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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0년 이전까지 부가가치와 종사자수의 측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오
던 제조업이 1990년 이후 부가가치의 둔화, 종사자수의 감소를 겪으며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조업 내에서도 산업별 분화가 진행되어 특히 과거 10년(1990∼2000년)간의 추
이를 살펴볼 때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생활관련형 산업에서 가공조립형 산업으로
제조업의 중심이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공업과 중공업간, 생활관련
형 산업과 가공조립형 산업간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의 변화에 존재하는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부문간 생산성의 격차는 국내 산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출
입 구조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제조업내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양극화가 어떤 경제적 왜곡이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는 불분명하
다.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산업
및 무역구조를 재편해 가는 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 양극화의 의미와 연구 범위
(양)극화(polarization)란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산업 생산의
지표가 되는 종사자수, 부가가치 등의
시계열을 살펴보았을 때,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이들 값의 이산(dispersion)
정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산업구
조가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1970∼1990년 중 빠른 상승기를 거쳐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해 왔다.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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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1990년대 들어서면서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우리 경제가 앞으
로 선진국 경제처럼 서비스화가 진전
될수록 제조업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여 산업구조는 앞으로도 계
속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제조업내 업종
간, 특히 경공업과 중공업, 그리고 생
활관련형 산업과 가공조립형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동이나 대외 환경의
변화, 특히 1997년 금융ㆍ외환위기
이후 최근 들어 제조업의 양극화 문
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산업구조의 양
〈표 1〉
분

극화는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과정의 하
나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장기 시계열을 바탕으
로 1970∼200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의 내용 및 원인을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
조 변화를 중심으로 기업규모별(대기
업과 중소기업), 공업구조별(중공업과
경공업), 산업형태별(생활관련형, 기
초소재형, 가공조립형) 분류를 통해
제조업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산업분류 기준과 내용
류

기업규모별

업 종

준

중소기업

1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광공업통계조사보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1인 이
상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체

경공업

15. 음식료품, 16. 담배, 17. 섬유, 18. 의복, 19. 가죽ㆍ가방ㆍ신발, 20. 목재ㆍ
나무제품, 22. 출판ㆍ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 25. 고무ㆍ플라스틱, 36. 가구ㆍ기
타제품, 37. 재생용 가공원료

중공업

21. 펄프ㆍ종이, 23. 석유정제, 24. 화학제품, 26. 비금속광물, 27. 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 29. 기계장비, 30. 사무용기기, 31. 기타 전기기계, 32. 영상ㆍ음
향ㆍ통신장비, 33. 정밀ㆍ광학기기, 34. 자동차, 35. 기타 운송장비

생활관련형

15. 음식료품, 16. 담배, 18. 의복, 19. 가죽ㆍ가방ㆍ신발, 22. 출판ㆍ인쇄ㆍ기록
매체복제업, 36. 가구ㆍ기타제품

기초소재형

17. 섬유, 20. 목재ㆍ나무제품, 21. 펄프ㆍ종이, 23. 석유정제, 24. 화학제품, 25.
고무ㆍ플라스틱, 26. 비금속광물, 27. 1차 금속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가공조립형

28. 조립금속, 29. 기계장비, 30. 사무용기기, 31. 기타 전기기계, 32. 영상ㆍ음
향ㆍ통신장비, 33. 정밀ㆍ광학기기, 34. 자동차, 35. 기타 운송장비

공업구조별

산업형태별

기

주：1) 1995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분류체계를 적용함.
2) 제조업 중분류(분류번호 15∼37)를 기준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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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2.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

수 있다. 경상 부가가치는 일정한 수
준을 유지하여 제조업의 상대 가격은
이 기간 중에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
지하였다.
1970∼90년과 1990∼2000년의 두
기간의 제조업의 비중 추이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패턴을 발견할 수 있
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90
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고용 측면에서 탈공업화의 징후가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또 1인당 부가가
치(노동생산성)의 증가가 1990년 이
전에는 고용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실질 부가가치의 증가에 힘
입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고용이
더 빠르게 감소한 점이 크게 작용하
였다. 전체 산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
성을 비교하면 제조업에 대한 요소
투입이 많았던 1970∼90년 기간에는
각각 5.7%와 6.0%로 큰 차이가 없었

