  로 구분하면 식(6)과 같이 산
업별 균형식이 도출된다. 기존 공급승수가  ×  차원의 행렬이면 새로이 구성되
는 행렬의 내생부문은    ×    차원이 되며, 영업잉여 및 지출을 포괄한
다. 2개 산업으로 구성된 체계를 예로 하면 새로이 구성되는 행렬은 (3×3) 차원이
된다. 여기에서            는 최종수요에 포함되는 기업부문의 투자지출,
         는 산업별 영업잉여 및 감가상각,  는 기타지출로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성 지출 등을 나타내며,  는 이윤에서 지출되지 않는 사내유보를
나타낸다.15)

과 잔폐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은행, 2016). 모형을 지역간 모형으로 확장하게 되면 지역
간 교역에 의하여 승수의 왜곡은 더욱 심해진다. 지역별 교역계수의 논의에 관해서는 Moses (1974),
Polenske (1978), Baster (198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 모두 동일계열의 내생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모형구축 사례는 특정변수를 내생화하는 내생모형
(closed model)뿐만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내외생변수 전환모형(mixed endogenous/exogenous
variables model)에서도 적용되고 있다(Miller & Blair (2009) 참조).
15) Chen et al. (2016), Leontief (1986), Miyazawa (1976)에서는 피용자보수를 내생화하는 대신 민간소
비지출을 지출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피용자보수와 소비지출간에는 가계부문의 노동서비스(labor
service)라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와 유사한 흐름에서 모형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내유보
()는 가계가 내생화된 모형에서 가계의 노동서비스 구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근거하면 간접노동비용으로서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채용, 체력훈련비 등을 포괄한다
(고용노동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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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6)에서 새로 구성된 셋째 행은 기존의 산업별 투입구조 외에 모형의 구조변환
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식으로 총영업잉여(  )는 기업부문의 투자지출(    )과 노동
자에 대한 기타지출(  ), 고용승수에서 외생부문으로 남겨지는 사내유보(  )로 구성
된다. 식(6)은 식(7)에서와 같은 균형조건하에 이윤내생화 공급승수로 변환되는데
구성요소인 (     )는 산업별 공급대비 투자비율을 나타내며, (    )는 총영
업잉여에 대비한 산업별 영업잉여와 감가상각, (   ) 총영업잉여에 대비한 기타지
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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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의 투자지출, 기타지출, 영업잉여·감가상각이 기존 승수체계에 포함됨으로 내
생변수인 기업의 총공급과 총영업잉여는 기존승수보다 더욱 많이 변화된다. 내생부
문에 포함된 원소가 큰 값을 가질수록 공급승수를 크게 하지만 내생부문이 커지는
만큼 외생부문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그 메커니즘을 보면 외생화 공급승수에서
는 외생적 조건인 산업별 수요변화에 따라 공급·총영업잉여가 변화되던 경제체제가
이제는 투자수요가 산업별 투입재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공급에 포함됨으로 내생
변수인 산업별 공급 및 총영업잉여를 기존보다 증대시킨다. 또한 기업의 영업잉여·
감가상각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자본(따라서 자본에 대한 보수인
이윤의 증가)이 중간투입재와 같이 승수체계에 포함되므로 공급과 영업잉여를 증가
시키게 된다.
 ×  산업체계로 확장하면 이윤내생화 공급계수행렬은 식(8), 영업잉여가 내

생화된 공급승수식은 식(9)로 나타나게 된다.16)

16) 심사자는 영업잉여와 기업의 투자지출을 1:1관계로 처리하면 승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 자본계수행렬(capital matrix)을 이용하여 원천투자(investment by sector of origin)를 운용투자
(investment by sector of destination)로 전환하고 산업별 영업잉여와 운용투자를 비교하지는 못하였으며
총액만을 비교하였다. 관련논점 및 분석결과는 III장 4절. 이윤내생화 고용승수의 적용성에서 보다 자세
하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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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  열벡터 ,
(8)

   는  ×  횡벡터
  는 스칼라

      
 ′    
   ′
     
            
 

(9)

식(9)를 원소로 배열하면 식(10)에서와 같이 영업잉여가 내생화된 승수행렬로 표
기할 수 있다.    는 영업잉여가 내생화된 공급모형 승수의 원소를 나타낸다.
     ⋯⋯⋯⋯⋯       
     ⋯         ⋯     ⋅    ⋯⋯⋯⋯⋯     
          ⋯         





(10)
다른 조건은 변화되지 않고 <산업 1>의 피용자보수  만 증가되었다고 가정
하면 기업부문이 내생화된 공급승수에 따라서 식(11)에서와 같이 내생변수인 산업
별 공급   과 영업잉여  가 변화된다.

