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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노동투입의 감소는 노동공급규모의 지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성별·연령별 노동공급패턴이 유지된다면
2050년의 취업인구와 총 노동시간은 각각 현재 수준의 88%와 83%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규모 감소정도는 장년 및 여
성 고용 변화나 청년실업의 변화와 같은 노동공급의 장기적 변화에 크게 의
존할 것이다. 노동수요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규모가 크게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노동력 부족문제를 초래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노동수요 변화가 일자리
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동수급사정이 산업별, 노동유형별로 큰 차
이를 보일 것이다. 향후 10~15년 동안 전체 노동공급규모가 현재에 비해 줄
어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미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부문에서
는 베이비 붐 세대 인구의 노동시장 퇴장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인력이 충분히 진입하지 않
아서 고령노동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부문에서 이러한 노동부족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인구고령화, 노동시장, 노동공급
JEL classification: J20, J21, J23, 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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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재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 전
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
구고령화의 가장 대표적인 충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우선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동인력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취업인구 중 연령이
높은 취업자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널리 인식되고 있듯이 나이가 들면
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취업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
다.
이와 같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의 저하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우려된다(Maestas, Mullen, and Powell, 2016). 이와 같은 일반적인 우
려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
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크
게 감소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변화가 실질적인
노동공급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
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공급이 크게 감소한다고 해도 그것이 노동수급과 경제성장
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어떻게 변화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래에 노동인력이 부족할 것으
로 예측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여전
히 논란거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다음 절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근로시간,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장래의 노동공급규모 변화를 추정한다. 아울
러 장년고용확대, 여성노동 경력단절 완화, 청년실업 감소 등 몇 가지 노동공급변
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것이 현실화되는 경우 노동공급규모가 어떻게 달라질지
를 분석한다. 둘째, 제3절에서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비롯한 장기적인 노
동수요 요인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노동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질적으로 진단해본다. 또한 향후 10년~15년 동안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효과가 각 산업별로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제4절에서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노동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
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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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구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 현재의 노동공급이 유지되는 경우의 노동공급규모 전망
인구변화에 의해 노동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장 잘 보여주는 통계의
하나는 생산가능인구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15~64세 인구의 규모이다. 이
하에는 이 연령 인구를 핵심생산가능인구로 부르기로 한다. <그림 1>은 통계청의
장래 연령별 인구 추계에 따른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핵심생산가능인구의 규모
추이를 보여준다. 현재 약 3,760만명인 15~64세 인구는 2050년까지 2,590만명으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30여 년 동안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가 약
1,170만명 혹은 31% 감소한다는 추정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인구규모 자체에 대한 전망치는 급격한
출산율이나 사망률의 변화가 없는 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16년-2050년 15~64세 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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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2050년 15~64세 연령별 인구 비율 추계

<그림 2>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기초하여 각 10세별 인구가 전체 15~6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50년까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55~64세 인구 비율의 증가이다. 현재 약 19.7%인 이 연령인구
의 비율은 2050년까지 26.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각각 18.3%와
21.7%인 25~34세 및 35~44세 인구의 비율은 각각 16.3%와 18.2%로 감소할 것
이다. 이는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과 더불어 이 인구집단의
고령화도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5~64세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규모가 노동공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실제의 노동공급량의 변화는 이 연령층 인구규모의 변화와 다
를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생산성을 고려한 한 시점(t)의 총 노동공급량을
식 (1)과 같이 성별, 연령별 노동공급량의 합으로 표시하기로 하자. 여기에서 하
첨자 j는 성별, a는 연령을 나타낸다. 총 노동공급량은 각 성별 및 연령인구의 경
제활동참가율(P: 경제활동참가인구 비율), 취업률(E: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
율), 취업자의 평균노동시간(H), 노동생산성(λ) 등에 의해 결정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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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시간, 노동생산성 등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각 성별·연령별 인구(N)의 변화가 총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효과는 식 (1)의 다른 요인들이 나타내는 각 인구집단의 노동공급정도에 의해 결
정된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때 노동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시간,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1)
식 (1)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별·연령별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인구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초기 상태(t=0)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
초한 분석을 수행하려고 한다. 우선 향후 20~30년 동안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변화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이미 태어나 있는 인구가 노동시
장에 진입하는 향후 20년 동안 20대와 30대 인구는 현재의 추정치와 크게 달라지
지 않을 것이다. 또한 40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이 현재의 추정치와 크게 어긋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반면 성별·연령별 노동공급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요인들은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은 물론
앞으로의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인구변화가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작업
은 정책적으로 유용한 기준추계를 제공해줄 수 있다.

 






        

(2)

식 (2)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시간, 노동생산성 등이 기준
시점(t=0)부터 변화하지 않는 경우의 각 연도별 노동공급량의 가상적 추정치를
나타낸다. 이하에서 식 (2)를 변형하여 경제활동참가인구, 취업인구, 총 노동시간
등 다양한 노동공급지표의 장래 추계를 살펴볼 것이다. 예컨대 경제활동참가인구
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식 (2)에서     만 남기고 나머지 요소들은 제거
할 것이다.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은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수량
적인 전망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질적인 논의만을 하려

1)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차이는 노동수요의 특성과 결합하여 나타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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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6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고 한다. 기준시점은 해당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6년으로 설
정하였다.
먼저 2016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장래의 경
제활동인구를 추정하였다. <그림 3>은 2016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여 30
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50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한
다. 이는 50대 후반 이후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인구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50대 60
대 후반 및 70대 초반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미치는 효과는 15~64세 인구규모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작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0세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 연령층 인구의 감소 역시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보다는 경제활동인구에
더 약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은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이러한 남녀 간 격차는 특히 결혼 및 육아 시기인 30대와 40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령 여성인구의 감소가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미
치는 효과는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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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6년-2050년 전체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인구 추계

