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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rade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by dynamic panel model are as 
follows. The increase in exports of skilled labor intensive industries has a positive effect on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and the impact of import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has alst a positive impact. The exports of unskilled intensive labor industries have a negative 
impact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Imports of unskilled labor intensive 
industries have negative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It is difficult to der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the effects of trade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before and after 2008. However,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it seems that the 
effects have decreased sin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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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70년대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지역의 높

은 성장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

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그 

이후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은 이전에 비하여 

두드러지지 않다. 이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

소의 양적 투입 증가는 한계생산물 체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Krugman (199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진보

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도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기

술 및 품질혁신보다는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보

다 근본요인을 통한 성장모형의 도입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요인으로서 교육을 통한 기

술혁신1)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교육을 통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은 Schultz (1961), Mincer (1962), 

Becker (1964) 등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인적

자본과 경제성장의 긍정적 관계는 이론적으로

는 Uzawa (1965), Lucas (1988) 등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실증적으로는 Barro (1991/1997), 

Barro and Sala-i-Martin (2004), Hicks (1985), 

Kormendi and Meguire (1985), Mankiw, Romer 

and Weil (1992), Tallman and Wang (1994), 

등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 이후 Romer (1990) 

and Lucas (1988)는 교육투자에 의한 인적자본

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며 외

부효과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

으로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장창원 (2007), 박형수 류덕형 (2010), 이영 (201

0), 장일진 (2013), 한만경 (2013) 등도 교육을 

포함한 인적자본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Carnoy (1974), Paci 

(1977), Benhabib and Spiegel (1994)같이 경

제성장이 교육발전의 원인으로서 교육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1) 기술진보에 대하여 Romer (1986)는 자본과 노동과는 

별개의 생산요소로 보고, 그리고 Solow (1956)은 자본

에 체화된 것으로 보며 Arrow (1962)와 Lucas (1988)

는 노동에 체화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교육을 기술혁

신과 별도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교육이 기술진

보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 요인임을 착안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진행과 함께 경제활동의 개

방화로 인적자본 수준이 경쟁력의 핵심요인이

고 인적자본축적의 근원인 교육투자가 대내적

인 요인에 머물지 않고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

역, 해외투자 등과 같은 개방적 환경을 고려하

지 않고서는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외와는 달리 무

역을 도입한 교육 및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 무역과 교육을 통한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된 결

론에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다. Chaudhry et al. 

(2010), Easterly and Levine (2001), Herath 

(2008), Lai (2010), Maksymenko and Rabbani 

(2011), Manni and Afzal (2012) 등은 대체로 

무역은 인적자본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Spanu (2003), 

Young (1991) 등은 무역은 특화로 인해 개도국

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

으로 인적자본에 의한 경제성장에의 영향이 제

한적이라고 하였다.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Aghion and Howitt (1992), Coe and 

Helpman (1995), Grossman and Helpman (1991a), 

Lichtenberg (1994), Romer (1990), Schumpeter 

(1934) 등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무역은 국제

적 지식의 이전 또는 확산을 통하여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무역이 기

술과 지식을 창출하는 근원이 되는 교육투자

(investment in education) 및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accumulation)

에 초점에 둔 연구는 미흡하였다. 특히, 인적자

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무역이 

개입되는 경우 한 국가의 산업구조의 특성에 

2) 교육 및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의 영향에 대한 주요 

연구는 김태진 (2002), 여운성 (2003), 심재희 (2003), 

장창원 (2007), 김선재 외 (2010) 등 많은 연구가 무

역 부문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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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적자본축적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지

는 비대칭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무시

되고 일률적으로 분석됨으로써 무역의 경제성

장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도출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 또한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변수들 간

의 내생성 문제 등을 반영하는 패널모형 시스

템GMM 등의 방법을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숙련노

동집약산업과 비숙련노동집약산업에 따라 무

역에 의한 소득분배를 통한 교육투자 및 학습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모형과 추정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무역

을 통한 소득분배가 인적자본축적이 경제성장

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 인

적자본축적,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모

형은 일반적인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본

으로 인적자본을 결합하여 확대한다. 생산함수

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    


  

( : 산출량,  : 노동,  : 자본, 

 : 총요소생산성) (1)

인적자본, 무역이 생산함수에 추가되면 는 

인적자본과 무역으로 대체되고 이들을 제외한 

잔여항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수식(2)와 같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가 된다. 

