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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
업간 노동이동을 통해 그 격차가 해소된다는 고전적(neoclasscial) 경제이론과
달리 노동력의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이동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산업간 노동이동에 제약이 존재하여 노동시장 인적자본 분배 기능이 저하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업간 노동이동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을
논의하고, 노동이동의 제약이 산업간 임금격차, 국내총생산 등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노동이동의 제약 요인은 노동 수요 및 공급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생산성 산업에서 자동화 등 노동절감형 기술진보의 영향 등으로 노동수
요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수요 약화는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
감소”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고-저생산성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 현상을 설명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기술습득비용 등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이동에 수반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 감소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고-저생산성 산업의 2부문(two-sector) 일반균형모형을 설
정하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산업간 이동 제약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우
리나라는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
동이동의 제약 증대는 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노동력 분배의 비효율
(misallocation)을 초래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을 잠식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이동 경직성이 심화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 있으
므로 노동이동의 제약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
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논고

Ⅰ. 머리말

<표 1>

경력직 노동이동 비중
(%, %p)
2010(A) 2017(B) (B-A)

우리 경제의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1) 격차는 지속

제조업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보험, IT서비
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
상되고 있는 반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는 제한적인 모습이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에도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

금융·
IT서비스
기타
서비스

노동이동비중1)

23.5

19.4

-4.1

취업자수비중

17.0

16.9

-0.1

노동이동비중1)

5.7

4.6

-1.1

취업자수비중

6.2

5.9

-0.3

노동이동비중

54.8

64.5

+9.7

취업자수비중

57.5

60.0

+2.5

1)

주: 1) 해당산업으로의 이동자수/전체이동자수, 산업간·산업내 이동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이동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그 규모

이와 같은 변화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 제약이 커

(취업자수 비중)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동 산업들로의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러한 노동이동의 경

경력직 노동이동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표 1>

직성은 산업간 생산요소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함으

참조). 이는 산업간 노동생산성 또는 임금 격차가 저

로써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성장잠

생산성 산업으로부터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

재력을 잠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sieh and

을 통해 해소된다는 고전적(neoclassical) 경제이론2)

Klenow, 2009; Restuccia, 2019).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과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노동이동의 경직성이 성장 및
산업별 노동생산성1)

<그림 1>
170
160
150
140

분배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

(2005=100)

다. 먼저 Ⅱ장에서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과 관련한

- 전산업
- 제조업
금융 · IT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업

고전적 이론 및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Ⅲ장에서 우리
나라의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에 대해 노동의 수요 측

130

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120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110

모형 설정과 이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100
90

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평가하고 관련된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정리하였다.

주: 1)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 간 정(+)의 상관관계는 이론적·실증적으로 잘 뒷받침되고 있다(Strauss and Wohar, 2004; Meager and Speckesser, 2011).
2) 완전경쟁, 동질의 노동력(homogeneous labor)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perfect labor mobility) 등을 가정하는 고전적(neoclassical) 이론에 따르면 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에 대한 유인-방출 효과(push and pull effect)에 따라 산업별 임금이 동일(law of one wage)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Ⅱ-1 「고전적(neoclassical) 이론」
에서 다룬다.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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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이론 및 연구

이동(perfect labor mobility)과 동질적인 노동력
(homogeneous labor)을 가정하는 완전경쟁시장에
서는 기술격차의 변동 등에 따른 임금격차가 산업간

1. 고전적(neoclassical) 이론

노동의 이동에 의해 해소5)됨으로써 산업별 동일임금
산업간 기술 및 임금 격차와 노동이동에 대한 고전
적 설명은 2부문( , 산업)으로 구성된 경제모형을 통
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최종재( )는 두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중간재(

)를 혼합하여 생산

조건(law of one wage)이 만족된다.
이처럼 고전적 이론으로는 머리말에서 제기한 “산
업간 임금격차 확대와 저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력 운
집” 현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

된다고 가정한다. 한편 완전경쟁 하에서 산업별 실질
)은 한계노동생산의 가치와 같다3).

