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러 번의 경제
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구조적 변화를 통한 대응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소위 동아시아적 성장모
델이라고 평가받은 투입요소 집약적인 성장전략을
통해서상대적으로 낮은실업률을 유지해 왔었다. 사
실외환위기가일어나기전 1996년에는실업률 1.8%
라는 거의 완전고용수준을 달성하기도 하 다(남성
일·이화 , 1999).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는 이
러한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과 그에 기초한

고용관계에 변화를 심화시킨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온정주의적 고용관계는 실업의
급증, 비상근직과 계약직의 증대등노동시장의 전면
적인유연화가 심화되는 것을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에 따라 짧은 시기에 급격히 증대한 실업은
사회적 안정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
진행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가 미처 겪지 못했
던사회적, 경제적및문화적혼돈을겪게되었다.
이러한 실업의 증대와 그것이 갖는 사회경제적 결

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
구들이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연구는 문제의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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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 2000년 이후 실업과 노동시장 수요구조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 다. 사회적 배제에 커다란 함의를 가진 실업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변동에 따른

기술 및 소득분극화와 함께 그에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주요한 역이다. 즉, 기술 분극화에 따라 경

제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실업으로 나아가게 되며, 결국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 대도시의 실업률의 지역구조는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지역차가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실업의 지역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은 도시의 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 등에 의해 향

을 받으며, 취업자의 증가는 생산량과 생산성 모두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자의 증가와 경제의

서비스화는 대도시 실업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가 광역대도시별로 상당히 차별적이라

는 점이고 그러한 차별성은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산업구조, 취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동에 의해 규정된다. 

주요어: 실업, 노동시장 역동성, 경제의 서비스화, 변이할당분석, 사회적 배제



성에 기초한 단순한 실업대책차원을 넘어 실업의 내
용과 특성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연구로 진전되어 왔
다(남성일·이화 , 1999; 전광명·이해인, 2004; 전
병유·김복순, 2006). 그러나 실업에 대한 이러한 연
구는 대개 전국적인 단위에서 하나의 노동시장을 가
정하고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많은연구에서 밝혔
듯이한국가의노동시장이서로다른지역노동시장
으로 구성된다는 시각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이루
어진 공간적 접근에 기초한 실업에 대한 연구 성과
(Green, 1996; Martin, 1997; Brunello, Lupi &

Ordine, 2001; Badinger & Url, 2002; Dixon,
Shepherd & Thomson, 2004; Gray, 2004; Bande,
Fernández & Montuenga, 2007)에 비추어 볼 때, 우
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학문적으로나 현
실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정책적으
로도 모두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시작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실업에대한관심의증대는특히그것이빈곤그리

고 최근에는 보다 구조화된 빈곤으로서 사회적 배제
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Atkinson, 1997; Green, 1997; Brennan, Rhodes &

Tyler, 2000; Nickell, 2004). 실업은노동시장의유연
화, 노동자간 임금의 격차 확대, 가격이 아니라 임금
에 연동되는 복지 보조금의 확대 등과 함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구조화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Green, 1997; Nickell, 2004). 한편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의 지리가 개인적 빈곤의 지리와 장소적 빈곤의
지리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차별적이라는 공간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원호, 2006).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에 기초하여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대한연구가필요한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을 대상

으로실업의역동성과그것이갖는사회적배제의구
조화에대한함의를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광역
대도시노동시장은급속한공업화와 3차산업의성장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을 거치면서 다변화된

노동시장적특성을형성해왔으며, 특히 1997년외환
위기는 그러한 변동과정에 중대한 향을 미치게 되
었다.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
실업의 지역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지역정
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점에 맥락화시키는 중요한 작
업이라는 의의는 지닌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크
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실업의 공간
성 및 그것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함의를 분
석한기존연구를검토하여본연구의필요성과의의
를 규정한다. 둘째,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
있어실업의구조적변동이갖는특성을 2000년이후
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셋째, 실업의 구조적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노동시장의 수요변동이 갖는 구조에 대하여 그 변화
요인을 차별화함으로써 파악한다. 넷째, 광역대도시
노동시장별 실업과 노동시장 수요변동의 구조 사이
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실업변동의 특성을 이해한다.
끝으로, 본연구는실업에 대응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정책이 갖추어야 할 근본 요소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2. 이론적고찰：실업의공간적
역동성과사회적배제의구조화