<그림 4>는 성별·연령별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전체 및 연령별 경제활동인
구 변화 추계결과를 보여준다. 2016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될 경
우 앞으로의 인구변화에 의해 현재 약 2,811만명인 경제활동인구가 2023년까지
약 2,891만명으로 증가한 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35년에는 약 2,741만명,
2050년에는 약 2,44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구성
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이 보여주듯이 젊은 경제활동인구는 절대적으
로나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절대적으로 증
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현재 거의 절반에 달하는 45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은 2050년까지 3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 이하인 65세 이상 노동력의 비중은 2050년까지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로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인구를 제외한 취업인구를 추정하였다. <그림
5>는 2016년의 성별·연령별 실업률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결과는 실업률이
청년기에 높고 30세 이후부터 낮아지는 일반적인 연령별 실업률 패턴을 확인해준
다. 특히 30대 미만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은 두 자리 수에 이른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60대 초반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업률의
패턴 때문에 30대 미만 청년인구의 상대적인 감소가 취업인구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7

BOK 경제연구 제2017-30호

<그림 5> 2016년 성별ㆍ연령별 실업률

<그림 6> 2016년-2050년 전체 및 연령별 취업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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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성별·연령별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전체 및 연령별 취업인구 변
화 추계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따르면 2016년의 성별·연령별 취업률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현재 약 2,706만명인 한국의 취업인구가 2023년 2,785만명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2035년에는 2,648만명, 2050년에는 2,36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5세 미만 취업인구의 비중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취업인구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49%에 달하는 45세 미만의 취업인구 비율은 2050년까지 약 33%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전체 취업인구의 9%에 미치지 못하는 65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2050년까지 27%로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연령별 취업인구에 각 집단 취업자의 주간 평균노동시간을 적용
하여 총 주간노동시간을 추정하였다. <그림 7>은 2016년의 성별·연령별 취업자
주간 평균노동시간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연령과 노동시간의 관계는 청년 및 고
령 취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은 역-U자 형태를 보인다. 그런데 남성취업자의
경우 60대 후반까지, 여성취업자의 경우 60대 초반까지 평균노동시간이 크게 줄
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60대 후반 취업자의 평균근로시간이
20대 초반 취업자의 평균근로시간보다 길다. 여성 취업자는 남성 취업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특히 30대와 40대 초에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이상의 결과는 취업인구의 고령화가 노동시간 감소를 매개로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현상은 60대 후반 이상 혹은 70대 이상 취업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8>은 전체 및 성별·연령별 총 주간 노동시간의 장래추계 결과를 보여
준다. 현재의 성별·연령별 취업률과 주간 평균노동시간이 유지될 경우 현재 약 7
억 910만 시간으로 추산되는 총 주간 노동시간은 2024년 7억 3,040만 시간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2035년 6억 9,180만 시간, 2050년 6억 220만 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노동시간에서 45세 미만 취업자들의 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
중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들의 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45세 미만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총 노동시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현재 약 49%에서 2050년 약 3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취업자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7%
에서 2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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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6년 성별·연령별 취업자 주간 평균 노동시간

<그림 8> 2017년-2050년 전체 및 연령별 총 주간 노동시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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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6년-2050년 각 노동공급 지표의 상대적 변화 추계 비교 (2016년 값=100)

<그림 9>는 2016년의 값을 100으로 고정했을 때 15~64세 핵심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총 노동시간의 장래 추계치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변화에 의해 초래될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공급량의
변화는 몇 가지 상이한 지표들에 대해 질적으로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향후
6~7년 동안은 약간 증가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감소
의 규모는 어떤 노동공급지표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인구
변화에 의해 현재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는 15~64세 핵
심 생산가능인구이다. 이 지표는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69%로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된다. 반면 취업인구는 2050년까지 현재 값의 8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50년의 경제활동인구와 총 노동시간은 각각 현재 수준의 약
87%와 83%로 감소할 것이다.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정도에 비해 다른 노동공급지표의 감소가 훨씬
적은 것은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일을 많이 하는 데 기인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취업자들의
노동시간도 60대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년층의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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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가율, 취업률, 평균근로시간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연령별 노동공급 패턴은
역설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총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분석에는 연령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식 (1)과 (2)의 λ)가 제외되어 있
다. 즉 양적인 노동공급량의 변화만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인구변화는 각 노동공급지표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연령별 노동인력구성을 변
화시킬 것이다. 만약 고령자들의 생산성이 청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면 생산
성을 고려한 노동공급량은 취업인구나 총 노동시간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할 수 있
다.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감소는 양적인 노동인력감소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중요한 효과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생산성을 명시적으로 분석에 고려하기는 매우 어렵
다.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
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인지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증거는 적지 않다. 예컨대 미국의 표본을 이용한 연구는 70대 고령자의 근력
(muscle strength)이 매년 2.6~4.1%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Goodpaster et
al, 2006). 오스트리아의 고령화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
지능력이 감퇴한다는 결과를 얻었다(Mazzonna and Peracchi, 2012). 그리고 캐나
다, 노르웨이, 미국 등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문해능
력(literacy skill)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해준다(Green and Riddle, 2013).
그러나 실제의 근로현장에서 연령의 증가와 생산성의 변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령화에 따라 퇴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
대로 나이가 들면서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 능력들도 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
생하는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능력의 저하는 경험과 지식의 축적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각 일자리의 생산기술, 작업환경, 재교육·훈련의 질 등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노동인력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구조, 기술수준,
노동시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산업·
직종을 대표하는 연령별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나이가 들
면서 전업이나 퇴직이 선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일자리에 남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편의(bias)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연령과 생산성 간의 관
계를 분석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
며 그 결과도 일관되지 못하다(Feyrer, 2007; Borsch-Supan and Weiss, 2013;
Mahlber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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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결과가 제시해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변화
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얼마나 감소할지는 확
실하지 않다. 이는 앞으로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근로시간, 생산성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둘째, 만약 현재와 같은 연령별 노동
공급패턴이 유지된다면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총 노동시간 등으로 측정한 양적
인 노동공급규모의 감소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050년의 취업인구와 총 근로시간은 현재 수준의 각각 88%와 83%로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공급규모의 감소와 함께 노동인
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얼마나 완화하는가 여부는 생산성을 고려한 총 노동투입의 규모를 결정하
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노동공급패턴변화와 장래노동투입규모
이제까지는 현재의 노동공급패턴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인구변화에 의해 초래될
노동투입규모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
업률과 같이 노동공급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노동투입의 규
모가 어떻게 변화할까?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 시나리오들은 현재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목표인 장년고용 확대, 여성고용 확대, 청년 실업 감소 등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60세 정년이 안
착되어 2050년까지 50~5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45~49세 인구의 경
제활동참가율과 같아지고, 추가적인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서 60~64세 인구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현재 55~5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두 번
째 시나리오는 여성노동의 일ㆍ가정 양립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경력단절문제가
완화되어 2050년까지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후반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동일해진다는(즉 M-자형의 여성고용 감소현상이 사라진
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청년노동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어 2050년까지
15~29세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이 2016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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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상적인 노동공급 변화 시나리오별 2050년 노동공급규모 추정