  ․     


 


 

( : 노동, 자본, 인적자본(), 무역

량()등을 포함한 설명변수에 기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인 총

요소생산성을 의미) (2)

(2)식을 시간(t)에 대하여 미분하고 양변을 산

출량()으로 나누면 경제성장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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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의 축적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학습 

및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Lucas (1988)와는 달리 교육투자는 소득을 통하

여 달성된다고 가정한다. 인적자본축적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일반적

으로는 다음과 같다. Mulligan and Sala-i-Martin 

(1995)의 방법에 따라 노동소득을 이용한 인적

자본의 측정방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의 한계생산성 만큼 보상받는다고 가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4)

단, 는 t 시점에서 교육년수가 s인 노동

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 

t 시점에서 교육년수가 s인 노동자의 비율이다. 

추정방법은 특정학력이하의 임금을 1003)으로 

보고 그 이상의 학력을 지수화하는 것이다(Yu 

Byung-Chul and Park Sung-Ik, 2004, 87). 

인적자본을 교육투자 및 학습수준이 일정수

준 이상으로 높은 숙련노동집약산업과 상대적

으로 낮은 비숙련노동집약 산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제시된 기본모형에 무역부문

을 도입하여 모형을 확대한다. 무역부문의 도

입은 숙련노동집약산업과 비숙련노동집약산업

의 소득분배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소득분배는 

교육투자 및 학습에 의한 인적자본축적의 변화

3) Mulligan and Sala-i-Martin (1995)는 교육을 받지 못

한 노동자의 학력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지 못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학력을 인적자본축적이 불리

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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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

역과 인적자본은 각각 독립적으로 성장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무역과 인적자본 간에는 

상호작용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역과 

인적자본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을 통한 소득분배가 인적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5)

모형 1


 









   (6) 

모형 2


 







  


(7)

모형 3

       

   (8)

모형 4 


 







  
 (9)

2. 추정방법

분석모형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기

본적으로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통합

한 패널모형을 도입한다. 모형식 (2)와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무역,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인적자본축적과 무역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내생성 문제로 인하

여 추정된 무역과 인적자본 변수는 일치추정량

이 되지 못하며 추정계수의 신뢰성 문제가 발

생한다. Wooldridge (2006)는 상호의존성이 의

심되면 시차종속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스템 GMM은 차분방정식과 

수준방정식으로 도구변수를 선택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내생성 문제

를 해결한다. 또한 모형 변수이외에 관측되지 

않은 영향 요인인 패널개체의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해야 한다. Heckman 

(1981)은 관측되지 않은 패널개체의 이질성이 

통제되지 않으면 과거 요인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증가하여 모형에 나타난 설명변수

의 영향이 과소 추정된다고 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패널

개체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패널모

형을 Arellano and Bond (1991)의 차분 GMM 

(Generalized Methods of Moments) 방식과 함께 

Arellano and Bover (1995) and Blundell and 

Bond (1998)의 시스템 GMM으로 추정한다. 차

분 GMM은 시차종속변수로 인한 자기상관은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를 사용함으로

써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동적패널모형은 시차종속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상관과 함께 설명변수보다 

도구변수의 수가 많은 과대식별(overridentification)

의 문제가 존재한다. 오차항 차분이 자기상관

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고 2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Allerano and Bond 차분 모형을 

통하여 살펴본다5). 과대식별의 적절성에 대한 

검정은 Sargan test와 Hansen test 검정 방법이 

있다. 무역과 인적자본축적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에 따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존

재 여부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Ⅲ. 분석자료

1. 변수 정의와 기초 통계

무역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통한 인적자본축

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의 한국제조

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한다. 경제성장은 부가가

치액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부가가치액은 국

4) 자기상관과 이분산를 포함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GLS분석은 횡단면의 개별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5) 원래 모형의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있을 경우 Allerano 

and Bond모형으로 차분하면 자기상관이 사라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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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총생산의 대리변수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 노동투입량(LAB)은 종사자 수를 그리고 자

본투입량(CAP)은 유형고정자산을 각각 대리변

수로 사용한다. 자료는 통계청의 광공업 조사자

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한다. 