생산 활동의 참여 여부는 사회적 배제를 고찰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의 중요성은
바로 장기간의 실업이 빈곤, 건강악화, 사회적 배제
로나아가는경향이매우높다는점이다(Pain et al.,
2001). 또한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어려움에직면
한 집단은 대개 특정 인종집단, 한 부모, 노년층 및
장애인들인 경우처럼 특정 사회집단에 집중되어 있
어 사회적 불평등이 가중된다. 아울러 실업이 특정
지역에집중하게되면그지역내개인이나집단에게
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실업이 집중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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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공동체의 해체, 반사회적 행태, 범죄, 약물
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아울러 실업이 세대를
지나 지속됨으로써 부모세대로부터 얻게 되는 직업
의 경험이 상실되면서 청년층의 취업가능성이 보다
낮아지는악순환을거듭하게된다.
실업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 이면

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빈곤지역에 사는 개인들은 스스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취업이 부
재한 환경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은 공급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에대한제약을 받게되는데,
이에는 기술, 자격 및 취업경험의 부재,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부족, 적절한 보육시설 미비에 따른 취업
불가, 각종 사회복지로 야기된 취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등을들수있다(Gough et al., 2006).
노동시장내실업의역동성과그것이갖는빈곤및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실업이라는 노동시장적 특성
이 갖는 역동성을 규명한 연구에서 시작하 다.
Martin(1997)은 1960년 이후 국 노동시장 내 실업
의 지역적 변동을 고찰하면서 실업변동의 공간적인
패턴이지역사이에매우유사하며, 실업의지역격차
가고정화되어왔다는점을밝혔다. Brunello, Lupi &

Ordine(2001)은 1980년대이후이태리노동시장에서
실업의지역차가 확대된것에주목하면서, 남부이태
리의 노동시장 축소와 지역간 임금차이의 역할을 통
해 설명하 다. Dixon, Shepherd & Thomson(2004)
는 호주 노동시장의 실업의 지역차를 고찰하면서 지
역간 실업의 차이와 전국 실업률이 부(-)의상관관계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찰하 다. Gray(2004)도 또
한 국에서 실업의 지역차이가 구조적으로 안정적
인이유에대하여고찰하면서, 전국적인 실업의축소
가 지역의 실업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지역 간의 실
업률격차를줄이지는않는다는사실을발견하 다. 
지역 내 실업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Badinger &

Url(2002)은 호주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실업은 공공주택, 직업의 기회, 제조업 비중

및 사회보조 등으로 대변되는 상대적인 임금의 거래
비용과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밝혔다. 또한
Bande, Fernández & Montuenga(2007)는 지역과 산
업에 고유한 임금결정과정이 지역 간 실업의 차이에
향을미친다는사실을논증하 다.
실업과사회적배제사이의관계에대한연구를보

면, 먼저 Brennan, Rhodes & Tyler(2000)는 고용지
위, 실업수당수혜자, 고용의변동, 제조업고용자비
중 등이 지역적으로 실업과 빈곤 변수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고찰하 다. Green(1997)은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현상은 공간적 변수, 즉 지역
내 실업자의 비중, 지역 내 높은 수준의 실업발생 정
도, 새로운취업기회와의거리, 지역의‘각인찍힘’여
부 등과 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고찰하 다.
Nickell(2004)도 국 내 실업의 증가가 소득격차를
심각하게 야기해왔으며, 그근본적인 원인을 저기술
노동력에 차별적인 거시경제적 구조변화로 보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역동성과 그것이 갖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계를분석하여 왔으며,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의
여건에비추어그관계를규명하고자한다.