임금( ,

2. 기존 연구

Krueger and Summers(1988)의 효율적 임금이
(1)

론(efficiency wage)6)과 Lewis(1954)의 2부문 모
형(dual economy model) 이후로 산업간·부문간

이 경우 산업간 임금격차는 다음과 같이 산업간 임
금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4).

임금격차와 노동이동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산업간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교육수준,

(2)

근무경력 등 관찰가능한 특징 이외에 근로자의 비관
측 능력(unobserved ability)의 차이에 의해 임금격

이때

은 한계노동생산,

격, 는 노동소득분배율,
는 산업별 기술수준,

는 산업별 제품가

는 산업별 노동투입,
및

는 중간재 제품간

차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Gibbons
and Katz, 1992; Katz and Autor; 1999;
Herrendorf and Schoellman, 2018 등). 그러
나 Romer(2012)는 근로자의 능력만으로는 임금수

대체탄력성과 관련된 계수이다.
식 (2)로부터 산업간 임금격차는 두 가지 요인, 즉

준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에

최근의 연구들은 산업간 임금격차가 노동이동의 제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의 자유로운

약으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간 기술격차(

) 및 상대고용비율(

3) 최종재 가격
로 가정하였다.
4) 식
 (2)는 다부문 모형(multi-sector model)에서 주로 가정하는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 및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로부터
도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이는 노동의 유인-방출(labor pull-push)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중간재 수요의 대체탄력성이 양(
)일 때, 고기술 산업에서 양의 기술충격이 발생하면( ) 고기
)이 상승하고 산업별 임금을 동일화시키기 위해 노동은 저기술 산업()에서 고기술 산업( )으로 이동한다(pull
술 중간재 제품에 대한 수요증대로 고-저기술 산업간 상대임금(
theory). 반면 중간재 수요의 대체탄력성이 음(
)일 때는 동일한 충격에 대해 반대 방향의 조정이 발생한다(push theory).
6) Krueger and Summers(1988)는 고용조정비용(turnover costs)이 높은 고임금 산업에서 근로자에게 한계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효율적 임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저임금 산
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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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ensen(2003)은 임금격차가 노동시장의 직업

Ⅲ.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요인

탐색 비용(search friction)과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7)하였으며 이후에도 산업간 노

1. 노동수요 측면

동이동 제약과 임금격차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적·실
증적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Ferreira,
2009; Manning, 2011; Gollin et al., 2014 등).
산업간 노동이동의 제약에 대한 연구는 크게 노
동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연구로 나뉜다. 먼저 노동
수요 측면에서 Acemoglu and Guerrieri(2008)
는 자본심화 산업의 기술발전이 동 산업의 노동
수요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하였으며, Ngai and
Pissarides(2007)는 총요소생산성(TFP)이 낮은
산업의 고용비중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
로 밝혀냈다. 수요측 요인 이외에 산업간 이동에 대
한 불확실성(Harris and Todaro, 1970), 직업탐
색 비용(Mortensen, 2003), 산업간 노동이동에
대한 사회·제도적 제약(Hayashi and Prescott,
2008; Restuccia et al., 2008) 및 실질적 이동비

산업간 노동이동의 제약 요인은 노동수요 측면과 노
동공급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는 고생산성 산업에서의 기계화·자동화 진전 등 기
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인건비 부담 등으로 노
동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먼저 기술의 일자리 대체
와 관련하여 2017년 기준 국내 산업용 자동화기기 공
급은 4.0만대로 2010년(2.4만대) 대비 66.7% 증
가하였다(<그림 2> 참조). 특히 제조업에서 중숙련
(middle-skill) 직종의 경우 자동화기기의 일자리 대
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감소(Autor and Dorn, 2013)함에 따
라 제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10억원당 고용유발
효과는 <표 2>에서와 같이 2000년 9.0명에서 2015
년 4.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Artuc et al., 2010) 등 공급측면에서의 노동이
동 제약에 대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표 2>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이처럼 임금격차와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명/10억원)
2000(A)