개방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무역변수인 수출

액(EX)과 수입액(IM)을 도입하였다. 수출과 수

입 데이터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항목과 일치하

지 않으므로 산업연구원의 산업통계분석시스템

과 UN의 Comtrade의 분류를 이용하여 두 산업

분류를 연결하여 도출하였다. 데이터는 한국무

역협회, 관세청, 산업연구원, UN의 Comtrade무

역통계 등을 참조하거나 이용하였다. 인적자본

은 학교등록률, 평균교육년수, 노동소득 등 다

양한 측정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Jorgenson et al. (1987/1994)등과 같이 노동자

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의 한계생산성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노동소득을 이용한

다. 인적자본축적 변수(HC2)는 학력별 임금 격

차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개별 산업의 취업자 비

중으로 가중하여 산정한다. 또한 산업별 연간 

임금 증가율을 취업자 수의 연간 증가율로 가중

하여 인적자본축적 변수(HC3)를 산정한다. 각 

산업별로 학력별 임금소득에 대하여 대학생 이

상 비율을 산정(HC1)하여 인적자본축적 정도를 

파악하고 한진희(1998)를 참조하여 숙련노동집

약 산업과 비숙련노동 집약산업으로 구분한다. 

자료는 노동부의 기본통계인 원시 데이터를 목

적에 맞게 직접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은 2000년-2016년의 15개년의 제조업 중분류 

21개 산업을 대상6)으로 하였다.

<Table 1> 전체산업, 숙련노동산업, 비숙련

노동산업의 변수 증가 추이를 나타낸다. 전체산

업의 인적자본지수는 HC1은 0.56%증가하였으

나 HC2, HC3는 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

출과 수입의 인적자본지수와의 상호작용항은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각 변수는 증가 추세

이다. 숙련노동산업의 변수 증가율 추이는 인적

자본지수의 증가율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HC1

과 HC2는 2008년 이후에 변화율이 감소 추세이

다. 인적자본지수와 수출 및 수입과 인적자본지

수의 상호작용항도 전반적으로 2008년 이전과 

비교하여 2009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숙련산업의 경우 HC1은 0.81%의 증가율

로 숙련노동산업의 부(-)와는 대비된다. 하지만 

여타 인적자본지수의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 

부(-)의 부호를 나타냈다. 수출 및 수입과 인적

자본지수와의 상호작용항도 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적자본지수 증가율은 2009년 이후

6)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무역데이를 위한 HS산업분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대상 연도와 산업의 수가 조정되

었다. 

Table 1. Growth Rate of Variables in Each Industry

Division EX IM HC1 HC2 HC3
EX*
HC2

IM*
HC2

Total Industry

2000-2016 11.99 11.16 0.56 -0.97 -0.06 0.47 0.53

2000-2007 13.78 15.09 -0.65 -1.30 -0.11 1.15 1.35

2009-2016 5.97 5.28 1.89 0.92 1.18 1.81 1.65

Skilled Labor 
Industry

2000-2016 9.99 8.43 -0.38 -0.40 -0.14 0.96 0.43

2000-2007 12.89 11.50 -1.06 1.07 -0.25 3.68 2.74

2009-2016 5.15 3.78 -0.52 0.87  2.03 1.93 1.45

Unskilled Labor 
Industry

2000-2016 4.31 13.29 0.81 -0.52 -0.09 -0.14 0.27

2000-2007 1.78 12.51 -0.43 -1.28 -0.27 -1.19 -0.30

2009-2016 6.08 9.00 5.10 1.10 0.78 1.88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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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의 부호를 보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출 및 수입과 인적자본지수와의 상호

작용항도 2008년 이전에는 부(-)의 증가율을 나

타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정(+)의 증가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른 숙련노동산업과 비