노동
공급
규모
지표
경제
활동
인구
취업
인구

(1)
2016년 현재

(2)
2016년
노동공급이
유지되는
경우
2050년
예측치

28,113,753
(100.0)

(3)
장년고용확대

(4)
여성고용확대

(5)
청년실업 감소

(6)
세 가지 변화
모두 발생

24,492,014
(87.1)

25,274,593
(89.9)
+782,579

24,932,340
(88.7)
+440,326

24,492,014
(87.1)
+0

25,714,919
(91.5)
+1,222,905

27,057,246
(100.0)

23,673,705
(87.5)

24,467,557
(90.4)
+793,852

23,992,995
(88.7)
+319,290

23,812,584
(88.0)
+138,879

24,925,726
(92.1)
+1,252,021

1,157,105,943
(100.0)

957,080,276
(82.7)

991,572,429
(85.7)
+34,492,153

969,393,343
(83.8)
+12,313,067

962,767,892
(83.2)
+5,687,616

1,009,573,112
(87.2)
+52,492,836

총
주간
노동

노동공급변화 시나리오별 2050년 가상치

시간

주: 둘째 줄 괄호 안은 (1)에 대비한 비율, (3)~(6) 셋째 줄은 (2)에 대비한 증가분.

<표 1>은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총 주간노동시간 등 세 가지 노동공급규모
지표에 대해 2016년의 실제 값, 현재의 노동공급이 유지되는 경우의 2050년 예측
치(위의 그래프에 보고된 값),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실현되
는 경우의 2050년 가상치 등을 보고해준다. 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050년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78만명 더 많아질 것
으로 추정된다. 2016년 대비 각 노동공급규모지표의 감소 정도는 약 3% 포인트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약 44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대비 각 노동공
급규모지표의 감소 정도는 1.1~1.6% 포인트 낮아질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절반으
로 감소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050년의 취업인구는 약 14만명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실현되는 경우 취업인구와 총 주간노동
시간의 감소규모는 4.5% 포인트 가량 줄어들 것이다. 즉 2050년의 취업인구가 현
재의 87.5% 수준으로 떨어지는 대신 92.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노동
공급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2050년의 취업인구가 125만명 더 많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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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는 각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미래의 노동투
입규모가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의 변화에 의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실현되는 경우의 취업인구 증가 폭은
현재의 외국인 인력(약 100만명)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취업인구 증가 폭보
다 크다. 이철희(2016a)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연령별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수가 2015년 42만명에서 2040년 27만명으
로 감소할 것이다. 향후 20년 동안의 연 평균 신생아 수를 약 35만명으로 추정한
다면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2035년 출생자의
수는 700만명 가량이다. 이 출생코호트 전체의 평균적인 고용률을 70%로 가정하
면 앞으로의 출생자는 2050년의 취업인구를 약 500만명 가량 늘릴 것으로 전망된
다. 이렇게 볼 때 2050년 취업인구를 125만명 증가시키는 것은 적어도 양적인 노
동공급 측면에서는 (연령별·코호트별 생산성 차이 등을 무시할 때) 향후 20년 동
안의 출산율을 25% 증가시키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노동인구의 생산성을 약 5% 높일 수 있다면 2050년의 취업인
구를 약 120만명 증가시키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노동수급 전망
1. 노동수요의 장기적 변화 전망
위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투입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만약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고 연령별 취업률 및 노
동시간이 크게 감소한다면 노동투입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인구고령화가 실제로 노동부족 문제
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동공급이 감소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함께 감소한다면 노동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장래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지를 예측하기
는 매우 어렵다.
앞으로의 노동력 부족 정도를 전망한 연구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향
후의 노동수요를 추정한 바 있다. 예컨대 이상림(2012)의 연구는 한국의 노동연
령 인구 규모가 가장 컸던 시점의 노동력 크기를 산정하고 이 시점의 경제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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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의 크기를 장래의 노동시장 수요로 가정하였다. 적정
인구(optimal population)의 개념을 적용한 구성열(2005)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
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와 경제 간의 연관관계 등을 설정한 후 후생수준을 극
대화하는 적정인구경로를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설정한 가정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노동수요의 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생산기술과 노동생산성이 장래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정확하게 예측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근래에는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가 발전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
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기계의 지배가 실
제로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기술의 발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의 숙
련을 대체해 왔으며,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숙련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산업혁
명 이후 25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낡은 숙련을 지닌
인력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한편 새로운 숙련에 대한 노동 수요를 창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기술진보의 속도가 이미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기술진보에 의한 일자리 파괴가 일자리 창출
을 압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변화가 특정한 성격의 노동에 대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예컨대 Autor, Levy, and Murname (2003)
의 연구는 컴퓨터 기술의 도입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노동수요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즉 루틴화(routinization) 가능성이 높아서 컴퓨터 기술과의 대체
성이 높은 일자리의 비중은 감소하고 반대로 루틴화가 어려워 컴퓨터 기술과 보완
관계에 있는 일자리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 이론을 한국의 노동시장에 적용한
김세움(2014)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2008년 기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Autor,
Levy, and Murname (2003)의 결과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2008년 이후에
는 이와 정반대로 루틴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Goos
and Manning (2007)은 일자리의 종류를 ① 루틴화하기 어려운 인지능력을 요구
하는 고숙련 직종, ② 루틴화 가능한 육체 및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중숙련 직종,
③ 루틴화하기 쉬운 육체능력을 요구하는 저숙련 직종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
과는 1975년~1999년 영국의 경우 저숙련과 고숙련 고용이 늘어나고 중숙련 고용
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001년~2007년 노르웨이 자료를 이용한 Akerman,
Gaarder, and Mogstad (2015)의 연구는 광대역 인터넷 사용 증가가 고숙련 임금
을 높이고 저숙련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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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래에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raetz and Michaels (2015)의 연구는 1993년~2007
년의 17개국 국가 및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로봇의 사용이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높이지만 저숙련과 중숙련의 노동시