3. 2000년이후대도시지역실업의
구조적변동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의 위기적 상황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회복
하게 된다. 2000~2007년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경제
활동인구수는 1.29% 성장하 으며, 취업자 수도
1.47%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표 1). 아울러 동
기간에 실업률도 평균적으로 3.7%를 유지하면서 외
환위기이후 10%에근접하 던고실업상태에서외환
위기이전의실업수준으로 회복된 면모를보인다. 한
편 우리나라의 광역대도시는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
적인평균에비해다소높은실업수준을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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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울산은 전국 수준보다 낮
은 3.2%의실업률을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취업
자 수의 변화에 있어서도 연평균 2.3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광역대

도시의실업률은 4.3~4.7%의범위내에서비교적균
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수
의 증가와 취업자의 증가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것으로보아같은기간동안에실업률의수준

이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0~
2007년 기간 동안에 부산은 경제활동인구수와 취업
자수에서모두감소를보여여타광역대도시와달리
노동시장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
면, 울산과 대전은 연평균 2%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천과 광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인구 및취업자의 증가를보이는반면, 서울
과 대구는 반대로 낮은 수준의 성장추세를 보인다(그
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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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0~2007년간 대도시지역 노동시장의 실업률 및 변동패턴

지역 실업률평균(%)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수(%)

전국 3.7% 1.47% 1.29%
서울특별시 4.6% 0.81% 0.66%
부산광역시 4.7% -0.14% -0.62%
대구광역시 4.3% 0.83% 0.63%
인천광역시 4.5% 1.94% 1.73%
광주광역시 4.6% 1.95% 1.54%
대전광역시 4.3% 2.32% 2.22%
울산광역시 3.2% 2.37% 2.12%

그림 1. 광역대도시 실업률의 변화(2000~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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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7년기간동안에광역대도시별실업률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2000년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05년 이후로
도지속적인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그림 2). 지속적
인감소경향을갖는실업률의패턴과함께다른하나
의 두드러진 특징은 광역대도시별 실업률의 정도가
상당히안정화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 2005년이후
광역대도시 실업률의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는 안정
된패턴을유지하고 있다. 한편광역대도시 중에서도
서울과부산등상대적으로큰광역시들도실업률또
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의 변화는 2000년 이후 감

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는감소하고있다(그림 3). 이러한감소추세에비추어
볼 때, 광역대도시 간 실업률의 차이는 뚜렷이 구별
되는 변화패턴을 보이고 있다. 광역대도시 실업률을
대상으로 계산된연도별변이계수의 변화를보면, 먼
저 2000년 이후 전국 실업률의 줄어들면서 광역대도
시 간 실업률의 격차도 함께 축소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전체 실업률의 증가함에도 지속

되면서실업률의변화와광역도시간실업률격차변
동은 서로 상반되는 변화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었으
며, 이는 2004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는 반면 광역
대도시간실업률격차는다시금증가하면서보다더
분명해지고있다. 특히 2004년이후전국적인실업률
의하락에도 불구하고, 광역대도시 간실업률의 격차
는오히려증가하고있는것은외환위기이후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났던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실업률
수렴현상이 반전하면서 노동시장 역동성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실업률이 하락하는
시기에 나타나게 된 차별성의 증대는 실업 감소라고
하는 노동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광역대도시 사이에
함께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점을보여준다. 이는광역대도시 사이에파생
하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내
는사회경제적과정의일면을나타내는것이다.
광역대도시간 실업률의 지역격차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광역대도시별로 절대적 분산과 상
대적 분산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그림 4). 절대적
분산의 지수값은 광역대도시 실업률과 전국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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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역대도시 노동공급 변화와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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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국 실업률 변화와 지역차이

그림 4. 실업률의 공간적 패턴 변화



간 차이의 절대값을 모두 합한 것으로 산정되는 반
면, 상대적 분산은 절대적 분산의 지수값을 전국 실
업률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실업률의절대적및상대적분산의변화를보면 2000

년 이후 동일한 패턴의 변화를 보이며, 실업률의 변
화패턴과는 구별되는 경향을보이며, 아울러여타국
가와는 달리 절대적인 분산과 상대적인 분산의 패턴
이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2004년 이후 실업률
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
로 광역대도시 실업률의 분산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최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은 고용기
회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 사이의 차별화가 보다 더
진행되고있는추세이다. 
결국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지나오면서 실업과 같

은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되었고 전체적
인 실업수준과 함께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의 실
업도빠르게감소하는추세이다. 2000년중반에접어
들면서 실업의 변동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
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있지만,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사이의 실업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사실이다. 이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노동시장 여건의 수렴현상이 최근에 들어 다시금 반
전되는것을의미하며, 결국노동시장은 특정지역에
고유한 속성에 비추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
을반증하고있다.