지난 1970∼88년 동안 전체 산업
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상
부가가치, 실질 부가가치, 고용 측면
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속
도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실질 부가
가치 비중의 상승 속도가 고용 비중
의 상승 속도보다 빨라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이 다른 산
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또 제조업의 경상 부가가
치 비중은 실질 부가가치 비중보다
느리게 상승하여 제조업의 상대 가격
이 이 기간 동안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비중은 1989∼90년 기간의
조정을 거쳐 1990∼
98년 기간에 경상 부 〈그림 1〉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1970∼2000)
가가치와 실질 부가가
치 측면에서 거의 일
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고용 측면에서
는 빠른 하락세를 나
타냈다. 특히 고용의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
져, 노동생산성은
1970∼90년 기간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
로 높아졌음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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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동생산성의 변화(1970∼2000)
단위：%
전체 산업

노동생산성(1995년 불변)

〈표 3〉

제조업

1970∼90

1990∼2000

1970∼90

1990∼2000

5.7

5.1

6.0

9.9

총요소생산성의 변화(1970∼2000)
단위：%
전체 산업
1970∼90

제조업

1990∼2000

1970∼90

부가가치(1995년 불변)

9.1

6.7

13.4

1990∼2000
8.3

고용

3.2

1.5

7.0

-1.4

자본스톡(1995년 불변)

13.2

10.4

15.0

9.7

총요소생산성

0.90

0.75

2.40

4.15

주：자본스톡은 1970∼90년, 1990∼98년 기간 평균 증가율이며, 총요소생산성은 부가가치, 노동,
자본 증가율 수치를 바탕으로 1차 동차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와 불변 노동소득분배율(0.5)
을 가정하여 단순 계산된 것임.

던 반면, 1990∼2000년 기간에는 각
각 5.1%와 9.9%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와 노동 투
입뿐만 아니라 자본 투입과 생산의
효율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1970∼90년과
1990∼2000년의 두 기간 동안 전체
산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 고용, 자
본스톡,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비교
해 보면 이들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들어 전체 산업
의 요소 투입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
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
이전 기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제조
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반

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
년대 들어 제조업의 노동 및 자본 투
입 증가율이 모두 전체 산업보다 낮
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증가율
이 더 높았던 이유는 이 기간에 제조
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전체 산
업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 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요소 투입)과 질(총요소생산성)적
측면에서 모두 성장세의 둔화를 나타
내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은 1990년
까지 요소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패
턴을 보이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
서 총요소생산성 위주의 질적 성장
패턴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19–

(1) 기업규모별 분류：대기업과
중소기업

3. 제조업 산업분류별 양극화의
현황 및 추이
3절에서는 광공업통계조사를 중심
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업
의 기업규모별, 공업구조별, 산업형태
별 양극화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한 통계
가 없어 분석상의 한계가 있으나, 전
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1990
년대 들어 제조업에서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종사자수
비중은 20% 내외로 비교적 낮았으며
1990∼2000년 기간 동안 그 수준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양극화 분석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공업통계조사 자료
의 특성상 모든 액수는 경상가격을
기준하였으며, 수출입 자료는 한국무
역협회(KOTIS)의 품목별 수출입 통
계를 이용하였다.
〈표 4〉

중소기업의 수는 1991년 7만 2,874
개에서 2000년 9만 8,046개로 증가한
반면, 대기업 수는 1991년 1,127개에서
2000년 738개로 감소하여 양자간 사업
체수의 격차는 과거 10년 동안에 더욱
확대되었다. 대기업 사업체수의 감소와
함께 종사자수도 대기업의 경우 1991
년 109만명에서 2000년 70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1991
년 189만명에서 2000년 198만명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액을 비
교해 보면, 1991년 각각 93조원과
114조원에서 2000년에는 각각 269조
원과 298조원으로 변화하여 그 격차
는 과거 10년 동안 거의 일정하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액은
1991년 각각 40조원과 47조원에서
2000년 111조원과 109조원으로 역전

기업규모별 통계 추이(1991∼2000)
1991

1994

1997

2000

증가율(%)

사업체수
(개)

중소기업
대기업

72,874
1,127

91,645
933

92,169
821

98,046
738

3.4
-4.6

종사자수
(천명)

중소기업
대기업

1,891
1,089

2,050
916

1,887
835

1,975
696

0.5
-4.9

생산액
(십억원)

중소기업
대기업

93,479
114,426

144,893
156,121

203,054
233,660

268,999
297,529

12.5
11.2

부가가치
(십억원)

중소기업
대기업

40,475
47,157

64,785
66,035

85,294
97,077

111,143
109,448

11.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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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격차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
비중은 소폭 증가했지
만, 중소기업과 대기
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 10년간 50% 내
외를 유지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양극화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
고 있다.