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Frey and Obsnorne (2017)의 연구는 미국의
직업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에 제시된 각 일자리의 특성을 활용하
여 702개 직종에 대해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확률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확률
이 0.7 이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미국 내 일자리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움(2016)의 연구는 Frey and Obsnorne (2017)와 유사한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일
자리의 57%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에 비해 기술진보
에 취약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미래의 기술변화를 정확하게 예
측하기 어렵고 그것이 노동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지난 수십 년 간 나타난 기술변화의 방향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실하지 않으며 새
로운 기술에 대해 보완적인 일자리의 증가가 대체되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제2절에서 다룬 장래의 노동공급 추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 노동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
기는 어렵다. 이처럼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 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이와 관
련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특정한 상황
이 현실화될 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문된다.
기술변화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장래의 노동수요 변화가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상이한 숙련을
가진 인력은 서로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 특정한 숙련을 가진 인력을 길러내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시장의 노동부
족문제는 상이한 부문별로 고르지 못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어떤 부
문이 심각한 노동부족을 겪을 때 다른 부문에서는 잉여노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상이한 특성을 지닌 부문 간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
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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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노동인력고령화와 단기적인 노동수급 전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먼 장래의 노동수급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그러
한 변화가 부문별로 어떻게 다를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선다. 현재로서는 노동수요의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좁혀서 향후 10년 내지 15년 동안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인력부족문제가 어떤 산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
펴보기로 하자. 가까운 장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근래
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미
경험한 과거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10년 내지 15년 이후의 노동인력부족문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
한 것은 노동인력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가까운 장래에 노동공급부족이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앞으
로 10년 내지 15년 동안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전반적인 노동공급규모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노동력의 감소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
림 10>은 2015년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여준다. 이 분포에 따르면 1980년대 중
반부터 2001년 이전까지 한 해 출생 코호트의 규모가 60만~70만을 유지하였다.
2002년 이후 출생 코호트부터 그 규모가 40만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출생인구는 대체로 10년 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
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신규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
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공급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적 요인
은 노동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955년~63년생)가 고령층
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연령별 고용률에 변화가 없다면 노동시장 전체의 노동공
급규모는 현재에 비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노동인력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부문에서는 고령취업자의 노동시장 퇴장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
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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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15년 연령별 인구분포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부족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높은 산업들을 식별하기 위
해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각 산업별로 노동인력고령화
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취
업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은 향후 노동공급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각 산업의 상대적인 고용규모 변화를
비교하였다.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 노동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노동인력고령화의 충격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고령노동의 공급 및 고용여건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였다. 취업인
구 고령화가 고령노동의 공급증가나 낮은 퇴직압력에 기인한 것이라면 노동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각 산업의 상대적 규모변화와 취업인구고령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2008년부
터 2015년까지의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을 2008
년~2015년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별 고용조사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과
2008년부터 산업분류방식이 바뀌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석의 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하의 분석이 장래에 어떤 산업에서 노동인력부족
문제가 실제로 심각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다. 우선 각 부분의 노동수급은 여기에서 고려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요인들이 복
잡하게 작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나타난 경향이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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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변화방향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노동수급사정이 부문별로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데 대한 유용한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는 각 산업별 취업인구고령화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취업인
구고령화의 첫 번째 지표로 각 산업에 고용된 취업자 가운데 50세 이상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퍼센트)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좌측 열). 그리고 이와
함께 보다 종합적인 취업인구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령화 지수”를 계
산하여 그 변화 정도를 산업 간에 비교하였다(우측 열). 고령화 지수는 2010년
각 연령 인구의 미취업률을 60~64세 인구의 미취업률로 나눈 값을 가중치로 하
여 50세 이상의 각 5세 단위 고용인구 비율의 가중평균을 계산하였다. 이는 미취
업률이 높은 고령층에게 더 큰 가중치를 주기 위한 방식이다. 이 지수("Old")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며, 여기에서 NP는 미취업률, a는 5세별 연령구간
(70세 이상은 동일한 연령집단으로 간주), ω는 각 연령집단 고용인구의 비율을 나
타낸다.
 