숙련노동산업의 수출 비중은 <Fig.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련노동산업의 수출 

비중은 50%초반-40%후반이며 시간이 진행할수

록 약간 감소한다. 비숙련노동산업의 수출 비중

은 10% 초중반이며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수입의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른 비중은 <Fig. 2>

와 같다. 숙련노동산업의 수입비중은 20%후반

-30% 초반인데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숙

련노동산업의 수입 비중은 10% 초반인데 미약

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 패널모형의 검정

동적패널모형은 시차종속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상관과 도구변수의 수가 

설명변수 보다 많은 과대식별의 문제가 존재한

다.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차항 차분의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만 2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Table 2>의 검정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

Fig. 1. Human Capital and Exports             Fig. 2. Human Capital and Imports

   

Table 2. Test of Autocorrelation and Over-Identification

Division Autocorrelation Over-Identification

Method AR(1) AR(2) Sargan

Skilled Labor 
Industry

export
model1 0.09 0.35 65.3 -0.75

model2 0.08 0.38 67.7 -0.68

import
model1 0.08 0.15 76.2 -0.4

model2 0.08 0.15 77.3 -0.37

Unskilled Labor 
Industry

export
model1 0.04 0.18 75.4 -0.25

model2 0.04 0.19 71.4 -0.36

import
model1 0.05 0.33 72.5 -0.33

model2 0.05 0.36 67.1 -0.51

Notes: 1. AR(1): Arellano Bond AR(1) test.
2. Based on System GMM.
3. The Hansen test results show that the null hypothesis(over-identification is appropriate) is not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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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숙련노동산업의 경우 10%의 유의수준에서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만 2계 자기상관은 존

재하지 않았다. 비숙련노동산업은 수출은 5%

의 유의수준에서 수입은 10%의 유의수준에서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만 2계 자기상관은 존

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식별 검정

을 위한 Sargan 검정은 선택된 도구변수가 오

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지 못하기 때문에 과대식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Hansen test에서도 과대식별이 큰 문제

가 되지는 않는다.

패널개체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분산 

문제가 의심될 수 있다. Bruesch-Pargan LM test 

결과 오차항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모든 모형에서 기각되어 이분산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모형의 추정에 있어 패널 이분산을 완화

하기 위한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를 사용한 추정을 하였다.

무역과 인적자본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한 상호작용항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 검정하였다. 먼저 숙련노동 산업의 

경우 인적자본 변수인 HC2와 수출 및 인적자

본의 상호작용항, 수입 및 인적자본의 상호 작

용항 간에는 각각 0.740, 0.7537)의 높은 상관

관계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이들을 

모형에서 제외하고 모형구성하였다. 비숙련노

동 산업의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는 수출 및 인

적자본의 상호작용항, 수입 및 인적자본의 상

호 작용항 간의 상관관계는 0.04, 0.06으로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에 인적자본변수와 무역과 인적자

본변수의 상호 작용항을 포함하여 모형을 구성

하였다. 

Ⅳ. 실증분석

산업은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에 따라 숙련노

동집약 산업과 비숙련노동 집약산업으로 구분

하고 산업의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라 수출과 수

입이 소득분배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도 비대칭적으로 반

영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Table 3>은 

숙련노동산업의 수출이 소득분배에의 영향을 

통한 인적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결

과이다. 

먼저 수출과 인적자본으로 구성한 모형1을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수출증

7)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0.7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Table 3.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of Exports in Skilled Labor Industry 

Division System GMM Difference GMM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coef. R.S.E coef R.S.E coef. R,S.E coef R,S.E

lnVALt-1 0.064 0.063 0.040 0.056 -0.009 0.062 -0.006 0.060

lnLAB 0.534*** 0.100 0.504** 0.101 0.555*** 0.102 0.553*** 0.103

lnCAP 0.276* 0.168 0.250* 0.191 0.279* 0.151 0.285* 0.161

lnEX 0.273** 0.107 0.272*** 0.110 0.243** 0.102 0.245** 0.104

HC2 0.081* 0.044 0.062 0.040

lnEX*HC2 0.0061 0.0042 0.0029 0.0018

Model 
Significance

Prob > chi2= 0.0000 Prob > chi2= 0.0000

Notes: 1. *p<0.10, **p<0.05, ***p<0.01.
2. R.S.E: robust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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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273으로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5%유의수준에서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10%유의수