〈그림 2〉

제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공업구조별 분류：경공업과
중공업
경공업 사업체수는 1991년 3만
6,905개에서 2000년 4만 6,924개로
〈표 5〉

1.27배 늘어났으나 중공업은 같은 기
간에 각각 3만 5,307개에서 5만 1,186
개로 1.45배 늘어나 중공업 사업체수
가 경공업 사업체수보다 더 크게 증
가하였고 그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추세에 있다. 종사자수도 경공업
에서는 1991년 132만명에서 2000년

공업구조별 통계 추이(1991∼2000)
1991

1994

1997

2000

증가율(%)

사업체수
(개)

경공업
중공업

36,905
35,307

45,610
45,762

44,168
47,971

46,924
51,186

2.7
4.2

종사자수
(천명)

경공업
중공업

1,315
1,603

1,204
1,726

992
1,705

982
1,671

-3.2
0.5

생산액
(십억원)

경공업
중공업

65,148
140,551

86,131
213,115

106,214
328,695

125,838
438,996

7.6
13.5

부가가치
(십억원)

경공업
중공업

29,252
57,114

40,075
89,536

47,444
133,649

55,413
164,012

7.4
12.4

수출액
(백만 달러)

경공업
중공업

26,467
42,364

28,413
63,811

37,703
94,518

34,358
134,086

2.9
13.7

수입액
(백만 달러)

경공업
중공업

11,005
62,409

15,137
78,802

24,109
110,599

17,737
132,894

5.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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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명으로 감소하였 〈그림 3〉
으나, 중공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60만명에서 167만명
으로 증가하여 경공업
종사자수의 감소와 대
조적인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한편, 경공업과 중
공 업 모 두 1991∼
2000년 기간 동안 생
산액의 증가를 경험하
였으나, 경공업은 1991년 65조원에서
2000년 126조원으로, 중공업은 1991
년 141조원에서 2000년 439조원으로
증가하여 중공업이 경공업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양자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부가가
치에서도 중공업의 경우 1991년 57조
원을 기록하여 같은 해 29조원을 기
록한 경공업의 2배를 기록했으나,
2000년에는 164조원으로 증가하면서
55조원에 그친 경공업의 3배를 넘어
양자간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수출입 실적을 반영한 무역수지는
경공업이 1991년 155억 달러 흑자에
서 2000년 166억 달러 흑자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공업의 경우는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991년 200억
달러 적자에서 2000년 28억 달러 흑
자로 지난 10년 사이에 큰 반전을 보
였다.

제조업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에 따라 중공업은 2000년 현재
전체 제조업의 74.7%(부가가치 기
준)와 63.0%(종사자 기준)까지 상승
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1990년
대 들어 중공업의 종사자수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년간 경공업과 중공업의 양극
화가 더욱 확대되었다.

(3) 산업형태별 분류：생활관련산업,
기초소재산업, 가공조립산업
1991∼2000년 기간중 산업형태별
분류 기준으로 살펴볼 때 사업체수에
있어서 생활관련형 산업(1991년 2만
3,000개→2000년 2만 8,000개)과 기
초소재형 산업(2만 5,000개→3만개)
에 비해서 가공조립형 산업(2만
5,000개→4만개)의 확대가 두드러진
다. 종사자수로 보면 생활관련형 산업
의 경우 1991년 81만명에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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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명으로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 기
초소재형 산업의 경우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9만명에서 82만명으로 줄
어든 반면에, 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
는 113만명에서 128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의 경우, 생활관련형 산업이
1991년 41조원에서 2000년 74조원으
로 소폭 증가한데 그친 반면, 기초소
재형 산업과 가공조립형 산업은 각각
85조원과 79조원에서 223조원과 268
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도 각 산업별로 다른 추세를 보였는
데, 생활관련형 산업의 경우는 1991
〈표 6〉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천명)
생산액
(십억원)
부가가치
(십억원)
수출액
(백만 달러)
수입액
(백만 달러)