  



    

 



 
  

(3)

이 정의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용인구의 비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미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연령 고용인구비율이 높은 산업의 고령화지수가 더 높게 나타
날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지표(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변화와 고
령화 지수 변화)의 산업별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령화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8년 동안 취업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다섯 개 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비금속광물 광업,
가구 내 고용활동,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이다. 반면 전반적인 인구고
령화에도 불구하고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 제외한 임대업,
숙박업, 항공운송업, 임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
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고령화지수가 감소하였다. 취업인구고령화 추이의 산업별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정화 및 복원업을 비롯한 <표 2> 상단의
5개 산업의 경우 50세 이상 취업자비율이 8년 사이 무려 15% 포인트 이상 증가
한 반면, 광업지원서비스를 비롯한 하단의 9개 산업은 50세 이상 취업인구비율이
감소하거나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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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8년-2015년 산업별 50세 이상 비율 및 고령화지수의 변화
산업

50세
이상
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금속 광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종합 건설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보험 및 연금업
가구내 고용활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35.00
25.30
21.75
18.99
16.40
14.91
14.45
14.36
14.30
14.06
13.68
12.59
12.46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4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가구 제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통신업
수리업
금융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어업
전문직별 공사업
정보서비스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수도사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86
11.84
11.41
11.15
10.94
10.82
10.13
9.67
9.62
9.58
9.37
8.67
8.58
8.12
7.88
7.84
7.53
7.52

3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7.32

34

기타 개인 서비스업

6.91

35

보건업

6.90

36

협회 및 단체

6.88

3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88

38
3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6.80
6.68

순
위

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어업
종합 건설업
금속 광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농업
보험 및 연금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수리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가구 제조업
수도사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금융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통신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정보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수상 운송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음식점 및 주점업
보건업

고령화
지수
29.45
26.96
21.83
21.15
18.62
16.50
14.74
14.56
13.93
13.24
11.82
11.03
10.38
10.28
10.09
9.87
9.75
9.70
9.40
9.29
8.55
8.52
8.37
8.30
8.13
8.12
7.97
7.89
7.56
7.37
7.33
6.93
6.56
6.49
6.23
5.97
5.82
5.77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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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6.68

41
42
43
44
4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6.55
6.27
5.59
4.59
4.34

46

음식점 및 주점업

4.30

47
48
49
50
51
52

전기장비 제조업
농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부동산업
수상 운송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25
4.04
4.02
3.84
3.52
3.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담배 제조업
부동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교육 서비스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료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3

전문서비스업

3.65

3.19

1차 금속 제조업

3.54

3.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6

56

식료품 제조업

3.12

5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96

58

1차 금속 제조업

2.93

53
54
55

59
60
61
6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음료 제조업
연구개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71
5.56
5.51
5.47
5.23
5.05
4.79
4.71
4.65
4.62
4.07
3.91
3.79

3.26
2.98
2.85

2.9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9

2.69
2.50

도매 및 상품중개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출판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임업
항공 운송업
숙박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2.60
2.27

2.20

6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5

64
65

방송업
임업

1.84
1.65

66

출판업

1.01

67
68
69
70
71
72
73
74
7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항공 운송업
숙박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3
0.01
-0.54
-1.01
-3.96
-4.33
-4.36
-47.27
-72.36

1.90
1.19
0.71
0.50
0.26
0.07
-0.05
-0.88
-1.56
-2.08
-3.22
-3.23
-50.7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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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8년-2015년 각 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와
2015년 현재 전체 고용에서 각 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순
위

산업

20082015년
비율 변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연구개발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2
1.27
1.04
0.62
0.46
0.43
0.37
0.37
0.33
0.29
0.28
0.27
0.27

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25

15
16
17
1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0.23
0.21
0.19
0.18

26

수리업

0.11

27

0.10

29
30
31
32
33

종합 건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

가구 제조업

19
20
21
22
23
24
25

28

산업

2015년
비율
10.47
9.15
8.73
6.41
5.72
4.98
4.91
4.66
4.38
4.15
4.14
3.64
2.90

0.17
0.16
0.16
0.12
0.12

소매업(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종합 건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수리업
식료품 제조업
출판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업

0.1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31

0.18

0.10
0.09
0.09
0.07
0.06
0.05
0.0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9
2.16
2.13
2.06
2.04
1.82
1.75
1.65
1.53
1.47
1.46

1.27
1.20
1.19
1.17
1.16
1.14
1.09
0.92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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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6
37
38
39
40
41
42
43

정보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숙박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방송업
임업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2
0.02

4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1

45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0

46
47
48
49
50
51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금속 광업
담배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1

5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01

53
54
5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01
-0.01
-0.01

56

음료 제조업

-0.01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험 및 연금업
기타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통신업
식료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
가구내 고용활동
소매업(자동차 제외)
전문직별 공사업
농업

68
69
70
71
72
73
74
75

-0.02
-0.02
-0.03
-0.03
-0.03
-0.07
-0.07
-0.07
-0.08
-0.09
-0.11

연구개발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통신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숙박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구내 고용활동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어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항공 운송업
수상 운송업
음료 제조업
국제 및 외국기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수도사업