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부호

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모형2는 수출이 소득분배와 인적자본축적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수출과 인적자본축적간의 상호 작용항을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결과 수출증가

가 숙련노동산업의 소득분배를 통하여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은 0.0061로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련노동산

업에서 수출을 통하여 숙련노동자들에게 분배

된 소득이 인적자본축적을 위한 유인으로 작용

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분GMM의 Arellanoㆍ

Bond추정량도 시스템GMM 추정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숙련노동산업에 있어 수입이 소득분배를 통

한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자본축적 지수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092로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수입이 인적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입과 인적자본축적 변화

와의 상호 작용항을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이

다. 상호 작용항은 0.090으로서 수입이 인적자

본축적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에 대서 정

(+)의 영향을 미치며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련산업에서 수입

은 자본재, 부품 등의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증

가, 수입의 경쟁촉진효과, 관세의 제품 가격인

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최종재의 수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보다 커서 요소공급자의 

소득증가가 인적자본축적을 위한 투자 인센티

브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숙련 노동집약 산업의 경우 먼저 수출을 

포함한 모형1에서 인적자본축적지수가 0.078

로서 경제성장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다. 모

형2에서 수출과 인적자본축적 지수의 상호 작

용항의 계수가 –0.0148)로서 성장에 대하여 부

(-)의 효과가 나타났다. 비숙련노동산업은 수출

의 성장이 숙련산업보다 낮아 생산요소의 수요

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무역으로 인한 숙련 편

8) 모형에 인적자본축적 변수를 도입한 영향이 수입과 

인적자본축적 상호 작용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

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적자본축적 변수를 제외

한 모형에서도 추정계수는 –0.025로서 무역의 인적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커졌지

만 여전히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낮아졌다.

Table 4.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of Imports in Skilled Labor Industry 

Division System GMM Difference GMM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coef. R.S.E coef R.S.E coef. R,S.E coef R,S.E

lnVALt-1 0.068 0.072 0.033 0.071 -0.007 0.048 -0.004 0.045

lnLAB 0.564*** 0.212 0.526** 0.209 0.559*** 0.210 0.553*** 0.202

lnCAP 0.308** 0.121 0.268** 0.121 0.285** 0.142 0.287* 0.149

lnIM 0.291*** 0.054 0.287** 0.054 0.288*** 0.036 0.291*** 0.037

HC2 0.092** 0.043 0.058 0.048

lnIM*HC2 0.0087* 0.0045 0.0032 0.0029

Model 
Significance

Prob > chi2= 0.0000 Prob > chi2=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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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기술진보로 인하여 숙련노동산업 요소공

급자와는 임금격차가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

력의 해외 아웃소싱으로 노동수요 감소에 의한 

낮은 임금 소득으로 인적자본축적에 대한 유인

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차분GMM으로 추정한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6>에서 비숙련노동 산업의 수입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은 0.125로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소득분배를 통하여 인적자본축적과 경

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상호 작용항의 추정계수

가 –0.025로서 수출과 마찬가지로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비교열위재

로서의 비숙련산업의 수입은 천연자원 등 중간

재 수입의 생산요소 소득에 대한 효과, 경쟁촉

진 효과, 기술진보 효과 등이 수입으로 인한 비

숙련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임금하락의 부

정적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으로 인한 저조한 소득분

배가 인적자본축적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차분GMM의 추정에서도 유

사하며 상호 작용항의 절대값이 더 커져 부(-)

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Table 5.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of Exports in Unskilled Labor Industry 

