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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주제)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 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
(

*

*

통계청의「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내
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703만 명으로 감소

년 기간 중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0.5%(2000)→2.3%(2015))
은 약 4배 증가하였고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

ㅇ 2000~15

이러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 및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구
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됨(Peri and Sparber,

□

2009, Amuedo-Dorantes and de la Rich, 2011, Sebastian and Ulceluse, 2019)

육체직무(manual task)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노
동공급이 증가할 때 내국인은 소통직무(communication task)로 재배
치(reallocate)되는 직무특화(task specialization)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본 논문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
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ㅇ

⇒

문의처: 김혜진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5364)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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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분석 방법)

(

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의 외국인 인구자료와 인구주
택총조사의 내국인 직업자료를 지역(시군구) 단위로 결합하여 사용
ㅇ 직업별 육체직무 및 소통직무 강도(intensity)에 대한 정보는 한국직업
정보(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에서 추출

□ 2010~15

년 중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내국인의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의 상대공급(relative supply of communication
versus manual tasks)이 증가하였는지 분석

□ 2010~15

ㅇ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육체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며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소통
직무로 이동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증가는 내국인의 소통직무를 유의
하게 늘리는 효과가 있음
(

ㅇ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p 증가하였을 때 육체직무 대
비 소통직무 상대공급이 0.39% 증가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소통직무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0.55%로 전체와 비교해 더 크고 통계적 유의성도 강하게 나타남

□

ㅇ

이는 여성의 경우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짧아 기업 특유 인적 자본
(firm-specific human capital)이 적고 따라서 육체직무에서 소통직무로 전
환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데 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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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9.75년인데 반해 여성의 경
우는 년

* 2010
6.03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전체 및 성별)
전체

종속변수 구분
남성

0.393*
(0.213)

0.229
(0.308)

229

229

년 내국인의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상대 노동공급 변화)

(2010~15

독립변수

1)

년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변화)

(2010~15

표본 수

여성

0.552***
(0.189)
229

주: 1) 보고된 수치는 추정계수이며, ( )내는 표준오차
자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0, 2015), 한국직업정보 (2010,
2015)

시사점)

(

□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전통적 이민자 수용(migrant-receiving) 국가에
서 발견되었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직무특화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남
ㅇ

□

성별로는 직종 및 사업장 이동이 비교적 쉬운 여성에서 뚜렷하게 나
타남

외국인과 내국인이 언어능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인
해 완전 대체재(perfect substitute)가 아니라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
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ㅇ

직무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
로자의 기술향상(upskilling)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매칭 효율성(고용주와 노동자 간)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
이 필요
*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D'Amuri and Peri (2014)에 따르면 직무특화 효과는 노동
시장이 유연한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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