        ⋯        

 ⋅   ⋅   ⋯   ⋅           (11)

3. 이윤내생화 고용승수의 유도
고용부문에서 피용자보수  를 평균임금  과 고용자수   의 곱으로 변환
하면공급승수는 식(12)에서와 같이 산업별 피용자보수나 사내유보 변화가 공급 및
총영업잉여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         
  ⋅      ⋅    ⋯    ⋅     
     ⋯      
  ⋯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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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변환을 통하여 산업부문간 공급승수는 피용자보수 대 피용자보수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으며,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간 관계도 같은 방식으로 변환된다. 단기
적으로 산업별 평균임금이 일정하다면 산업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임금격차(wage
distortion factor)17)는 일정하게 되므로 고용승수는 외생 고용변수와 내생 고용효과
의 관계, 기준년 고용자수와 비교년 고용자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공
급승수는 식(13)에서와 같이 산업  의 고용변화가 산업  에 미치는 고용변화를
나타내는 고용승수의 원소로서 변환된다.18) 기준년의 임금·고용자(피용자보수:
wage bill)를  ⋅     , 비교년도 임금·고용자(피용자보수)를  ⋅    
로 표기하고 임금격차(    )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산업(  )의 피용
자보수 변화가 산업(  )의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식(13) 및 식(14)와 같이 명시할
수 있다.

    ⋅ ⋅   

(13)

    ⋅ ⋅   

(14)

공급승수행렬의 원소간 비율을 (  ∗
     )로 표기하면 산업   의 피용자보수
변화가 산업  에 미치는 효과를 식(15)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15)

피용자보수를 임금격차와 노동자수로 변환하면 식(16)에서와 같이 산업(  )의 외생
적인 고용변화가 산업(  )의 내생 고용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   ∗
 ⋅⋅       ⋯ 

(16)

특정산업의 고용변화가 산업별 기업의 기타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식(17)∼(18)으
로 표기할 수 있다. 식(16)에서와 같은 임금격차(  )는 식(18)에서와 같이 산업(  )
의 평균임금(  )의 곱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17) 임금격차는 일반적인 모형구축에서는 임금왜곡지수로 표현되며, 외생 파라미터로 주어져 단기·중기모형에
서는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면에서 본 논문에서 임금격차로 표기한 동 지수의 안정
성 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임금격차 파라미터는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피용자보수(평균임금×취업자
수)에서 계산한 산업별 평균임금으로 설정하였다.
18) 비교년을 ⋅ , 기준년을 ⋅ 로 표현하고 평균임금이 일정하다면    의
비율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산업간 임금왜곡지수를 도입하여 수식을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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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7)

∗   ∗
 ⋅  ⋅      ⋯       

(18)

기업의 기타지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는 식(19)∼(20)로 나타나는데 식(14)의 임
금격차는 식(  )로 표현된다.
 
 
 
∗
          ⋯      
 
   


(19)

  ∗   ∗
 ⋅    ⋅    ⋯      

(20)

식(16), 식(18), 식(20)의 승수를 재배열하면 식(21)과 같은 변환된 승수행렬(  ∗ )
로 표기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21)

내생 · 외생고용벡터(n개의 고용변수와 1개의 이윤지출)를  ∗ 로 표기하도록 한다. 변환
된 승수행렬 ∗ 의 원소와 산업간 임금격차의 곱행렬을 고용승수행렬 ∗ 로 표기
하면 산업연관모형에서 이윤내생화 고용승수는 식(22)로 정식화된다.
  ∗ ′    ′⋅  ∗

   ∗    ∗ 

(22)

⋯    ∗  ∗           ⋯       
∗
∗
   ∗

   ⋯        
∗
∗
∗
    ⋯       
⋅  
⋯
∗
∗
∗





      ⋯      





식(22) 고용승수의 각 원소는 임금격차에 의하여 매개되지만 <산업 i>의 고용변
화가 <산업 j>의 고용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식(22)은 산업연관표가
내재화하고 있는 고용연관구조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승수식이다. 특정산업의 외생
고용(    )이 변화되었다고 할 경우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산업간 환류효과

4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4권 제2호 (2018.6)

가 존재하므로 전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외생적 고용변화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고용승수행렬이 곱해지므로 산업별 외생고용변화는 내생고용변화를 유발함으로 고
용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총고용유발효과에서 외생고용변화를 차감하면 순
고용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발효과 및 특정산업의 외생고용변화
가 타산업에 미치는 고용연관관계를 제시하게 된다.
산업별 외생고용변화에 산업별 평균임금을 곱하면 고용변화를 유발하는 임금규
모를 계산할 수 있으며, 금액으로 총고용유발효과를 나누면 각 산업에서 지출한 임
금총액 대비 총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별 화폐단위당 고용유발효과를
산업별 고용비용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고용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산업별 고용의 기
회비용을 추정하게 된다.19)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실업이 존재한다면 증가되는 노
동은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준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임금의 과대평
가 가능성, 따라서 산업별 고용기회비용의 과소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20)