4. 광역대도시노동시장의
수요구조변동요인

노동시장은 국가, 지역 및 국지 내 경제적 경쟁력
과 사회적 응집 사이를 연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지역 외부의 향과 내적인 경제
재구조화가지역내고용의전망과개인및공동체의
삶에 질 등에 향을 미치는 채널을 제공한다
(Turok, 1999). 따라서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
장에서고용의전망과그에따른실업의패턴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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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역대도시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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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지역경제외부및내부의변동에의한결과
로이해될수있다. 

2000~2006년기간에우리나라광역대도시의지역
내총생산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같은기간동안서울은 189.4조원(2000년불변가격기
준)이 증가하 으며, 이러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
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은 사실상 광주를 제외
한 모든 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한 것으
로나타났다. 이에반해제조업의 경우에는 광주에서
만 그 비중이 증가한 반면, 여타 모든 지역에서 전체
지역내총생산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울산과 인천에서
전체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은 서울, 대구, 대
전등지에서전체대비 40%를상회하고있는것이특
징이다.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는 노동시장 내 수요의
주요한 증대요인으로 이해할 때, 우리나라 광역대도
시중서울, 인천, 부산및울산의경우고용창출수준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비해 대구, 광주 및
대전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속도는 낮아서 그 반대의

경우로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면,

2000~2007년 기간에 취업자 수의 증가에서 상위를
차지하는곳은서울, 인천, 대전등이다(그림 6). 이는
물론 산업별 고용승수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
하여 이해될 수도 있지만, 부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하 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고
사료된다. 업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부
산의 경우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경우만
탁월하게 취업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반면 제조업 등
여타 다른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었
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의 급격
한감소로이해될수있는대도시의탈산업화는우리
나라 광역대도시에서 보면 규모에 따라 뚜렷한 경향
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즉도시의규모가크면
클수록 제조업의 감소추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것이우리나라대도시산업구조변동의특성중
하나로이해된다. 

2000~2007년 사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패턴의
변화를 보면, 우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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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광역대도시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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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모든 광역시에서 절대적으로 증가하 으며, 특
히 서울과 대전에서는 전체 대비 40% 정도에 달하고
있다(그림 7). 그러나울산은서비스업이아닌제조업
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전체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
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기, 운수, 통신 및 금융 부문
은전체광역시에서대체로전체취업자대비비중이
변하지않는모습을보인반면, 도소매, 음식및숙박
업은대구를제외하고여타모든광역시에서전체취
업자 대비 비중이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끝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 종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은모든광역시에서 2000년에들어감소하 으며, 이
는 적어도 취업자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 경
제의 탈산업화이 심화되어 왔음을 반증한다. 일반적
으로 개별 산업이 갖는 노동시장의 양적 및 질적 특
성이다르기때문에, 취업자의 산업구조가 갖는변화
는 지역 내 노동시장에서 고용수준, 임금 수준, 승진
전망, 직업의 안정성 등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고
이해된다(Pain et al., 2003). 결국 이러한 점에 비추
어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궁

극적으로 지역 내 소득과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중
요한함의를가지는것이라볼수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변화과

정을 수요요인의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광역
대도시별취업자수의변화와그것이갖는산업별구
성에있어변화는지역내주민들의임금과노동여건
에 대해 심대한 함의를 지닌다는 점도 지적하 다.
여기서그러한노동시장의 변화, 즉취업자의 변화에
미치는 지역 고유의 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다. 이는 지역 고유의 향의 존재 여부가 노동시장
의변동을이해하고그에대한대책을모색함에있어
중요한준거가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취업자수의변화에미치는지역고

유의 향을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기술적분
석기법인 변이할당분석(shift share analysis)을 활용
하 다. 특히 본 연구는 변이할당분석의 기본모형에
서 취업자의 변동에 미치는 산업부분의 생산량 증대
효과와 생산성 증대효과를 분리하여 추출할 수 있는
Rigby and Anderson에 의한 변형모형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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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취업자의 산업별 구조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0~2006년 기간에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취업자 증가분은 총 44만1천명이며, 이
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26만8천명 감소하는 등 농림
어업·광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68만2