년 19조원에서 2000년 34조원으로,
기초소재형 산업의 경우 34조원에서
75조원으로, 그리고 가공조립형 산업
의 경우는 33조원에서 110조원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가공조립형 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무역수지는 생활관련형 산업의 경
우 1991년 127억 달러 흑자에서 2000
년 29억 달러 흑자로 흑자 규모가 대
폭 줄었고, 기초소재형 산업은 178억
달러 적자에서 213억 달러 적자로 적
자 규모가 약간 늘어난 반면, 가공조
립형 산업은 같은 기간 중 6억 달러
흑자에서 363억 달러 흑자로 대규모

산업형태별 통계 추이(1991∼2000)
증가율(%)

1991

1994

1997

2000

생활관련형

22,615

27,678

27,062

28,072

2.4

기초소재형

24,788

29,821

28,629

30,395

2.3

가공조립형

24,809

33,873

36,448

39,643

5.3

생활관련형

807

714

591

560

-4.0

기초소재형

986

973

844

816

-2.1

가공조립형

1,125

1,243

1,263

1,277

1.4

생활관련형

40,963

53,259

65,940

74,277

6.8

기초소재형

85,392

118,874

172,901

222,741

11.2

가공조립형

79,344

127,113

196,067

267,816

14.5

생활관련형

19,005

25,586

30,429

33,967

6.7

기초소재형

34,482

49,398

66,376

75,266

9.1

가공조립형

32,879

54,627

84,288

110,192

14.4

생활관련형

15,654

11,756

15,544

11,344

-3.5

기초소재형

21,315

31,231

45,557

54,443

11.0

가공조립형

31,861

49,237

71,121

102,656

13.9

생활관련형

2,978

5,307

13,730

8,482

12.3

기초소재형

39,129

46,442

65,722

75,747

7.6

가공조립형

31,308

42,191

55,257

66,40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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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흑자를 실현하였
다.
1990년대 들어 생
활관련형 산업의 비중
축소와 가공조립형 산
업의 비중 확대가 뚜
렷하지만, 기초소재형
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거나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생활관련형 산업
과 가공조립형 산업의
양극화가 진행중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생활관련형 산업과 가공조립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4. 제조업 양극화의
원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 이전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
어오던 제조업의 비중
이 1990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상, 실질 부가가치 기준
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종사자수
의 비중도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
로 반전되었다. 1970∼90년 기간에는
1차 산업에서 빠져나온 생산요소(주

로 노동)가 제조업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1990년 이후에는 생산요소
의 이동에 의한 추가 투입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
면서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속시킨
것이다.1)

1) 전체 산업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을 합한 1차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33.5%에서 2000년 6.0%로 크게 줄어든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4.7%에서 36.7%로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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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
께 제조업 내에서도 업종간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의 변화에 존재하는 속도
차이로 인해 양극화가 계속 진행 중
에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구조의 변
화로 인한 측면과 대외 무역구조의
변화로 인한 측면 등 크게 두 부분으
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내 양극화가 발생하는 이유
는 1차적으로 부가가치와 종사자수로
결정되는 1인당 부가가치, 즉 노동생
산성의 격차가 업종간에 존재하고 있
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서 생산과 부가
가치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
〈표 7〉

히 중공업과 가공조립형 산업의 증가
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업종별 종사
자수를 보면 중소기업, 중공업, 가공
조립형 산업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대기업, 경공업, 생활
관련형 산업 및 기초소재형 산업의
고용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대기업, 중공업, 가공조립형 산업
은 과거 10년 동안 노동생산성의 절
대치와 증가율 측면에서 각각 중소기
업, 경공업, 생활관련형 산업 등 다른
업종을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업종간 노동생산성의 격
차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종사자 1인당 임금은 대기업을 제외
하고는 1990년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서 비교적 유사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외환ㆍ

부가가치 기준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
단위：백만원, %
2000

연평균 증가율

45.2

56.3

11.3

116.3

157.3

15.4

47.8

56.4

10.9

78.4

98.2

11.9

35.9

51.5

60.7

11.1

35.0

50.8

78.6

92.3

11.4

29.6

43.9

66.7

86.3

12.8

1991

1994

중소기업

21.4

31.6

대기업

43.3

72.1

경공업

22.2

33.3

중공업

35.6

51.9

생활관련형

23.5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1997

고, 기타 산업(전기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창고 및 통신, 금융, 보험, 부동
산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의 비중은 51.9%에서 57.2%로 소폭 상승하였다. 또 1차 산업의 고
용 비중은 1970년 51.5%에서 2000년 10.9%로 하락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3.2%에서 20.2%
로, 기타 산업의 비중은 35.3%에서 68.9%로 크게 상승하였다.