4. 이윤내생화 고용승수의 적용성
산업연관모형의 승수분석에서 고용승수 정립이 기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존모형에서는 부가가치투입이 변화되면 부가가치 투입변화-공급변화-공급×생
산계수-생산×고용계수-고용유발효과를 구하는 전달경로가 긴 계산과정을 거쳐야 한
다.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부가가치 투입변화는 공급구조와 고용구조에서 변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에서 생산비중이 고정되고, 생산에서 고용
계수가 고정된다고 가정한다. 새로 정립된 고용승수는 이러한 기존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생적 고용변화(부가가치부문의 변화)를 내생고용변화로 연계했다는 측
면에서 승수연구의 진전으로 판단한다. 둘째, 외생 부가가치를 영업잉여와 피용자보
수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고용변화가 유발하게 되는 영업잉여에서의 변화를 내생화
함으로써 영업잉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강한 가정이 없이 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이 논문의 두 번째 기여라고 본다.21) 승수분석의 측면에서는 한 산업의
19)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직·간접노동비용을 표본조사하는 실사이지만(2016년 기준 2,860업
체) 동 자료는 산업연관관계에 근거한 고용연관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9.21). 따라서 산업간 고용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본 논문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 이 부분에 대하여 심사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과대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업
이 존재하면 저임고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연관모형의 기본가정과는 달리 생산요소의
공급제약이 존재한다면 임금의 상승, 보다 강하게 완전고용수준을 가정하면 이러한 외생적 고용변화는
타산업의 노동수급에도에 영향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전반의 교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21) 부연하면 기존 공급승수에서는 영업잉여를 내생화하지 않으면 외생부문에 영업잉여가 포함되어 영업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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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변화가 타산업의 고용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으로 산업연관모형 승수의
적용성을 높이게 되었다. 현실에서 보면 특정산업의 감원·증원이나 근무시간 단축·
연장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연관산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고용
승수는 이러한 상황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모형정식화 과정에서 수학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 내생부문이 커지면 승수
가 커지게 됨으로써 연동되는 변수도 커지게 된다. 그렇지만 내생부문에 포함된 이
윤은 고용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외생고용변화-내생이윤변화의 관계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이론적 연구논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제시할 수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제
시한다. 둘째, 영업잉여가 모두 투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수가 편의를 가
질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승수의 과대 혹은 과소평가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실
증분석에서 이용하는 한국은행의 2014년 산업연관표 통계부문에서는 자본계수행
렬(capital matrix)이 발간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산업연관표에 수록된 원천투자
(investment by sector origin)를 승수도출에 이용하였고, 자본계수행렬을 이용하여
원천투자를 운용투자(investment by sector of destination)로 전환한 후 산업별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영업잉여의 운용투자로의 배분, 회임기간
(gestation period), 원천투자로의 재배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자본계수행렬을 이
용하지 못하였음으로 산업연관표상의 투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총액으로 산업연관표상의 원천투자와 영어잉여를 비교하면 영
업잉여는 385.4조원이며, 투자총액은 434.1조원으로 나타난다. 감가상각은 자본몫의
이윤, 즉 부가가치의 영업잉여로의 배분에 기여한 자본보수임으로 감가상각을 포함
하고 기타생산세의 이윤몫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영업잉여 685.2조원, 투자총액
434.1조원으로 계산되었고, 투자/영업잉여 비율은 64%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를 위
해 제시하면 기타생산세를 포함한 피용자보수는 669.7조원, 민간소비 748.2조원은
민간소비/피용자보수의 비율은 112% 정도로 나타난다.22)
영업잉여를 내생화하지 않은 공급승수와 내생화한 공급승수, 그리고 영업잉여를
내생화하지 않은 고용승수와 내생화한 고용승수의 비교결과를 제시하면 <Table 2>
와 같이 나타난다. 모형의 정식화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급승수를 비교하면 이윤내

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다소 자의적이고 강한 외생부문의 조건을 부가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고용부문이
변동하면 따라서 영업잉여 역시 변화될 것인데 기존모형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2)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부가가치세, 생산물세, 기타 생
산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노동과 자본에 대한 본원적 분배로 재계산해야 한다. 기타생산세(보조금
공제)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한다. 고정자본
소모는 자본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영업잉여에 귀속시킨다(한국은행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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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between Profit Exogenized and Profit Endogenized
Multipliers: Analyses of 2014 Input-output Table
Supply Multipliers

Employment Multipliers

Profit
Profit
Differences
Profit
Profit
Differences
Exogenized Endogenized
(%)
Exogenized Endogenized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2.47