0.82
0.75
0.69
0.68
0.67
0.66
0.66
0.64
0.64

0.27
0.27
0.26
0.18
0.17
0.16
0.13
0.10
0.09
0.09
0.08

-0.13

임업

0.07

-0.14
-0.21
-0.27
-0.27
-0.37
-0.39
-3.0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담배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금속 광업

0.07
0.04
0.02
0.01
0.01
0.00
0.00

0.60
0.58
0.57
0.52
0.45
0.40
0.38
0.37
0.37
0.33
0.32
0.3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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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산업의 취업인구고령화는 그 산업의 사양화현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즉
노동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에서 신규인력의 채용이 감소하여 고령노동
의 비중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이 낮고 작업여건이 열악한 산업의 경우 청
년들이 진입을 기피함으로써 취업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산
업별 취업인구고령화 정도를 적절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각 산업의 고용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퍼센트)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표 3>의 좌측 열에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각
산업의 상대적인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 <표 3>의 우측 열에는 2015년 현재 각
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지난 8년 동안 상대적으로 고용이 빠르게 증가한 산업은 사업복지 서비스업, 사
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었다. 반면 농업, 전문직별 공사업, 자동차 제외한
소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큰 폭의 상대적인 고용감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노동수요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공급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영세자영업자 증가와 같은 공급측면 요인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고용구조의 변화는 노동수요요인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
업복지 서비스업이나 보건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은 인구고령화 및 선
호변화에 의한 의료 및 복지수요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종류의
제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의 상대적인 고용이 감소한 것은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표 4>는 <표 2>와 <표 3>의 결과를 이용하여 각 산업을 취업인구고령화
및 고용규모변화 정도(각각 상·중·하)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
다. <표 4>의 좌상변에 위치한 산업들, 즉 취업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
편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산업들은 지난 8년간의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고령화지수의 증가와 상대적인 고용 증가가 모두 높았던 산업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반대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고령화지수 증가와 상대적 고용 증가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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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산업의 취업인구고령화가 고령인력의 공급증가에 의해 나타났는
지 아니면 신규인력 진입 감소에 의해서 나타났는지를 고려해보자. 고령인력의 퇴
출압력이 적거나 고령인력이 신규로 진입하기 용이한 산업은 취업인구고령화의 추
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은 취업인구고령화가 노동부
족을 초래하는 효과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각 산업별 고령인력의
공급 및 고용안정성의 지표로 50대 초반 취업자의 5년 간 노동시장 잔존확률(해당
연령 취업자가 5년 후까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할 확률)을 이용하기로 한다(부표 참
고).2)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던 고령인력이 계속 그 산업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새
로운 고령인력이 그 산업에 진입하면 노동시장 잔존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고려하고자 하는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의 크기에 비추어보건대 사회복지 서비스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어업, 종합
건설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농업 등의 고령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
아진 것은 부분적으로 이 산업의 고령인력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 프로
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등 산업의 고령화지수 증가가 느렸던
원인의 하나는 이 산업군의 고령인력 퇴출압력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제 고령인력의 노동공급과 고용안정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보자. 취업인구고
령화와 상대적인 고용규모 증가가 노동인력부족에 미치는 효과는 이 두 변화가 고
령인력의 공급증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산업의 경우 더 클 것이다. <표 4>의 좌
상변에 속하면서(두 지표가 모두“중”이상이고 적어도 하나의 지표가 “상”) 고령인
력의 노동시장잔존확률이 “중” 혹은 “하”에 속한 산업들을 나열하면 사회복지 서비
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수리업, 보건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
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 산업들의 경우 취업인구고령화로 인한 장래
의 노동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인 고용규모 증가에 있어서 하위에 속하면서 고령화지수 증가가 상위에
속한 산업들은 대체로 사양산업(예컨대 농업, 어업, 섬유 및 의복, 광업 등)이거나
기술변화가 신규인력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 산업(금융업, 통신업)인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취업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군에서 장기
2) 이철희(2012)는 과거의 산업분류에 기초하고 있고 2005년-2010년 기간에 대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하의 서술은 산업분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2010년 기간과 2008년-2015년의 산
업별 고령인력 고용안정성 정도가 유사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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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구조적인 노동부족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상대
적인 고용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고령화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산업군(예컨대
전문서비스, 출판업, 연구개발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경우 고령인력의 노동시
장 퇴출로 인하여 갑자기 심각한 노동부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
인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청장년 인력이 감
소하게 된다면 이 산업들도 노동부족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표 4> 2008년-2015년 산업별 고용비율 증가와 2008년-2015년 고령화지수 증가에
따른 산업의 분류
고용비율 증가
상

고령화
지수
증가
상

고령화
지수
증가
중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고용비율 증가
중

-

수리업
종합 건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수도사업
- 금속 광업

- 협회 및 단체
- 정보서비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수상 운송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고용비율 증가
하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험 및 연금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통신업
- 어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 금융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