–25–

〈표 8〉

종사자 1인당 임금
단위：백만원, %
1991

1994

1997

200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6.7

9.6

13.1

14.4

9.0

대기업

9.9

14.8

20.6

25.9

11.3

경공업

6.8

9.4

12.7

13.9

8.7

중공업

8.9

12.4

17.0

19.5

9.2

생활관련형

6.5

9.3

12.4

13.5

8.5

기초소재형

8.0

11.4

15.6

17.4

8.9

가공조립형

8.6

12.1

16.6

19.2

9.3

금융 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을 기점
으로 그 이전과 이후, 두 기간으로 나
누어 살펴보면, 최근 1998∼2000년
동안의 노동생산성은 1991∼97년 기
간과 두 가지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1998년 이
후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둘째는
전체적으로 낮아진 노동생산성의 업
종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였
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 경공업,
생활관련형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의

〈표 9〉

노동생산성 둔화가 여타 업종에 비해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분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조업의
양극화는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전망
이다.
종사자 1인당 임금 상승률과 관련
해서 특기할 점은 1991∼97년 중 제
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같
은 기간 동안의 임금 상승률을 초과한
반면, 1998∼2000년에는 가공조립형
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그 같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및 임금 상승률(1991∼2000)
단위：%
부가가치
1991∼97

임

1998∼2000

1991∼97

금
1998∼2000

중소기업

13.3

4.0

12.0

7.4

대기업

17.9

8.9

13.0

11.9

경공업

13.6

2.7

11.5

7.2

중공업

14.0

4.8

11.5

8.4

생활관련형

13.9

3.8

11.5

7.0

기초소재형

14.4

-1.6

11.7

7.1

가공조립형

14.8

9.5

11.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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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세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과 경
공업, 그리고 생활관련형 산업과 기초
소재형 산업에서 뚜렷한데, 이들 부문
은 1998년 이후 노동생산성의 둔화를
경험한 부문과 일치한다. 특히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
기업과 경공업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
다.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분화와 마찬
가지로 산업별 임금 상승률의 분화 추
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확언할 수
없으나, 한 경제 내의 임금은 장기적
으로 전체 산업의 평균적 노동생산성
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의 증
가가 임금 상승보다 더 느린 산업은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태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
내 산업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제조업
양극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1990년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주된 이유로
서는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주로 요소
투입, 특히 자본 투입의 차이에 기인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

(2) 대외 무역구조의 변화
제조업 내에 존재하는 생산성의 격
차는 국내 산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를 통
해 수출입 구조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국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
건상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

2) 노동생산성은 자본의 추가적인 투입이나 신기술 도입, 또는 기술적 효율성의 향상에 의한 총요
소생산성의 증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간 노동생산성 차이의 이면에 존재하
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연구를 들자면, 이병기(1992)와 김원규 외(2000)는 각각 1974∼89년과 1991∼98년 기간
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이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보다 절대치와 증가율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
투입된 1인당 자본의 양이 중소기업에 투입된 1인당 자본의 양보다 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백
웅기ㆍ이태열(1997)은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두
업종간 양극화가 자본 투입과 중간재 투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송의영ㆍ이
우헌(1998)은 경공업과 중공업에서 지난 30년간 관측된 정형화된 사실들을 제시하고, 제조업
양극화를 자본 축적과 립진스키 효과(Rybczynski effect)를 통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내생적으
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참고로 립진스키 효과란 상대
가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자본 축적에 따라 자본집약적인 중공업의 생산은 절대적으로 증가하
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생산은 절대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 참고 문헌
이병기(199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과 기술격차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 산업
조직연구 1, 창간호, 105-126.
김원규ㆍ신현수ㆍ김정홍(2000),「한국산업의 생산성 분석」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439호.
백웅기ㆍ이태열(1997),“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과 변동요인 분석: 제조업 구조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 계량경제학보 8, 59-91.
송의영ㆍ이우헌(1998),“제조업 산업간 성장양극화”
, 한국경제의 분석 4(1), 10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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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10년 동안의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과 누적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경공업은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
하고 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공업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중공업의 경우, 과거 10년
동안 누적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흑자를 기록할 만큼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의
속도도 빨라 대외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0년대
들어 대외 경쟁력은 경공업에서 중공
업으로 옮겨가는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공업의 축소와 중공업의 확대
에 따른 두 업종간 양극화는 더욱 가
속될 전망이다.
생산성과 수출입을 통한 동태적 비
교우위의 변화는 산업형태별 분류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우선 생활
관련형 산업은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표 10〉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은 점차 줄어들
고 있고 수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그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될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생활관련형 산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무역수지
가 대중국 수입과 역(-)의 관계에 있
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들어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생활관련
형 산업의 무역수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으
로부터 수입하는 대다수 품목이 생활
관련형 산업 제품임을 의미하며, 앞으
로 중국 경제의 대외 성장세가 지속됨
에 따라 생활관련형 산업의 위축은 불
가피할 전망이다.
기초소재형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원료 및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데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수입
량도 함께 커지는 우리나라 경제 구
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단기간에 수
입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초소재형 산업의 무역수지는 적자
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990년대 들어 기초소재형 산업의 수