2.66

7.5

2.46

2.55

3.9

Mining and quarrying

3.58

4.08

13.8

3.14

3.52

11.9

Food, beverage and tobacco

1.98

2.10

6.1

1.78

1.83

2.9

Textile and apparel

1.91

2.07

8.7

1.39

1.47

5.3

Wood and paper products

3.05

3.82

25.3

2.30

2.66

16.0

Petroleum and coal products

2.47

2.83

14.7

4.13

4.71

13.9

Chemical, drugs, and medicines

2.53

2.97

17.2

2.25

2.60

15.6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2.53

4.53

78.8

2.11

3.35

58.7

Basic metal products

3.11

4.05

30.5

2.28

3.11

36.2

Fabricated metal products

2.44

3.77

54.8

2.66

4.03

51.5

General Machinery and equipment

1.80

3.28

82.5

1.52

2.59

70.1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1.81

2.32

28.0

1.42

1.82

27.8

Precision instruments

1.86

3.03

62.8

1.67

2.43

45.2

Transportation equipment

1.52

2.17

43.0

1.26

1.82

44.7

Other manufactured products,
outsourcing

2.60

3.27

25.6

2.06

2.44

18.3

Electricity, gas, and steam supply

2.79

3.26

17.0

2.93

3.30

12.7

Water supply, waste management

2.69

3.16

17.2

2.51

2.81

11.9

Construction

1.09

4.51

311.9

1.10

3.23

194.3

Whole sale and retail trade

2.12

2.75

29.6

1.46

1.62

11.2

Transportation

2.31

2.73

18.1

1.87

2.06

10.2

Food services and accommodation

1.72

1.98

15.0

1.39

1.46

5.3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2.15

3.21

49.4

2.02

2.63

29.8

Finance and Insurance

2.18

2.60

19.3

2.08

2.31

11.0

Real estate and leasing

1.60

1.94

21.1

1.46

1.58

8.4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s

1.86

4.00

114.9

1.63

2.77

69.7

Business supporting services

2.65

3.17

19.8

1.75

1.88

7.9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1.13

1.18

4.3

1.17

1.21

3.0

Educational services

1.02

1.02

0.6

1.02

1.02

0.4

Health and social work

1.12

1.17

5.1

1.07

1.09

1.8

Cultural and other services

1.53

1.73

13.2

1.30

1.37

5.1

Average

2.12

2.85

34.2

1.91

2.38

24.6

Note: Simulation results by profit-exogenized and porfit-endogenized supply and employment-employment
multipliers in 2014 IO table (BO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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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 공급승수가 평균 34.2%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승수를 비교하면
이윤내생화 고용승수가 24.6% 정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
만 Chen et al. (2016)에서는 민간소비와 피용자보수를 내생화한 모형의 승수분석
결과 해당부분이 외생화된 승수에 비하여 생산승수에서 약 22% 크게 나타나고 있
다.23)
영업이윤과 투자가 내생화됨으로써 영업잉여와 투자는 해당부분이 외생화된 모
형에 비하여 연계된 산업간 상호작용을 늘림으로써 승수를 크게 하는데 고용승수를
예로 하면 그 기저에는 외생고용변화는 파급효과를 통하여 이윤 및 투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급효과를 받은 이윤 및 투자부문은 승수효과가 커지는
만큼 해당산업의 고용승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환류효과는 하나의 산업
이 아닌 전산업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업잉여가 외생화된 승수에
비하여 고용승수가 커지게 된다.

Ⅳ. 실증분석
2014년 산업연관표의 30개 산업분류표를 이용하여 이윤내생화 공급승수를 유
도하고, 승수의 원소변환을 통하여 이윤내생화 고용승수로 변환하도록 한다. 부가가
치부문의 이윤항목에는 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이윤몫생산세를 포함하였으며, 피용
자보수항목은 산업별 피용자수 통계에 의거하여 평균임금과 피용자수로 재계산하였
다. 이윤내생화 공급승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공급은 국내생산과 수입을 포함하는
총공급을 적용하였으며, 총수요(중간수요와 최종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되는 균형조
건하에서 승수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윤내생화 고용승수는
이윤이 외생화된 모형의 고용승수보다 커지게 된다(<Table 2> 참조). 특정산업의
변동이나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양적 고용유발효과의 분석이 적합하지만 효율
성을 비교하자면 동일금액대비 고용창출효과(1억원당 고용창출) 분석이 유용할 것
이다.24) 두 기준에서 접근하되 우선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차후 개별산
업의 고용유발효과와 고용연관효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23) Miller & Blair (2009, pp. 38∼39)의 설명에서는 피용자보수와 민간소비를 내생화함에 따라서 승수가
커지게 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으며, 물론 가상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수치를 이용한 사례에서 보면
60% 정도 승수가 커지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4)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주의할 부분은 실업의 존재로 인한 임금의 과다계산 가능성과 고용기회비용의 과소
평가 가능성이다. 이 부분은 주(20)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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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Comparison of Induced Employment Effect: Analyses of 2014
Input-output Table
Employment Multiplier

2014 IO Table

Employment
Employment
Production Value-added Total labor Employed
per 100 mil
(person)
(%)
(%)
(%)
(%)
won(perso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products