담배 제조업
음료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동산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전문직별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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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기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국제 및 외국기관
- 숙박업
- 방송업
- 임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항공 운송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Ⅳ. 정책적 대응의 모색
위의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수급에 어떤 영향을 가져
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의 잠재적인 충격에 대응하
기 위한 몇 가지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
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가 장래에 노동인력부족을 야기할 가능
성은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
이 신중한 접근일 것이다. 둘째,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
급의 감소가 본격화되는 것은 10년 내지 15년 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래의 노동시
장 수급상황은 경제활동, 노동시간, 생산성 등 노동공급 요인의 변화와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와 같은 수요 요인의 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 있다. 따라서 노
동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시장 수급여건은 산업,
직업, 인구집단별로 매우 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문별, 인력유형별 이질성
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변화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부족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첫째는 출산율을 높여서 장래의 청장년 인구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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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여 즉각적으로 노동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취업률의 제고를 통해 양적으로 취업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기혼여성과 고령인력의 고
용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기혼여성 가운데는 학력이 높은 고급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의 취업
률 증가는 노동부족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노동인력의 양적인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다.
이하에는 위에서 제시한 결과와 필자의 기존연구에 기초하여 이러한 정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산·양육 지원정책
장기적인 노동수급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인구요인은 낮은 출산율이다. 현재
와 같이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내국인 신규인력의 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노동
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의 출산율 저하로 가임기 여성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의 추가적인 감소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출생아의 수가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철희(2016a)의 추계에 따르면 2014년의 유배우
여성비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가임기 여성인구의 신생아 수가
2014년부터 2040년까지 42만에서 27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35
년경부터 내국인 청년인력이 크게 감소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 10여 년 동
안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수립되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출
산율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근래에 들어 정부는 보육지원과 같이 기혼자들
의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초혼연령을 앞당기
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감소해온 주된 원인은 유배우 여성 비율
의 감소였다(이철희, 2012a; 이철희·정선영, 2015). 따라서 정부가 초혼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의
전환을 계획할 때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는 오랜 동안 출산율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2005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유배우 여성 비율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2012년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보다 0.33 더 낮은 0.75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2005년 이후의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기인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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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중앙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군구별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을 높였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철희·정선영,
2015; 이철희, 2016b)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이었을 가능성을 보
여준다. 유배우 여성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유배우 출산율까지 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는 기존의 정책들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육정책과 같은 명시적인 저출산 대책 이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간접적으로 무배우 인구의 결혼과 유배우 인구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래의 연구결과는 경제적 여건,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
의 규모, 주택 및 전세 가격 등이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이철희, 2016b).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자녀 교육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문제 등도 저출산의 매우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인과 관련
된 정책들(주택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등)이 저출산 해소에 호의적이지 못한 방
향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많은 재원을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에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2. 외국인노동정책
외국인 노동자의 유치는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해결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전체 노동력의 3.5%에 해당하는 약 10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질 낮은 일자리를 채우는 경향을 보인다. 이철희·정선영(2014)의 분
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평균임금, 상용직 비율, 근로자들의 평균 교육연
수가 낮은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청년인력의 비중과는 음의 관계를 갖는 반면 고령인력
의 비중과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 있어
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규인력의 진입이 적어서 취업인구고령화가 심한 부문의
노동부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노동투입의 부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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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는 방식으로 각 산업 및 직종에 배분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정책에 있어서 현재의 내국인이 기피하는 부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
원해야 하는 단기적인 필요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에 노동력을 공급해야 하
는 요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방안이 주문된다. 인구고령화가 초래할 장기
적인 노동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의 구성
을 적절하게 바꾸어가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족문제
가 체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혹은 15년 후까지 각 부문의 노동수급여건이 어
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노동인력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필
요로 하는 성격의 노동인력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
의 노동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어떤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학력 혹은
숙련을 가진 노동인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노동시장 특성변화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부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충분히
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2년~2012년 임금변화는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체 고용규모의 변화와 50세 이상 취업인구비율 변화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
율과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이철희·정선영, 2014). 근래에 진행된 각 산업·직종
별 노동시장 여건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부족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력별로는 고학력자, 출신국가별로는 비아시아 권 국가 출신자, 체류자격별
로는 전문 인력의 비중이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3. 고령자 고용정책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급
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전체 노동력에서 고령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
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고령인구의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하
는 것은 노동공급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세기를 통해 계속 감소하던 선진국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13%에서 2010년 20%로
증가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에는 60~64세 인구 네 명 중 한 사람이 일을 했으
나 현재는 절반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증가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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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미 높은 편이고 근래에는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생계가 해결되지 않은 고령자들의 노동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생산기술과 산업구조는 고령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
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철희, 2012b). 고령인력의 노
동공급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교육수준 증가를 반영하여 고령
인구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의 건강상태도 이전 세
대에 비해 좋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공적연금 가입률과 급여수준이 낮고 은퇴저
축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일찍 은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이철희,
2015; 이철희·이재원, 2015).
이미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생계형 고용이 주류인 우리나라의 여건
에서 고령자들의 고용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인구고령화가 초래할지 모르는 노
동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보다는 고령고용의
구조를 바꾸고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유지 내지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생계형의 저숙련·저학력 고용의 비중이 줄고 고숙련·고학력 고
령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노동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숙련·고학력 고령인력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수요측
면의 장애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은퇴시기 연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 직무구조, 임금체계 등을 개
편하여 비공식적·관행적인 강제퇴직 압력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교육훈
련과 전업지원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간접적으
로 고령인구의 고용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수반되는 근로능력이
나 선호의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 혹은 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작업환
경을 조성하는 것도 장년근로자의 고용연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Lee and Lee,
2013; 이철희·이에스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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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인구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얼마나 감소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앞으로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근로
시간,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연령별 노
동공급패턴이 유지된다면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총 노동시간 등으로 측정한 양
적인 노동공급규모의 감소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050년의 취업인구와 총 근로시간은 현재 수준의 각각 88%와 83%로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년 및 여성 고용의 증가나 청년실업 감소 등과 같은 노
동공급 변화가 발생한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규모의 감소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은퇴시기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여성노동의 경력단절현상
이 사라지며 청년실업이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한다면 2050년의 취업인구는
현재 수준의 92%로 유지될 것이다.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공급규모가 감소하는 한
편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얼마나 완화하는가 여부는 생산성을 고려한 총 노동투입의 규모
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규모가 크게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노동
시장의 노동인력부족문제를 초래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함께 감소한다면 노동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근래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에 의해 대표되는 기술변화에 의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간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리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미래의 기술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그것이 노동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또한 기술 및 노동수요 변화가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
문에 노동수급사정이 부분별, 노동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부문이 심각한 노동부족을 겪을 때 다른 부문에서는 잉여노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노동인력 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적 요
인은 노동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955년~64년생)가 고령
층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향후 10~15년 동안 전체적인 노동공급규모는 현재에 비
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미 취업인구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부문에서는
고령취업자의 노동시장 퇴장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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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인력이 충분히 진입하지 않아서 고령인력의 비중
이 빠르게 높아지는 부문에서 이러한 노동부족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2008년
부터 2015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국
방 및 사회보장행정, 수리업, 보건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이러한 산업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가 본격화되는 것은 10년 내지 15년 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장래의 노동시장 수급상황은 경제활동, 노동시간, 생산성 등 노동공급 요인
의 변화와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와 같은 수요 요인의 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수급여건은 산업, 직업,
인구집단별로 매우 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문별, 인력유형별 이질성을 충분
히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가 장래에 노동인력부족을 야기할 가능성은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
책, 고령인력 및 여성 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배우 여성비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동시에 높여야
하므로 초혼연령을 낮추는 등의 결혼장려·지원 정책과 더불어 이미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는 기존의 정책들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 규모
확대, 주택 및 전세가격 안정, 육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간접적으로 출산 및 결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도 면밀히 점검하고 시행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내국인이 기피하는 부문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
하는 단기 대책과 미래 성장부문에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장기정책을 조화롭게 추
진해야 한다. 고령인력 고용정책도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의 재취
업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고숙련·고학력 고용비중을 최대한 유지하여 인력고령
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며 이를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남녀가 평등한 문화의 정착, 출산 및 육아 관
련 지원 정책의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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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0-54세의 2001년-2010년 노동시장 잔존확률과
50-54세의 2005년-2010년 노동시장 잔존확률
순
위