Division System GMM Difference GMM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coef. R.S.E coef R.S.E coef. R,S.E coef R,S.E

lnVALt-1 -0.143* 0.074 -0.138 0.084 -0.174 ** 0.072 -0.159 ** 0.072

lnLAB 0.541*** 0.153 0.599*** 0.092 0.703*** 0.076 0.663*** 0.046

lnCAP 0.417*** 0.097 0.397*** 0.065 0.333*** 0.074 0.389*** 0.082

lnEX 0.116 0.054 0.128* 0.075 0.101 0.062 0.108** 0.054

HC2 0.078 0.120 0.203*** 0.051 0.015 0.107 0.471*** 0.184

lnEX*HC2 -0.014 ** 0.007 -0.047 *** 0.014

Model 
Significance

Prob > chi2= 0.0000 Prob > chi2= 0.0000

Table 6.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of Imports in Unskilled Labor Industry 

Division System GMM Difference GMM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coef. R.S.E coef R.S.E coef. R,S.E coef R,S.E

lnVALt-1 -0.129 0.090 -0.108 0.090 -0.147* 0.078 -0.142 * 0.073

lnLAB 0.465*** 0.079 0.512*** 0.066 0.620*** 0.062 0.596*** 0.043

lnCAP 0.485*** 0.052 0.531*** 0.081 0.392*** 0.051 0.452*** 0.068

lnIM 0.037 0.055 0.029 0.045 0.038 0.051 0.022 0.041

HC2 0.125** 0.057 0.389*** 0.149 0.030 0.098 0.433*** 0.145

lnIM*HC2 -0.025* 0.014 -0.042 *** 0.012

Model 
Significance

Prob > chi2= 0.0000 Prob > chi2=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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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세계금

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숙련노동집

약 산업의 경우 수출과 인적자본의 상호작용항

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이전에는 

0.013에서 2008년 이후에는 0.004로 감소하였

으며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차분 

GMM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워9)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한 추정에서 추정

결과 2008년 이후에는 0.0268로서 5%유의수준

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숙련노동집약 산업의 수입과 인적자본의 상

9) 두 기간을 분리함으로써 각 기간별 데이터 수의 부족

으로 인한 추정치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호작용항은 2008년 이전에는 0.0169에서 2008

년 이후에는 0.005로서 감소하였는데 1%의 유

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차분GMM에서는 상반

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2008년 이후에는 –0.0044로서 부(-)의 부

호를 보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비숙련노동집약에서 먼저 수출과 

인적자본의 상호 작용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이전에는 –0.049에서 2008년 이

후에는 상호 작용항의 추정계수가 –0.006으로

서 부(-)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차분GMM 추정에서는 2008년 이후에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였다. 확률효과 모형에서 2008년 

이후에는 –0.0024로서 부(-)의 영향이 감소하였

Table 7.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of Exports in Skilled Labor Industry (Period)

Division System GMM(Model 2) Difference GMM(Model 2)

Variable
2000-2007 2009-2016 2000-2007 2009-2016

coef. R.S.E coef R.S.E coef. R,S.E coef R,S.E

lnVALt-1 -0.014 0.061 0.080 0.087 -0.1892 0.0820 0.085 0.071

lnLAB 0.635*** 0.201 0.550*** 0.107 0.8989 0.3246 0.595*** 0.121

lnCAP -0.027 0.264 0.527*** 0.115 0.0378 0.1136 0.569*** 0.126

lnEX 0.143 0.151 0.199*** 0.065 0.0615 0.1480 0.203*** 0.056

lnEX*HC2 0.013* 0.008 0.004*** 0.001 -0.0003 0.0090 0.008*** 0.002

Model 
Significance 

Prob > chi2= 0.0000 Prob > chi2= 0.0000

Table 8.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of Imports in Skilled Labor Industry (Period)

Division System GMM(Model 2) Difference GMM(Model 2)