255

6.0

Mining and quarried goods

352

5.9

0.1

0.2

0.1

0.1

Manufacturing

268

4.6

49.1

29.5

16.2

19.9

298

4.8

21.0

9.5

5.5

6.6

Basic products

1.6

2.3

6.0

0.6

Fabricated products

254

4.2

23.4

16.7

8.5

11.0

Other manufactured products

213

5.3

4.7

3.2

2.2

2.3

Electricity, water. waste management

306

5.4

3.5

2.8

0.8

1.0

Construction

323

6.9

5.3

4.9

6.7

6.9

Services

175

4.8

40.4

60.2

70.2

71.5

Public consumer services

106

2.6

5.9

9.9

13.4

16.1

Private consumer services

141

5.5

4.9

5.7

13.3

9.7

Producer services

212

6.1

26.3

38.1

38.9

39.2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121

2.1

3.3

6.5

4.6

6.4

238

4.9

100.0

100.0

100.0

100.0

Average

Note: Simulation results by employment-employment multiplier using 2014 IO table. The figures of right-hand
side are in 2014 IO Table (BOK, 2016).

1. 산업군별 고용유발효과 및 고용기회비용
산업군별25)변화 혹은 정책차원에서 비용개념을 사상한 양적 유발효과의 측면을
우선 비교하도록 한다. 산업별 <100명의 외생적 고용증가>가 나타났을 때 전산업
평균 내생고용증가(유발고용효과)는 238명으로 평가되었다(외생고용증가 100명을
제외한 순유발효과는 138명, <Table 3> 참조). 산업군별로는 광업의 고용유발효과
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농업(자영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임)과 마찬
가지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건설업은 323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4
년 6.9%에 달하는 취업자비중을 고려하면 건설업의 경기가 고용변화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 비교인데 제조업은 평균 268명의 유
25) 제조업 기초소재형: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 석탄석유, 화학,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제조업 가공조립
형: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장비, 제조업 생활관련형: 음식료품제조업, 기타제
품제조업을 포괄하며, 공적 소비자서비스업(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산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사적 소비
자서비스업: 음식숙박, 문화 및 기타서비스, 생산자서비스업: 도소매, 운송,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
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원지원서비스를 포괄한다(통계청 산업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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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과, 특히 기초소재형은 298명의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전산업 생산비중은 49.1%(2014년 기준)이지만 부가가치·피용자 비중은 각각
29.5%, 19.9%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의 평균 유발고용효과는 175명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 및 국방은 유발효과가
각각 106명, 121명으로 하위권에 있지만 생산자서비스업은 212명의 비교적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은 40.4%이지만 부가가치
60.2%, 특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사자서
비스업의 고용비중은 39.2%의 높은 수준에 있다. 생산 및 고용에서 제조업과는 대
비되는 면이 나타난다.
양적 유발효과에 따르면 서비스업보다는 중간투입이 많아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
가 큰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업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되는데 기초소재형과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고용증대가 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고
정된 생산공정에서 가변투입을 늘려 생산을 증대시키는 방안(2017년 7월 제조업 공
장가동률 72%(통계청))이 전게한 고용승수 의태분석의 예가 될 것이다.
비용을 고려한 <1억원당 고용인원>을 평가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4.6명,
4.8명으로 그 격차가 크지는 않다. 제조업은 세부 산업군이 유사한 고용창출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서비스업에서는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은
각각 5.5명, 6.1명 수준의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보이는 반면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이
나 공공행정 및 국방은 각각 2.6명, 2.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을 감안한 유발
효과의 측면에서는 제조업일반과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유발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서비스업은 중간투입이 적어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으므로 고용의 기회비용이 클
것이란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 실증분석에서와 같이 고용의 기회비용 분석을 보
면 사적 소비자서비스업 혹은 생산자서비스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따라서 고용기회비용이
작은 산업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에서는 재고가 거의 없는 서비스업의 성격상 수요의 계절
적 변동 등 유휴노동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지만 전게한 서비스업의
고용기회비용이 작다는 부분은 의미있는 결과로 판단한다.26)

26) 자본집약도의 증대와 고용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밑도는 상황 등 제조업의 현상을 고려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성장도 함께 모색해보는 고용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논점을
제기해본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음식점·숙박·관람 등 서비스상품권의 발행이
나 대안의 수요부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내 분업증대나 서비스업 투
입재 증대 등을 모색하는 전략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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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고용연관구조 분석
<100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때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471명), 금속제품(403명), 광산품(352명), 비금속광물제품(335명) 등의 산
업으로 평가되고 있다(<Table 4> 참조). 대체로 광업과 기초소재형 제조업이 효과
<Table 4> Induced Employment Effect by Industry and Related Industry
Total
Employment
effect
per 100 won
(persons)
(persons)
Agricultural, forest, fishery goods

255

6.0

Mined and quarried goods

352

5.9

Food, beverages and tobacco

183

5.0

Related Industries
Industry
Effect
Industry
Effect
1
(persons)
2
(persons)
food
food
66
42
beverage
accommoda.
petroleum
electricity
30
24
coal
gas
food
agri. forest
40
8
accommoda.
fishery
other
man.
whole retail
7
4
outsourcing.