산업

50-54세의
2001-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

산업

50-54세의
2005-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

1
2

가사서비스업
농업

0.9013
0.8882

3

부동산업

0.5949

4
5

0.5479
0.1048

7

사업지원 서비스업
회원단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8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920

9

어업

-0.1349

1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0.1452

11
12
13
14

-0.1700
-0.2336
-0.2354
-0.3143
-0.3175

전문직별공사업

-0.2525

16
1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회복지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종합건설업

가사서비스업
농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부동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회원단체
종합건설업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3211
-0.3357

-0.2677
-0.2808

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3411

19
20

-0.3625
-0.3626
-0.369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3007

22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운송업

제1차 금속산업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음/식료품 제조업
사회복지사업

-0.3889

-0.3010

23

도매 및 상품중개업

-0.3954

24

기타서비스업

-0.4131

25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0.4141

26

제1차 금속산업

-0.4168

국제 및 외국기관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418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3351

28

전문직별공사업

-0.4209

도매 및 상품중개업

-0.3379

6

15

21

0.0593
0.0385

0.4656
0.4279
0.3365
0.1976
0.1946
0.0890
0.0093
-0.0395
-0.1283
-0.1808
-0.1944
-0.1945
-0.2131
-0.2285

-0.2890
-0.2960
-0.2973

-0.3033
-0.3146
-0.3168
-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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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매업(자동차 제외)

-0.4234

3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4442

31

연구 및 개발업

-0.462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8

-0.3402
-0.3567
-0.3612

-0.4669

수리업

-0.3675

33
34
35
36
37
38
39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수리업
보건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0.4670
-0.4946
-0.5095
-0.5138
-0.5141
-0.5257
-0.5328

-0.3747
-0.4147
-0.4258
-0.4324
-0.4518
-0.4522
-0.4632

40

기타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0.5328

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보험 및 연금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6492
-0.6703

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6792

46

금융업

-0.6908

47
48

-0.7326
-0.7512
-0.7652

전기/가스 및 증기업

-0.6105

50
51
52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통신업

수상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보험 및 연금업
기타서비스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융업
기타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보건업

-0.7722
-0.7834
-0.8333

-0.6153
-0.6203
-0.6458

53

전기/가스 및 증기업

-0.8437

연구 및 개발업
통신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1
42
43
44

49

출처: 이철희(2012)

-0.5602

-0.6751

-0.4666
-0.4698
-0.4768
-0.4776
-0.4901
-0.5207
-0.5423
-0.5562
-0.5697

-0.7458

The Outlook and Challenges of Population Aging
and Labor Market
Chulhee Lee*, Jieun Lee**
The size of the labor force will diminish with on-going population
aging. However, the magnitude of the anticipated decline remains unclear
and differs according to the choice of labor input measure. If the current
patterns of gender- and age-specific labor supply would remain unchanged,
it is projected that the number of employed population and the total hours
of work will decrease to 88% and 83% of the current levels, respectively.
The actual decline in labor inputs will heavily depend on long-term
changes of labor supply, especially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women
as well as unemployment of younger people. Given that long-term trend
of labor demand is highly unpredictabl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 large-scale decline in the work force (if actually emerged) will
cause significant labor shortages. Furthermore, the extent of labor shortage
will widely differ across industries and across worker types because of
sectoral disparities in labor-demand changes. Over the next 10~15 years,
the overall size of labor inputs in Korea will not diminish. However, the
exi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from the work force can produce
serious labor shortages in sectors with high and increasing fractions of
aging workers. In particular, population aging will hit hard the industries
in which the entry of young workers is insufficient to meet rapidly
growing labo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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