2005

2010

9.0

6.7

4.0

4.2

-53.3

금융·
IT 서비스업

20.6

12.3

13.3

9.6

-53.4

기타 서비스업

18.1

15.2

13.3

12.1

-33.1

전산업 평균

13.6

11.1

8.7

8.1

-40.4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비농림 부문의 고저생산성 산업간 노동이동 현상, 산업간 노동이동 변
화와 임금격차 변화의 상호관계, 산업간 노동이동 제
약의 경제적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

제조업

2015(B) [B-A]/A (%)

자료: 한국은행

7) “Wage dispersion is largely the consequence of search friction and cross-firm differences in factor productivity.”(Mortensen, 200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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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채용, 교육
훈련 등의 인력충원과정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산업별 채용·교육훈련비1)

<그림 3>
(천원)
800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채용프로세스는 “원서접수 → 서
류전형 → 필기전형 → 다단계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원서접수 → 서

600

400

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에 비해 다단계의 과
정으로 이루어지며(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 및 금

200

융·IT 서비스업의 채용·교육훈련비도 기타 서비스
0

업에 비해 각각 1.8배 및 3.4배 높은 수준이다(<그림

전산업

제조업

금융·IT 서비스

기타서비스

주: 1) 일인당, 2010~17년 평균
자료: 고용노동부

3> 참조).
이와 같은 고생산성 산업의 노동수요 감소는 “고생
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 감소 및 저생산성 산업으로

2. 노동공급 측면

의 노동력 운집”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수
요 감소는 해당 산업의 임금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

앞서 언급된 “고-저생산성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를

동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노동이동 제약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술고도화에 따른 기
술습득 비용 및 기간 증대, 신규시장 진입자와 경쟁에

산업용 자동화기기(robot)1) 공급 추이

<그림 2>

따른 실질적 구직비용 부담, 지리적 이동에 따른 기회

(만대)

비용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4.1
3.8

4

4.0

취업자의 산업간 이동 과정은 <표 3>에서와 같이 크
게 기술습득, 구직활동, 매칭 및 이동의 4단계로 구분

3
2.4

2.6

2.5
1.9

2
1.2
0.8

1

먼저 1단계 기술습득(skill acquisition) 과정
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
는데 빠른 기술진보 및 기술고도화로 전반적인 기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 1) 다목적 자동제어·프로그램 장치
자료: 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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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1

논고

술습득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개개인

의 직업능력(skill)이 고생산성 산업의 기술발전 속

다음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새로운 직업·산업

도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구직자의 기술부족(skill

에 대한 구직활동(job search) 및 구인자와의 매칭

shortage), 또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구직

(matching) 단계에서 실질적 구직비용 부담이 증대

자가 보유한 기술 수준의 차이를 일컫는 기술 미스매

되었다. 정보화의 가속으로 직업탐색 및 입사지원 과

치(skill mismatch)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구직자

정의 비용은 줄어들었으나 고생산성 산업의 채용감

에 대한 기술습득 요구가 커지고 있다(Brunello and

소, 관련 전공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와의 구직경쟁

Wruuck, 2019). 또한 산업간·직업간 이동을 위해

심화 등으로 실질적 구직비용 부담은 증대되었고, 이

요구되는 일반 기술(generic skill)은 과거 소통·협

에 따라 구직실패 가능성 등 이동의 불확실성도 커진

업 능력, 기본 산술 및 컴퓨팅 능력 등에서 특정 IT기

것으로 파악된다.

술, 논리적·혁신적 사고, 외국어 능력 등으로 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tandHowieson,

<표 4> 고생산성 산업의 채용자수 및 관련 학과의 대학졸업자수
(천명, %)

2008).