Industry
3
whole sale
retail

Effect
(persons)

whole retail

22

whole retail

6
3
11

8

Textile and leather products

147

4.1

Wood and paper products,

266

7.2

whole retail

28

construction

11

Petroleum and coal products

471

3.8

51

260

4.1

16

whole retail

15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335

7.1

construction

54

chemical
electrical
electronic
electrical
electronic

50

Chemical products

transport.
health social
work

health social
work
food
accommoda.
whole retail

27

whole retail

24

electrical
electronic
transport.

29

15

transport.

13

real estate
leasing
Electronic
electrical
cultural
other
textile
leather
real estate
leasing
food
accommoda.
food
accommoda.

13

5

food beverage

5

6

chemical

6

3

3

19

Basic metal products

311

4.6

construction

26

transport.

23

Fabricated metal products

403

5.2

construction

42

31

Machinery and equipment

259

4.8

whole retail

21

whole retail
real estate
leasing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182

3.0

whole retail

11

construction

7

Precision instruments

243

5.1

whole retail

17

14

Transportation equipment

182

2.8

whole retail

13

health social
work
real estate
leasing

8

43

21

6
13
8

Other manufactured outsourcing

244

5.6

Electronic
electrical

15

transport.

15

Electricity, gas, and steam supply

330

5.3

whole retail

30

food
accommoda.

17

5.6

health social
work
whole
retail
food
accommoda.
whole
retail
whole
retail
whole
retail
real estate
leasing
whole
retail
whole
retail

20

whole retail

19

37

33

42

real estate
leasing
Electronic
electrical
Electronic
electrical
cultural
other
profession
scientific

12

25

whole retail

23

16

food
accommoda.
real estate
leasing
finance
insurance
communica.
broadcast
finance
insurance

6

profession
scientific
real estate
leasing
health social
work
health social
work

17

construction

13

8

communica.
broadcast
real estate
leasing
food
accommoda.
real estate
leasing
finance
insurance