산업분류별 수출입 증가율 및 누적수지(1991∼2000)
단위：%, 10억 달러
수

수

출

입

누적수지

5.4

150.6

13.7

8.8

-86.6

-3.5

12.3

61.4

기초소재형

11.0

7.6

-154.4

가공조립형

13.9

8.7

157.0

경공업

2.9

중공업
생활관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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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입과 생활관련형 산업
출 증가율이 수입 증 〈그림 5〉
무역수지의 관계
가율보다 높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점
진적인 무역수지의 개
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
초소재형 산업의 생산
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초
소재형 산업의 무역수
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과 뚜렷한 역(-)
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림 6〉
대일본 수입과 기초소재형 산업
무역수지의 관계
있는데, 이는 곧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들 산업 제품을 많
이 수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력을 유지
하면서 어떻게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가가 기초소재
형 산업의 미래에 중
요한 관건이 될 전망
이다.
가공조립형 산업은
화에 대한 엔화 환율과 정(+)의 관계
1990년대 들어 가장 크게 성장한 부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공조립형
문으로서 현재 대내ㆍ외적으로 성장
산업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주로 일
세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본 제품과 경쟁하고 있어 엔화 환율
른 부문보다도 높은 생산성과 대외
의 변동에 따른 가격 측면에서의 영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므로, 앞
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으로도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
해석할 수 있다.
다. 가공조립형 산업의 무역수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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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바탕
으로 판단할 때, 생산
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제조업내 부문간 양극
화가 수출입 구조를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
공업과 중공업간, 그
리고 생활관련형 산업
과 가공조립형 산업간
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엔화 환율과 가공조립형 산업
무역수지의 관계

5.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논의는 제조업내 부문간 양
극화가 현재 진행중이며, 부문간 생산
성의 차이가 양극화를 초래하도록 산
업구조와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양극화는 산
업구조와 무역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양극화는 실증적(positive) 현상이
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람직한가 여
부의 판단 대상은 아니다. 만일 양극
화에 대한 규범적(normative)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 판단은 제조업 양극화
라는 현상의 이면에 자리한 원인이
가져오는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 이루
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경제적 왜곡
이나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면 정
부 개입이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
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속해
있는 중공업과 가공조립형 산업은 성
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많은 수의 중
소기업들은 성장세가 약하거나 하락
세에 있는 경공업과 생활관련형 산업
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구분한
기업규모별, 공업구조별, 산업형태별
분류는 제조업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연계지어 파악한 것으로 봐야 할 것
이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공업과
중공업, 그리고 생활관련형, 기초소재
형, 가공조립형 산업 등 어떤 기업이
어떤 부문에 속해 있는가와 관계없이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재편해 가는
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를 위
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새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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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절대 다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데도 불구
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자원의 배분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
장을 저해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
한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분배적
측면보다 경제의 효율성을 우선하여
야만 정책의 본래 목적인 경제의 생
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비제
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0년
대 들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 1990년 이전보다 상승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노동생
산성 증가율은 하락하여 제조업 내의
양극화와는 또 다른 양극화, 즉 제조
업과 비제조업간 노동생산성의 양극

화가 진행 중에 있다(앞의〈표 1〉참
조). 전체 산업의 약 70%(부가가치
기준)와 80%(고용 기준)를 차지하는
비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더디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경
제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
안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하
는 과거의 성장 방식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부문이건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연구개발투자를 통
한 기술발전(기술자본의 축적)과 노
동의 질적 향상(인적자본의 축적)이
므로, 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생
산성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
은 물적자본의 축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ㆍ기술ㆍ교육 정책의 준비
와 조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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