학과별 대학졸업자수1)

산업별 채용자수

<표 3>

취업자의 산업간 이동 단계

제조업
2)

IT서비스
<단계>

<비용>

1단계

기술습득
(skill
•직업능력개발 비용·시간
acquisition)

2단계

구직활동 •구직, 네트워킹 및 입사지원 등을
(job search) 위한 비용·시간

금융·보험

2010 2018 증감률

2013 2018 증감률

105.9 97.7 -7.7 공학

85.7 96.8 13.0

15.1 12.9 -14.1 컴퓨터·통신 20.4 21.4
9.2

4.8 -47.6 경영·경제3)

51.6 55.4

5.0
7.3

주:1)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2)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금융·회계·세무학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교육통계연구센터




3단계

구인자•이동 불확실성
구직자 매칭
(매칭 실패 가능성 등)
(matching)

끝으로 여성 고용률 상승,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은
배우자의 지리적 이동을 제약할뿐더러 이동에 따른 기
회비용8)도 상승시킨다(<표 5> 참조).


4단계

이동
(moving)

•지리적 제약, 기회비용 등

<표 5>

여성 고용률 및 맞벌이가구 비중
(%)
1990

2000

2010

2018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7.0

48.8

49.6

52.9

여성 고용률

46.2

47.0

47.9

50.9

-

-

44.6

46.3

맞벌이가구 비중
자료: 통계청

8) 이외에도 주택소유주의 주택매매에 따른 손익 고려(Hyatt and Spletzer, 2013), 장기 거주지 이전에 따라 수반되는 제비용(Bartel, 1979) 등도 지리적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
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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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공급 측면에

optimization)와 함께 가계구성원들을 산업별로 분배

서도 근로자의 산업간 이동에 수반되는 비용·시간 투

하는 노동공급의 정태적 최적화(static optimization)

입 증대는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을 제약할 수

을 도모한다. 만약 산업간 노동이동이 자유롭다면 모

있다. 또한 노동수요 측면의 제약 요인이 고-저생산

든 가계구성원은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고생산성 산업

성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

에서만 일하게 되지만, 산업간 노동이동의 제약으로 인

가 있었던 반면 노동이동 제약에 따른 고생산성 산업

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경우 일부 구성원들만 고생산

의 노동공급 축소는 노동수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임금

성 산업에서 일하고 그 외의 구성원들은 저생산성 산업

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까지도 설

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노동공급 측면에

명할 수 있다.

서의 노동이동 제약을 반영하기 위해 Casas(1984),
Hovarth(2000), Cardi and Restout(2015) 등에서

Ⅳ.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의 거시경제적 영향
1. 모형

이용된 CES함수 형태의 노동공급을 가정하였다.

정태적 최적화: [노동공급]
(1)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의 정도와 그에 따른 거시
[제약식]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저생산성 산업으
로 이분화된 2부문 일반균형(two-sector general

(2)

equilibrium)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구조, 최적조
건식 및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문에서는 산업간 노동이동 제
약과 관련하여 가계 및 기업 부문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모형 내에서 노동이동 제약이 산업간
임금격차와 고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하였다.
무수히 많은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표가계는 매 기
간 소비( ), 투자( ) 및 총노동공급( )의 결정을 통
해 가계효용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화(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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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이때

은 산업별 노동공급(하첨자

업 , 저생산성산업

),

고생산성산

는 산업별 임금, 는 총노

동소득, 는 산업별 노동공급 가중치(

=1)이다. 노

동공급 측면에서의 노동이동 제약은 총노동공급 함수의
산업간 노동의 대체탄력성( )에 반영된다. 따라서 정태
적 최적화의 문제는 가계가 주어진 총노동소득(식 2) 하
에서 비효용을 발생시키는 노동공급을 최소화시키는 산
업별 노동공급의 할당(식 1)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여

기서 는 포괄적 개념의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정도를

최종재 생산:

나타내는 모수로서 직업탐색 비용, 산업간 이동 비용,

(5)

이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비 등 직접적 비용과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 기회비용 등 관찰되지 않는 비용까지

중간재 생산:

포함한다. 이러한 비용이 상승할 경우 산업간 노동의
대체가능성이 낮아지며(

(6)

) 반대의 경우 산업간 노동
)9).