8

Water supply,

waste management

Construction

281
323

6.9

Wholesale and retail trade

162

6.9

Transportation

206

5.5

Food services and accommodation

146

6.0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263

6.0

Finance and insurance

231

5.1

Real estate and leasing

158

4.9

Professional, scientific

277

6.9

6
28
10

30

Business support services

188

8.8

whole retail

20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121

2.1

whole retail

4

Educational services

102

2.0

whole retail

1

2
0

Health and social work

109

3.9

whole retail

2

construction

1

Cultural and other services

137

5.1

whole retail

7

health social
work

3

15
17
13

12
7
4

2
0
0
3

Note: Simulation results by employment-employment multiplier using 2014 IO table. The figures of right-hand side are in 2014 IO Table (BO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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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산업은 자본장비율이 높으며, 영업잉여의 비중
이 높은 산업군에 속한다.27) 고용창출의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1억원당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 산업은 사업지원서비스(8.8명), 목재 및 종이(7.2명), 비금속광물
(7.1명), 도소매서비스업(6.9명), 건설업(6.9명) 등이다. 이러한 산업은 유발효과가
매우 크거나 평균임금이 비교적 낮은 산업군에 속하는 산업으로 고용측면에서는 비
용효과적 산업이라고 적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공적기능이 강한 소비자서비스업인 보건 및 사회보장업(3.9명)과 교육서비
스업(2.0명)이나 공공행정 및 국방(2.1명)은 고용유발효과는 작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속한다.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호황일 때는 산업일반에서 고용이 창출될
것이므로 경제가 민간부문에 맡겨져도 경제는 선순환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황에서
는 공공부문이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고용승수를 기반으로
평가할 때 현재 논의·시행되는 공무원 증원은 비용효과적인 방안은 될 수 없지만
민간이 투자를 유보하고 있고 특히 실업률(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개
입은 필요하며, 비교적 손쉬운 개입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산기반이 미비된 지
역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행정서비스와 연계된 사업지원서비스업
이나 정부 R&D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기술분야와의 연관관계를 높이는 것도 하나
의 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산업별 고용연관구조 분석에서는 고용창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업으로는 도
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건설업, 전기 및
전자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도소매
업이 가장 중요한 연관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통부문의 활력도 고용창출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이나 생산능력증대가 고용창출에 미
치는 효과도 크겠지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산업의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므로 유통을 촉진하는 수요부양 수단도 중요하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승수분석에 많이 적용하는 기본승수(최종수요-생산승수)에서는 생산변화에 고용
률을 곱하여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한다. 제조업의 생산변화는 연관 제조업의 생산변화를
27) 자본장비율이 높아야 성장이 촉진된다는 Galenson & Leibenstein가설 (1955)이 설득력을 얻고는 있지만
고용 및 분배와 관련해서는 자본장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의 자본으로의 대체 또한 향후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관련된 논문으로는 Hardin (1963), Gupta (1973), Hudson & Jorgenson (1974),
Kotlikoff (1979), Campbell (1980), Leibenstein (1957), Crabbě (1982), Rima (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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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여 제조업의 고용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Appendix 1> 참
조). 그렇지만 공급측면에서 평가하는 이윤내생화 고용승수에서는 제조업이 제조업의 고
용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을 많이 창출하게 된다. 부연하면 투입구조를 중심으로 평가하
는 기본승수분석에서는 상품을 구성하는 산업으로부터의 중간재구입을 기반으로 분석한
다. 따라서 제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많이 공급받는 제조업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고용승수는 공급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구축된 승수임으로 해당 산업이 어떤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가 하는 점이 기본승수와
의 차별성인데 이에 따르면 제조업에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연관도가 높은
산업이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서비스업임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나타난다. 현재의 분석이 투입구조가 아닌 상품의 공급구조를 중심으로 분석
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신고전파에서 중시하는 산업의 생산성·생산능력도
중요하지만 유통측면에서도 고용장애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논점도 보여주는 것이
다.28) 즉 제조업의 생산변화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변화를 많이 초래할 개연성
이 있다.
셋째, 고용승수분석에서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감소)는 제조업의 고용증가(감소)
보다는 다른 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기본승수분석은 서비스업
의 수요증가(감소)는 제조업의 생산증가(감소)를 더 많이 유발하여 제조업의 고용증
가(감소)를 유발하게 된다(<Appendix 1> 참조). 반면에 공급구조를 중심으로 구축
된 고용승수분석에서는 기본승수와는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서비스업의 고
요변화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변화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준다.
상품의 생산, 즉 투입구조를 중심으로 승수를 구축하는 기본승수(최종수요-생산)
분석에서는 유발되는 생산에 고용계수를 곱하여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한다. 반면 이
윤내생화 고용승수는 상품의 공급구조를 모형화한 승수이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고용의 변화는 타산업의 고용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상품의 공급구조에 근거한 산
업간 고용유발구조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의 고용변화가 서비스업의 고용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분석결과의 큰 특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8) 고전적 경제발전전략(high development theory로 명명한 Krugman (1993) 평가 참조)을 고려하면 유통부
문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은 Hirshman (1961)에서 제기되는 불황기의 경제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상품의 가치실현과정인 유통부문에서 불황이 지속되면 유통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 즉 유
효수요의 유발이 그 대처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균형 경제발전론을 옹호하는 Scitovsky (1954)와
Rosenstein-Rodan (1943)의 연구에서도 산업간 수요창출, 특히 산업간 보완관계에 근거한 수요창출이 필
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연관모형의 고용-고용승수(Employment Multiplier) 정립: 산업간 고용연관관계와 기회비용의 분석 49

Ⅴ. 결론
산업연관모형에서 고용유발효과와 고용연관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부
문의 영업잉여를 내생화한 공급승수를 도출하였다. 승수분석에서는 처음으로 이윤
내생화 공급승수를 변환한 고용승수를 정립하였으며, 산업별 외생고용변화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와 고용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보면 서비스업 평균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에 비하여 낮으며, 생산
자서비스업만이 비교적 제조업에 비견되는 고용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서비스업보다는 중간투입이 많아 타산업에 비치는 효과가 큰 제조업에서 기초
소재형과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비용
을 감안한 <1억원당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이나 생산자서비스
업은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논의되는 공공부문의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공공행정 및 국방은 고용유발효
과가 작고 그 기회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부문이 활력이 있고 호황일 경
우 산업일반에서 고용이 창출될 것이므로 민간부문에 맡겨져도 경제는 선순환할 것
이다. 그렇지만 불황기나 실업이 만연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부
문이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즉 공무원 증원 등 정부개입은 실
업률(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며, 생산기반이 미비된 낙후된
지역에서는 민간부문의 활력이 더욱 낮으므로 정부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장
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고용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연계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이나 R&D비중이 높은 분야와 산업연관관계를 심화시켜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고용승수의 산업별 고용연관구조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징으로는 첫째, 대체로 유
통부문의 활력이 고용창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고용창출은 유형재화
의 공급보다는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 이윤내
생화 고용승수에서는 제조업이 제조업의 고용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을 많이 유발
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장애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유통부분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본다. 즉 제조업의 생산감소에 따른 고용감소보다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많
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서비스업 고용변화는 제조업 고용변
화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상품
의 공급구조에서 본 산업간 고용유발구조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 고용변화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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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석의 주된 특징이다.
산업연관모형에서 고용승수는 본 연구에서 처음 정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많은
검토·평가가 필요하다. 논문의 한계로서 제시하는 부분은 첫째, 산업연관분석이 대
체로 기술적 안정성을 가정하는 5년 미만의 시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에
서도 산업별 평균임금 및 임금격차가 단기적으로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모형정립 및
실증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둘째, 고용승수는 기본적으로 생산요소 공급제약,
선형성의 문제 등 산업연관모형의 기본적인 가정(한계)을 넘어서지 못한 연구이다.
실업이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고용기회비용
의 과소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내생부문으로 포함된 이윤은 고용변화의 영
향을 받게 된다. 논문의 분석은 고용-고용관계에 국한되었으며, 고용변화-이윤변화
의 관계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논점을 수록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논점에 대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도 본 논문의 한계로 적시한다. 처
음 시도된 분석이지만 후속연구를 기대한다면 지역산업의 고용유발구조는 지역특정
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지역산업간 고용승수를 도출하는 것을 향후 연구되
어야 할 분야의 하나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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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Induced Employment Effect of Demand-Output Multiplier and
Related Industries by Industry
Total
Agricultural, forest, and
fishery goods