Variable
2000-2007 2009-2016 2000-2007 2009-2016

coef. R.S.E coef R.S.E coef. R,S.E coef R,S.E

lnVALt-1 -0.015 0.095 0.057 0.082 -0.18038 0.07755 0.054 0.063

lnLAB 0.601* 0.336 0.574*** 0.112 0.93378** 0.46571 0.580*** 0.159

lnCAP -0.048 0.322 0.546*** 0.079 0.212** 0.15138 0.594*** 0.098

lnIM 0.125 0.108 0.203*** 0.046 0.04109 0.09647 0.205*** 0.025

lnIM*HC2 0.0169* 0.009 0.005*** 0.001 -0.00003 0.01055 0.007*** 0.003

Model 
Significance 

Prob > chi2= 0.0000 Prob > chi2=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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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비숙련노동집약 산업의 수입과 인적자본의 상

호작용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2008년 이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전 0.012

에서 2008년 이후에는 –0.018로서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존

재하재 않았다. 차분GMM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추정에서도 부(-)의 효과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는 한

계생산물 체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을 통한 기술혁신과 성

장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무역을 통해 교육 및 학습에 의한 인

적자본축적과 산업구조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분석 대상기간 자료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인적자본은 학력별 임

Table 9.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of Exports in Unskilled Labor Industry (Period)

Division System GMM(Model 2) Difference GMM(Model 2)

Variable
2000-2007 2009-2016 2000-2007 2009-2016

coef. R.S.E coef R.S.E coef. R,S.E coef R,S.E

lnVALt-1 -0.403*** 0.142 0.074 0.047 -0.441*** 0.109 -0.003 0.056

lnLAB 0.421 0.338 0.802*** 0.172 0.430 0.442 0.979*** 0.151

lnCAP 0.454** 0.230 0.537*** 0.138 0.440*** 0.145 0.399*** 0.117

lnEX 0.191* 0.113 0.089 0.071 0.215 0.132 0.100 0.061

HC2 0.527* 0.289 0.276* 0.149 0.656** 0.270 1.315*** 0.297

lnEX*HC2 -0.049* 0.025 -0.006 0.008 -0.084** 0.036 -0.129*** 0.026

Model 
Significance

Prob > chi2= 0.0000 Prob > chi2= 0.0000

Table 10.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of Imports in Unskilled Labor Industry (Period)

Division System GMM(Model 2) Difference GMM(Model 2)

Variable
2000-2007 2009-2016 2000-2007 2009-2016

coef. R.S.E coef R.S.E coef. R,S.E coef R,S.E

lnVALt-1 -0.383** 0.180  0.090 0.070 -0.4444*** 0.1513  0.016 * 0.167

lnLAB  0.342 0.519  0.793 *** 0.143  0.2861 0.5298  1.134 0.319

lnCAP  0.597** 0.233  0.567 *** 0.139  0.4877*** 0.1843  0.363 0.197

lnIM -0.204* 0.127  0.054 0.071 -0.1605 0.1180  0.021 0.092

HC2  0.020 0.178 0.432 *** 0.153  0.0598 0.1909  0.637 0.990

lnIM*HC2  0.012 0.030 -0.018 0.018  0.0004 0.0234 -0.046 0.095

Model 
Significance

Prob > chi2= 0.0000 Prob > chi2= 0.0000

Notes: 1. *p<0.10, **p<0.05, ***p<0.01.
2. R.S.E: robust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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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격차를 취업자 수로 가중한 인적자본지수 

HC2는 숙련노동산업이 비숙련노동산업보다 높

다. 그리고 인적자본지수와 수출과 수입의 상

호작용항의 평균은 숙련노동산업과 비숙련노

동산업과의 격차가 크다. 전체 산업, 숙련노동

산업, 비숙련노동산업 모두에서 2008년 이후 

대체로 HC1(대학생이상 졸업취업자의 임금비

율)과 HC2는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인적자본

지수와 수출 및 수입의 상호작용항의 평균은 

숙련노동산업은 2008년 이후 약간 감소 추세

를, 전체산업과 비숙련노동집약 산업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변수의 증가율 추

이는 전체산업에서 인적자본지수는 HC1은 증

가하였으나 HC2는 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의 인적자본지수

와의 상호작용항도 전체산업에서는 2008년 이

후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냈다. 