의 대체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때 는 총생산,

일계조건(first-order conditions)으로부터 도출

자본스톡,

은 산업별 생산,

는 산업별

는 산업별 기술수준, 는 최종재에 대한

된 산업별 노동공급식을 정리하면 상대노동공급 함수

중간재투입 가중치(

가 유도된다.

산업별 제품의 대체탄력성10)이다. 중간재 기업의 비

=1), 는 노동소득분배율, 는

용극소화를 통해 도출된 산업별 임금(
산업별 노동공급:

률(

)과 자본수익

11)

) 을 이용하면 상대노동수요 함수가 유도된다.

(3)
산업별 임금:
상대노동공급:
ln

(7)
ln

ln

(4)
산업별 자본수익률:

이때

은 총노동공급,

는 상대노동공급(
(

는 전산업평균임금,
),

(8)

는 산업간 임금격차

)를 나타낸다.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고생

산성 산업의 임금이 상승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가
계의 노동공급이 확대된다(

).

상대노동수요:
ln

ln

ln

(9)

다음으로 생산 측면에서는 두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중간재(

)를 투입하여 최종재( )가 생산된다.

9) 
일 경우 산업간 노동의 완전대체(perfect labor mobility)가 가능하므로 산업별 임금이 동일해질 때까지 노동이동이 발생한다.
일 경우 산업간 노동이동의 제약
이 존재하며
으로 수렴되면 산업간 노동이동이 불가능(labor immobility)하다.
10) 
일 경우 제품간 완전대체성을,
일 경우 제품간 대체불가능성(Leontief 생산함수)을 나타낸다.
일 경우 CES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
의 생산함수가 된다.
11) 자본의 산업간 이동은 자유로운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산업별 자본수익률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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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상대노동수요(

)이며

는

<그림 4>

시나리오별 산업간 균형 임금비율 및 고용비율
(a) 노동이동 제약 증가1)

양(+)의 계수이다. 이와 같은 생산체계 하에서는 산업
별 기술수준( )의 변화가 노동수요 변화를 가져올 수

상대
임금비율

있다. 예를 들어, 고생산성 산업의 기술진보 등에 따
른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되면 고생산성 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된다12). 또한 (식 9)에서 알 수

상대노동공급
B

ln

A

ln

있듯이 고생산성 산업의 임금상승은 해당 산업에서의
노동수요를 축소시킨다.(

상대노동수요

).

2부문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상대 노동공급 및 노
동수요식은 노동이동의 경직성과 임금격차 및 고용

ln

ln

상대고용비율

주: 1) 산업간 노동 대체탄력성( ) 하락

비율의 이론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노동이동의
제약이 커질 경우, 즉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낮을 경
우( ) 산업간 노동이동이 어려워진다. 그 결과 고생
산성 산업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ln

ln

)

고생산성 산업의 고용비율은 낮아짐(ln

ln

)

(b) 고생산성 산업 노동수요 감소1)
상대
임금비율
상대노동공급

을 알 수 있다(<그림 4-(a)>). 다시 말해, 산업간 노
동이동의 경직성이 커질 경우 임금격차 확대와 저생

ln

산성 산업으로의 노동력 운집 현상이 동시에 설명될

ln

A
C
상대노동수요

수 있다. 반면 고생산성 산업의 자동화 등에 따른 노
동수요 감소는 고생산성 산업의 고용비율을 낮추지만
(ln

ln

) 동 산업의 상대 임금수준도 낮추므로

(ln

ln

) 산업간 임금격차의 확대 현상을 설명

ln
주: 1) 고생산성 산업의 기술수준(

ln

상대고용비율

) 상승에 따른 일자리 대체

할 수 없다(<그림 4-(b)>).