230

Mined and
goods

quarried

Food,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Related Industries
Industry 1

(%)

Industry 2

(%)

Indusrtry 3

(%)

food, beverage, tobacco 10.6 chemical products

8.2

petroleum and coal

4.5

215

transportation

7.6

5.9

chemical products

4.5

315

agricultural, forest,
fishery

15.5 whole sale retail

petroleum and coal

6.2

chemical products

5.9

6.0

whole sale retail

5.3

329

chemical products

9.7

other manufactures
products and
outsourcing

Wood paper products
printing

311

chemical products

7.9

whole sale retail

4.8

mined and quarried
goods

4.4

Petroleum
products

313

mined and quarried
goods

27.9 transportation services

Textile and
products

leather

and coal

Chemical

products

Non-metallic
products

mineral

Basic metal

products

Fabricated metal products

5.3

chemical products

4.1

8.5

whole sale retail

4.1

356

petroleum and coal

9.9

mined and quarried
goods

303

mined and quarried
goods

9.5

petroleum and coal

6.4

transportation services

6.4

408

mined and quarried
goods

9.9

petroleum and coal

4.6

transportation services

3.3

basic metal products

mined and quarried
21.4
goods

5.8

chemical products

5.7
5.3

336

Machinery and
equipment

330

basic metal products

14.1 chemical products

5.4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331

chemical products

8.1

7.6

mined and quarried
goods

3.8

320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12.6 chemical products

9.6

basic metal products

6.1
4.2

Precision instruments

basic metal products

Transportation
equipment

355

basic metal products

11.5 chemical products

6.9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Other manufactured
products outsourcing

268

chemical products

7.4

7.2

mined and quarried
goods

4.2

275

mined and quarried
goods

21.2 petroleum and coal

5.1

chemical products

4.3
4.8

Electricity, gas, and
steam supply

basic metal products

Water waste management

240

basic metal products

6.7

chemical products

5.4

mined and quarried
goods

Construction

296

basic metal products

11.2 chemical products

5.8

fabricated metal
products

5.0

transportation services

5.8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4.7

real estate and leasing

3.7

mined and quarried
10.5
goods

8.6

chemical products

3.8

Wholesale
trade

and retail

217

Transportation

266

petroleum and coal

Food services and
accommodation

263

food, beverage, tobacco 14.4

agricultural, forest,
fishery

7.6

whole sale retail

5.8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231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6.3

whole sale retail

5.0

business supporting
services

4.1

4.9

business supporting
services

4.1

professional and
scientific services

3.0

mined and quarried
goods

2.4

Finance and

insurance

194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Real estate

and leasing

156

finance and insurance

9.5

electricity, gas and
steam

2.9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205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5.2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4.2

chemical products

3.9
2.8

Business support services

181

chemical products

5.3

finance and insurance

2.8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162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2.5

mined and quarried
goods

2.4

transportation services

2.2

Educational

162

electricity, gas and
steam

3.6

mined and quarried
goods

3.6

petroleum and coal

2.9

4.3

mined and quarried
goods

4.2

3.9

transportation
equipment

3.8

Health and
Cultural
services

services
social work

and other

228
239

chemical products
chemical products

12.3 whole sale retail
6.6

mined and quarried
goods

Note: Simulation results by demand-output multiplier using 2014 IO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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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ruction of an Employment
Multiplier in the Input-Output Model:
The Analyses of Industrial Labor
Linkages and Opportunity Costs
Haemyoung Ji

*
*

In Input-output model, an employment multiplier i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to analyze an employment linkage relations and the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among industries. A supply multiplier is constructed by endogenizing profit into
the model and the multiplier is transformed into an employment multiplier.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averag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the service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manufacturing industry, but considering the cost of employment,
the private consumer service and the producer service sectors show greater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an those of manufacturing sector. Other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linkage structures are that, first, the whole sale and
retail industry great influence on the induced employment; second, manufacturing
sector generates more employment in the service sector than tha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ird, the service sector has an greater impacts on the employment in the
service sector than tha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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