천명이 증가하는 등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
융업이증가한결과이다(표 2). 부문별로취업자증감
의요인을구분한결과를보면, 농림어업·광업의 감

소는 정(+)의 국가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의 지
역효과로 인해 결정되었으며, 특히 지역할당효과는
생산성 감소에 의한 취업자 증가효과보다 생산량 감
소에의한취업자감소효과가더크게작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취업자수가 감소한 제조업
과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도동일한다.
한편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개인·공

공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국가경제효과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지역할당효과가 작용하 으며, 특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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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 산업의 취업자 변동에 대한 변이할당분석 결과
(단위：천명)

구분 종사자수 국가경제 지역할당효과 총변이
변화 효과 생산량효과 생산성효과 생산량효과 생산성효과

농림어업·광업 -22 5 -71 44 -71 44

제조업 -268 99 -439 71 -439 71

건설업 96 33 25 38 25 38

도소매·음식숙박업 -89 136 -473 248 -473 248

전기·운수·통신·금융 42 48 148 -154 148 -15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682 120 192 370 192 370

합계 441 441 -617 617 -617 617

그림 8. 광역대도시별 총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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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별 변이할당분석 결과
(단위：천명)

구분 지역 종사자수 국가경제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총변이
변화 효과 생산량효과 생산성효과 생산량효과 생산성효과 생산량효과 생산성효과