12) 중간재간

제품 대체성 이 1보다 낮은 경우를 상정한 예이다. 만약
일 경우, 고생산성 산업의 기술충격은 동 제품의 가격을 낮춰 제품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를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결과
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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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산업간1) 고용비율 및 임금비율 추이

<그림 5>
(

/

)

(

1.5

/ )
0.42

모형의 추정을 위해 제조업, 금융·보험 및 IT 서

임금비율(좌)

1.4

0.40

비스업을 고생산성 산업( )으로, 여타 서비스업을 저
생산성 산업( )으로 구분하였으며, 추정 기간은 통

1.3

0.38

계 가용성 및 산업별 시계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1.2

2002~18년중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산업간 노동이

1.1

0.34

1.0

0.32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동 경직성을 실제 통계와 캘리브레이션으로부터 얻은
모수값들을 대입하여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이동
경직성이 낮은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counter-

고용비율(우)

0.36

주: 1) 고생산성 및 저생산성 산업간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factual simulations) 결과를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
과 비교·평가하였다.

<그림 6>

산업간 노동의 대체탄력성( ) 추정1)

()
6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고생산성-저생산성 산
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은 심화된 것으로 추정13)되었
다. 산업별 임금 통계를 모형에 대입하여 추정한 결과
2010년 이후 고생산성 및 저생산성 산업간 노동의 대
체탄력성( )이 2000년대 평균의 약 40% 수준으로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
4

2000년대 평균: 3.5

3
2

2010년대 평균: 1.4

1
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주: 1) 실제 임금비율과 모형내 균형임금비율을 일치시키는 를 계산
자료: 자체 추정

13) 모형의 모수값은 기존연구를 원용하거나 자체 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를 참고하기 바란다.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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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동 제약 정도별 시뮬레이션)

<표 6>

노동이동 제약 상황별 추정결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이동의 경직성 심화는

노동이동
경직성 상승
= 3.5
= 1.4
(2002~10년중) (2011~18년중)

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노동 배분의 비효율
(misallocation)을 야기한다. 이는 경제 전반의 생
산성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국내총생산

노동이동
경직성 하락

baseline

= 5.0

임금격차

1.233

1.456

1.155

고용비율

0.379

0.364

0.396

을 잠식14)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었

순효과(%)1)

다. 2010년 이후의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 상승( :

총생산

-

-2.09

0.61

임금

-

-1.80

0.52

가계후생

-

-0.63

0.18

3.5 → 1.4)으로 국내총생산은 베이스라인(노동이동
경직도 불변시) 추세 대비 약 2.1%, 전산업 평균임금

주:1)baseline 대비 증감률로 노동이동 경직성 변화의 거시지표에 대한 순효과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자체 추정

수준은 약 1.8%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가계효용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가계후생15)도 0.6% 정도 잠식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이동 경직성
이 하락( : 3.5 → 5.0)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동 하
락이 임금격차의 축소 및 고생산성 산업의 고용비율

상황별 총생산 및 임금 증가율1)

<그림 7>
(증가율, %)
40

37.8

■노동경직도 상승(실제, : 3.5  1.4)

35

34.9

■노동경직도 불변 가정시( = 3.5)
■노동경직도 완화 가정시( : 3.5  5.0)

상승으로 이어져 총생산 증가 등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2002~10
년중 대비 2011~18년중 평균 국내총생산은 실제

38.6

30

24.3

25

로 34.9% 증가하였으나 노동이동 경직성의 불변(
: 3.5유지시) 혹은 완화( : 3.5 → 5.0) 가정시 시
뮬레이션 결과 국내총생산성 증가율이 각각 37.8%,

24.9

22.1

20
총생산

평균임금

주: 1) 2002~10년중 대비 2011~18년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자체 추정

38.6%로 그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
지로 전산업 평균임금 수준도 실제 22.1% 상승하였
으나 위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경우 그 상승률이 각각
24.3%, 24.9%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4) Restuccia

& Rogerson(2008), Hsieh & Klenow(2009) 등 많은 연구들에서 산업간 노동력의 비효율적 분배가 총요소생산성(TFP)을 하락시켜 총생산을 감소시키고 노
동생산성을 낮추는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가계후생( )은 가계효용의 현재가치로 정의된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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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심화에 따라 구직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이
동 제약이 지속되거나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

이다.