숙련노동산업의 변수 증가율은 인적자본지

수의 증가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인적자본지수

와 수출 및 수입과 인적자본지수의 상호작용항

은 전체적으로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시기별로

는 2008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숙

련산업의 경우 인적자본지수는 HC1의 증가율

은 증가하였지만 HC2 등 인적자본지수의 증가

율은 감소하였다. 수출과 인적자본지수와의 상

호작용항은 부(-)의 증가율을 그리고 수입과 인

적자본지수 상호작용항 증가율은 증가하였다. 

기간별로는 인적자본지수 증가율은 2008년 이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및 수입과 인

적자본지수와의 상호작용항 증가율도 2008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었다. 

무역 및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에 대한 동적패널모형 분석결과, 숙련노동집약

산업의 수출증가가 숙련노동산업의 소득분배

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노동산업에서 수입이 인적자본축적에 영

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정(+)의 영향

을 미친다. 비숙련노동산업의 수출을 통한 소득

분배가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는 부(-)의 부호를 나타냈다. 비숙련노동산업의 

수입이 소득분배를 통하여 인적자본축적과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노동집약

산업과 비숙련노동집약산업의 무역이 소득분배

의 변화를 통하여 인적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시기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는 쉅지 않다10). 하지

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숙련노동집약 산업과 비숙련노동집약 산업 

간에는 무역이 소득분배를 통해서 인적자본축

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숙련노동집약 

산업에서 무역으로부터 소득분배가 인적자본

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적적 영향이 상대적으

로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숙련노

동산업의 인적자본축적 지수 평균은 전체산업

의 평균보다 높고 비숙련노동산업의 그것보다 

더 크다. 또한 무역 및 인적자본지수의 영향 관

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항도 마찬가지다. 

무역을 통한 소득분배는 수출 및 수입 재화

의 가격상승과 이를 통한 생산요소의 가격상승

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숙련노동산업의 경우 

먼저 수출량 비중이 비숙련련산업 보다 커서 

고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증가도 크

다. 또한 무역은 기술이전 및 기술진보 등으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를 초래하여 비숙련노동

보다는 숙련노동산업과의 기술격차와 임금격

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숙련노동

산업에서 수출을 통하여 숙련노동자들에게 분

배된 소득이 인적자본축적을 위한 유인으로 작

용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숙련산업에서 수

입은 자본재, 부품 등의 도입으로 제품 경쟁력

의 강화와 수입의 경쟁촉진효과 및 기술진보 

및 이전 효과, 스톨러사뮤엘슨 정리에서 나타

난 관세의 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최종재의 수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보다 커서 요소공급자의 소득증가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경제성

10) 새로운 인적자본축적 지수의 도입과 산업 분류 재조

정, 각 산업별 데이터 수 확대 등을 통한 추정은 추

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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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숙련노동산업은 분석기간 동안 수출 비중

이 숙련산업보다 낮아 생산요소의 수요도 상대

적으로 낮으며, 무역으로 인한 기술진보도 숙

련 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하여 숙련노동산업 요

소공급자와는 임금격차가 있다. 또한 무역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력의 해외 아웃소싱으로 노동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임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음으로써 인적자본축적에 대한 유인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인적자본

축적은 낮은 임금소득과의 악순환과 함께 낮은 

경제성장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숙

련노동산업의 수입이 소득분배를 통하여 인적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수출과 마

찬가지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교열위재로서의 비숙련산업의 수입

은 천연자원 등 중간재 수입의 생산요소 소득

에 대한 효과, 경쟁촉진 효과, 기술진보 효과 등

이 수입으로 인한 비숙련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임금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

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으로 인

한 저조한 소득분배가 인적자본축적에 대한 유

인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국, 숙련노동집약 산업의 경우 무역으로부

터의 소득분배가 비숙련노동집약 산업보다 상

대적으로 유리하고, 따라서 이러한 유인이 임

금소득을 인적자본에 더 많이 지출하여 인적자

본축적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기 때

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숙련노동

산업에서는 인적자본과 인적자본 및 무역 상호

작용항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

한 향후 대책 및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추정결과는 

추세와 경향 파악에 목적을 한정하다. 추정치

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연구과제로 촉

발할 것으로 기대하며, 직접적으로는 무역과 

소득분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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