서울 -4 1 0 0 -10 5 -10 5

부산 -14 2 0 -2 -27 13 -27 11

대구 2 1 -2 3 -10 10 -13 13

인천 -6 1 3 -2 -15 7 -12 5

광주 -8 2 3 -1 -24 12 -21 11

대전 -4 1 0 1 -10 4 -10 5

울산 1 1 2 0 0 -1 1 -1

서울 -139 46 -14 13 -254 69 -268 82

부산 -80 20 -3 -18 -32 -47 -35 -65

대구 -42 15 -23 29 -76 13 -99 42

인천 -7 18 56 -34 -121 74 -65 40

광주 8 4 7 -2 16 -16 23 -18

대전 1 4 2 6 -23 13 -21 18

울산 17 9 14 -2 -4 0 10 -2

서울 69 18 -5 5 -7 58 -12 63

부산 1 6 -1 -6 22 -21 21 -27

대구 16 4 -7 9 8 1 1 10

인천 10 4 13 -8 2 -1 15 -9

광주 7 3 6 -2 5 -5 11 -6

대전 5 3 1 4 -1 -2 0 2

울산 11 1 2 0 16 -8 18 -8

서울 -61 77 -23 22 -292 155 -315 177

부산 -20 26 -4 -24 -71 52 -74 28

대구 4 18 -28 35 -42 21 -70 56

인천 -12 15 48 -29 10 -56 58 -85

광주 -3 9 17 -5 -9 -15 8 -20

대전 -16 10 4 13 3 -45 7 -32

울산 -6 5 8 -1 17 -35 25 -36

서울 6 27 -8 8 60 -81 52 -73

부산 11 11 -1 -10 9 2 8 -7

대구 10 5 -8 10 8 -5 1 5

인천 15 6 18 -11 92 -90 110 -101

광주 5 3 6 -2 -6 4 0 2

대전 11 4 1 5 -2 3 0 8

울산 -10 2 4 0 -15 -1 -11 -1

서울 367 74 -22 21 115 180 93 201

부산 98 20 -3 -18 34 65 31 47

대구 90 14 -21 27 49 22 28 49

인천 127 13 40 -24 15 84 55 60

광주 58 8 16 -4 -9 48 6 43

대전 86 9 4 12 30 31 33 43

울산 43 5 7 -1 18 14 25 13

농림어업
및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및
숙박업

전기, 운수,
통신및
금융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업



량에 의한 증대효과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감소에 의
한취업자증대효과가가장크게작용한것으로나타
났다. 이는 해당 부분이 여타 부문에 비해 노동생산
성이낮아서일정수준의생산에의해발생하는고용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접히 관련되어 있
다. 아울러 취업자 수가 증가한 제조업의 경우도 이
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취업자가 증가한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증
가가 모두 국가경제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특징
적이다.
또한 광역대도시별 총변이의 분포를 보면, 서울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소효과와 생산성 감소에 따른
증대효과가 모두 두드러져서 취업자에 대한 지역효
과가미미하게나타났다(그림 8). 부산은생산량감소
에 따른 감소효과와 생산성 증대에 따른 감소효과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인 반면, 대구는 서울과 동일한
패턴이다. 광주와대전은 모두생산량증가와생산성
감소에 따른 증대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 강한 인천과 울산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증대효과와 생산성 증가에 따른 감소효
과를 함께 갖는 결과를 보인다. 이렇게 산업구조적
특성에 기초한 생산량 및 생산성에 의한 지역할당효
과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별로 다양하며, 이는 향후
노동시장의역동성을규정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끝으로 산업별 지역할당효과가 광역대도시별로 차

별화된 모습을 보면, 먼저 농림어업 및 광업의 경우
에는 울산을 제외하고 모든 대도시에서 생산량의 감
소에 따른 감소효과와 생산성 감소에 따른 증대효과
가동시에나타났다(표 3). 그러나제조업의경우에는
대도시별 차별화가 두드러지는데, 서울, 대구, 인천
및대전은모두생산량감소에따른감소효과와생산
성 감소에 따른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광주와
울산은반대의취업자 증감효과를 보인다. 그리고부
산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소효과와 생산성 증가에
따른감소를모두보이는것이특징적이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부산, 일천, 광주 및 울산에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증대효과와 생산성 증가에 따른

감소효과가 나타난 반면, 서울은 그 반대의 취업자
증감효과를 보인다. 아울러대구와대전은생산성감
소에따른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났다. 또
한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소효과와 생산성 감
소에 따른 증대효과가 나타난 반면, 그 외 인천, 광
주, 대전, 울산은 반대의 취업자 증감효과를 보여 도
시규모별패턴의차별화가뚜렷하게나타났다.
전기, 운송, 통신및금융업의경우에는서울, 부산

및 인천에서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증대효과와 생산
성 증가에 따른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에서는 생산성감소에따른증대효과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만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소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
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모든 대도시에서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증대효과와 생산성의 감소에
따른 증대효과가 모두 나타났으며, 울산을 제외하고
후자가전자보다더높게나타난것이특징이다. 

5. 광역대도시실업구조변동요인과
노동시장여건의차별화

지금까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
장에서 실업과 수요구조의 변동을 고찰하 다.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두 측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
해 순위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광역대도시의 평균
실업률은 취업자 증가율과 부(-)의 상관관계의 가지
면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표 4). 또
한 실업율의 감소도 대도시경제의 서비스화와 부(-)
의상관관계를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지역고
유의 할당효과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실업
변동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변동과 관련이 있으
며, 특정지역내산업구조와 지역요인과는 다소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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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있음을일차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구체적
인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대도시별 노동시
장변동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토대로 지역경제 분석
모형을활용한검증이보다더필요하다고본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별 평균월임금과 근로시간을

보면, 전기, 통신, 운수 및 금융업의 임금 수준이 가
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임
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9). 특히 전기, 통신,
운수및금융업의경우근로시간은여타산업에비해
가장적게나타나서근로여건이가장높은것으로판
단된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가장 높은 근로시간에

비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월임금 수준으로 인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이다. 아울러 도
소매 및 숙박업도 상대적으로 높은 근무시간에 비해
월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결국 우리나라 광
역대도시에서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
중이 줄어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전체의 근
로여건은 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
성이높다고볼수있으며, 다만근무시간이임금수준
이 평균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긴 여타 서
비스업의 빠른 증가는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내 여건
의악화를가져오는한가지요인이된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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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산업별 월급여액과 근무시간(2006년)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표 4. 순위상관관계분석(Spearman’s roh) 결과

구분
경제활동 경제활동 취업자 총변이 생산량 생산성 생산성변화 서비스화
인구증가률 참가율 증가율 총변이 총변이

평균실업률 상관계수 -0.655 -0.273 -0.764 -0.436 -0.327 0.109 0.000 0.109

유의확률 0.111 0.554 0.046 0.328 0.474 0.816 1.000 0.816

실업률감소 상관계수 -0.487 -0.541 -0.198 -0.360 0.234 -0.487 0.144 -0.667

유의확률 0.268 0.210 0.670 0.427 0.613 0.268 0.758 0.102



끝으로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이 갖는 종사상지위의
분포를 보면, 울산의 경우 전통적인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지에 맞게 상용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나는 반면, 부산은 그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
난다(그림 10).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 자 업의 비중
을보면대구와광주등지방대도시에서대체로높은
편이다. 아울러 임금근로자이면서 근로여건이 열악
한임시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곳은서울,
부산, 인천등대체로규모가큰대도시로나타났다.