고 노동력의 저생산성 산업으로의 운집은 최근 노동시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이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장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주요 현상이다. 다수의 기존

저하 및 성장잠재력 잠식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

연구들이 주목했던 자동화·기계화 등 노동절감형 기

에서,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

술진보에 따른 노동수요의 둔화 요인은 저생산성 산업

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구인-구직자간 기술

으로의 노동력 운집 현상만 설명 가능하며 임금격차의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직무중심의 능력

확대는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

및 비용 증대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위 두 가지 현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 측

지원 확대는 기술 미스매치를 완화하여 산업간 노동이

면의 경직성이 노동시장 비효율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편적인

된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보다는 산업별 핵심직

노동공급 측면에서 노동이동 제약을 고려한 고생산
성 및 저생산성 산업의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추

무, 정보화 등 기술진보에 발맞춘 특정직무 중심의 직
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16).

정한 결과 2010년 이후의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은
2000년대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노동투입 효율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에 따른 경제적 손
실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이동 제약 요
인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술습득
비용이 상승하고 고생산성 산업 관련 전공자와의 경쟁

16) 다기능기술자(IT응용제어, 로봇자동화 등) 양성훈련 등 기술·인력 부족분야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여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비해 지원대상자 기준에서 그 비중이 낮다.
분야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자 비중

사업주 및 재직자
실업자 및 취약계층2)
인력부족분야3)

2001~05
91.9
(45.3)
5.7
(33.4)
2.4
(21.3)

2006~10
95.5
(58.0)
3.1
(24.3)
1.3
(17.7)

2011~15
89.8
(53.8)
8.1
(22.7)
2.1
(23.5)

(%)

2016~18
92.4
(53.4)
5.2
(16.2)
2.4
(30.3)

주: 1)전체 대비 비중, ( )내는 집행액 기준, 2) 신규·전직 실업자,
3)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다기능기술자 훈련 등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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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동이동 제약을 반영한 2부문 일반균형모형
1. 모형

(가계)
가계는 소비, 투자 및 총노동공급의 결정을 통해 가계효용을 최대화하는 동태적 최적화(dynamic
optimization)와 산업별 노동공급의 배분을 통해 총노동공급을 최소화하는 정태적 최적화(static
optimization)를 도모한다.

•동태적 최적화: max

(A1)
(A2)

(변수)  총소비,

총노동공급,

총자본스톡,

전산업평균임금,

자본수익률,

기업이익,

시간

할인인자, 상대위험기피도, Friche 탄력성의 역수, 노동공급의 비효용, 자본의 감가상각률

•정태적 최적화: min

(A3)
(A4)

(변수)

산업별 노동공급(하첨자
산업별 노동공급 가중치(

고생산성산업 , 저생산성산업

),

산업별 임금,

총노동소득,

=1),

이때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노동이동 제약을 반영하기 위해 총노동공급 함수에 산업간 노동의 대체탄력성( )을
추가하였다. 는 포괄적 개념의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로서 직업탐색 비용, 산업간 이동
비용, 이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비 등 직접적 비용과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 기회비용 등 관찰되지 않는 비용까
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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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일 경우 노동의 산업간 대체불가,

일 경우 산업간 노동의 완전대체성을 나타낸다.

(기업)
최종재 기업은 두 중간재 산업( , )의 생산물을 혼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며 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

•최종재 기업 이익극대화: max

(A5)

•중간재 기업 이익극대화: max

(A6)

(변수) 최종재의 가격(
산업별 노동수요,

1로 정규화),

총생산,

산업별 자본스톡,

산업별 중간재 가격,

산업별 중간재 생산,

산업별 자본수익률(단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운 것으로 가

정하므로 산업별 자본수익률은 서로 동일)

이때 산업별 생산함수( )는 콥-더글라스 함수로, 최종재 생산함수( )는 산업별 중간재 제품을 혼합하는
CES 함수로 정의한다.

•산업별 생산함수:

(A7)

•최종재 생산함수:

(A8)

(변수) 산업별 기술수준,

최종재에 대한 중간재투입 가중치(

=1), 는 노동소득분배율, 는 산업별

중간재 제품간 대체탄력성

따라서 노동수요 측면의 산업간 노동이동은 산업별 기술수준( ) 등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등에 주로 기인한
다. 예를 들어, 개별 산업의 기술충격 등에 따른 제품가격 변동은 최종재 기업의 중간재 수요를 증감시키고 이는
산업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장청산)
매 기간 모든 상품, 노동 및 자본 시장은 청산된다.

•상품시장:

(A9)

•노동시장:

(A10)

•자본시장:

(A11)

(변수) 산업별 자본스톡 비중(

=1)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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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
외생변수( )와 초기조건( )이 주어질 경우, 일반균형은 가계 및 기업의 최적화와 시장청산 조건을 만족시키
는 내생변수의 가격과 수량

로 표현된다.

2. 최적조건식

각 부문의 일계조건(first-order conditions)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최적조건식들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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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오일러 방정식:

(A12)

•소비-여가 결정식:

(A13)

•노동공급:

(A14)

•노동수요:

(A15)

•중간재 수요:

(A16)

•자본수익률:

(A17)

•산업간 자본배분:

(A18)

•자원제약:

(A19)

•상대노동공급:

In

•상대노동수요:

In

논고

In

In

In

(A20)
In

In

(A21)

이때
(

는 총임금,

는 상대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

는 임금격차

)로 정의된다. 이외에 말기조건(transversality condition)도 만족됨을 가정한다.
위의 최적조건식들을 이용하여 산업간 균형 임금격차 및 고용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균형 임금격차:

(A22)

•균형 고용비율:

(A23)

3. 캘리브레이션

모형의 모수값은 기존연구의 추정치를 원용하거나 자체 산정하였다.
산업별 제품간 대체탄력성( )과 최종재에 대한 산업별 제품의 투입가중치( )는 두 산업의 중간재 수요함수(식
A16)로부터 선형회귀식을 도출한 후 명목 및 실질 GDP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선형회귀식:

In

In

산업간 총요소생산성(TFP) 비율(

In

(A24)

)은 두 산업의 생산 비율에 근로시간 및 자본스톡 통계를 대입하여 추산

하였다.

•생산비율:

(A25)

이외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의 값들을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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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모수값
모수

추정값

추정 방법

시간할인인자

0.96

배병호 외(2014)

상대 위험기피도

0.70

배병호 외(2014)

Frisch 탄력성의 역수

1.10

문외솔·송승주(2016)

노동공급의 비효용

2.00

Garin 외(2018)

산업 노동공급 가중치

장기평균(2000~18년중)

중간재간 대체탄력성

0.82

명목 및 실질 GDP 이용·추정(2001~18년)1)

산업 제품 가중치

0.49

명목 및 실질 GDP 이용·추정(2001~18년)1)

자본의 감가상각률

0.06

조태형 외(2012)

2.82

콥-더글라스 함수 이용 추정(2009~17년중)

산업 상대 총요소생산성

논고

산업 취업자수 비중 장기평균(2004~18년중)

0.61

주: 1) 모형의 중간재 수요함수로부터 추정된 회귀계수 적용
자료: 기존연구,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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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노동소득분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