6. 결론：실업과사회적배제의구축

사회적 배제에 커다란 함의를 가진 노동시장에 대
한 연구에서 우선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경제적·사
회적 변동이다. 특히 최근 30여 년간 급격히 진행되
어 온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
행은 보다 높은 경쟁상태와 지속적인 기술제고의 필

요성을 유발시켰다. 제조업이나 광업과 같은 전통적
인 산업의 중요성과 규모가 절대적·상대적으로 감
소하게되었고, 동시에 보다높은기술수준을 요구하
는 지식기반산업의 등장은 노동시장 내 기술수준의
향상을필요로함으로써특정집단의생산활동참여
를배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지식기
반경제로의 이행은 노동시장 내에서 기술 분극화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노동시장 내기술분극화는
결과적으로 중간층 기술직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시장내임금의분극화및개인간소득분극화를
야기하 다(이원호, 2002). 따라서 기술 분극화와 소
득분극화는 특정 개인에게 있어서는 기술취득에 대
한 보다 높은 비용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배제될
수있는기회가높아지게되었다.
한편경제적변동에따른기술및소득분극화와그

에관련된사회적배제의문제를고려함에있어주요
한이슈는바로실업이다. 즉, 기술분극화에따라경
제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실업으로 나아가게
되며, 결국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귀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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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광역대도시별 종사상지위의 분포(2006년)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
2000년 이후 실업과 노동시장 수요구조변화의 역동
성을 고찰하 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실업률의 지역
구조는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지역차가 감소하다가
2005년이후실업의지역차는증가하고있는것이특
징이다.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은 도시의
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 등에 의해
향을받으며, 취업자의 증가는생산량과 생산성모

두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
업자의 증가와 경제의 서비스화는 대도시 실업수준
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가 광역대도시별로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점이고
그러한 차별성은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산업
구조, 취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동에 의해 규정된
다. 이러한차별성은 향후노동시장에서 유래되는 지
역내빈곤과사회적배제의구조화를이해하는데중
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통해실업과사회적배제의구조화에대한적
확한이해가가능하리라본다.

주

1)  실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로는 최은 (1999)와 권상철

(1999) 등원론적인연구에서시작하여그동안제한적이

나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이의규(2002)는 지

역별로산업구조와실업의실태를분석한기초연구를수

행하 다.

2)  개별 연도의 실업률을 토대로 직전 연도 실업률과의 순

위상관관계를 나타내는 Spearman’s roh의 값을 구하면

2005년 0.836, 2006년 0.991, 2007년 0.889으로매우높

게 나타나면이들모두유의수준 5%에서통계적으로유

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3)  지역간실업의격차구조를이해하기위한절대적분산과

상대적분산에대한구체적인논의와그각각의장점및

한계에대한자세한논의는Martin(1997)을참조하시오.

4)  Rigby and Anderson의변형모형에대한자세한논의는

이원호(2002)를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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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Disparities and Their Dynamics of the Metropolitan
Areas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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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is study examines the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demand dynamics as well as
their implication for social exclus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unemployment research containing significant implication for social exclusion is a key
area to be explored with the research of skill and income polarization due to structural economic
transformation. Skill polarization usually results in the job loss for some people, which most likely
leads to the 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exclusion. The unemployment rate and its regional
disparity began to fall since 2000, but the disparity reversed to increase after 2005. The labor
market dynamics of the metropolitan areas are turned out to be related with the size of the city and
the relative shares of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In addition, the employment growth
is turned out to be related with the changes of both output and productivity. It is also found that
the unemployment is affected with the job change and th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However,
it is of more significance to recognize that the dynamics and patterns of the labor market in the
metropolitan areas are quite spatially differentiated and the differentiation is likely determined by
the factors such as industrial structure, employment dynamics and job deman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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