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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사회적 격차의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해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는 여타 경제사회적 불평등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세기말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우리 사회의 계층간 소득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소득격차의 양상이나 효과가 다양

한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소득격차의 확

대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 다양한 부문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빈곤이나 불평등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복지의 확대만으로 대처하

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

한 정책 영역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부문간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시도

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는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연구가 단순한 실태 파악이나 부문별 정책 

제시의 단계에서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이전까지 우리 연구원의 연구들이 잘 다루지 않

았던 산업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

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측면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지난 20여 년간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질문하고 분석하고 있

다. 이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를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에 대한 문제제기임과 동시에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조합



의 내용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풍부하게 검토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산업연구원의 

강두용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연구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원 정현상 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비록 연구의 내용

이 우리 연구원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불

평등 연구의 시야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연구진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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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and Growing 
Inequality in Korea

It is widely accepted that income inequality of Korea has 

worsened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nd the main driver 

of this deterioration lies in the change of labor market. But when 

we attend to more long term trend, we can find that the income 

inequality started to get worse since early 1990's. In this re-

search we tried to find to what degree the increasing income in-

equality has to do with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especially from 1992 to 1997.  After summing up the general 

figure of industrial change, we analysed the effect of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to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view point of  

income disparity among classes as well as labor-capital income 

share.

With regard to the added value,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is one of the highest in OECD countries. But 

employment share of manufacture of Korea is just a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re exists large gap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manufacture and service area, 

and also implies that  deindustrialization has been go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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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To find the effect of industrial change to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more correctly, we assume that labor income share 

in self-employed sector is equal to that of corporation sector. It 

turned out to that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employment structure affected  to decreasing labor income 

share for decades. 

By means of inequality index(MLD) decomposition and re-

gression model we also tried to find the  influence of industrial 

change on householders labor income inequality. Thought in-

dustrial factor by itself was not main driver of worsening in-

come distribution, it is found to play more important role be-

fore 1997 crisis. 

Considering the long-term and underlying influence of in-

dustrial change on income inequality, it should be closely ex-

amined what effects  industrial policy measures will make.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promoting employment in service 

sector could have negative effect on income inequality in the 

presence of continuing disparity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manufacture and service area.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거시지표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

를 개관한 후, 기능적 소득분배와 계층간 소득분배 두 측면에서 각각 산

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

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할애

되었다. 2장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일반적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3장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기능적 분배, 즉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4장은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변화가 계층 간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끌어내고자 

하는데 할애되었다. 

2장에서 살펴 본 1990년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생산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의 탈공업화와 외

환위기 이후의 재공업화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탈공업화의 원인은 소득

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재화에 대

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

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서비스의 동 상승률보다 높아 재화의 

서비스에 대한 상대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

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는 재공업화의 특징을 보이

며 개략적으로 추측해 본다면 환율 요인과 중국 효과, 내수 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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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고용구조 측면에서 본 1990년 이후의 변화 특징은 탈공업화 내

지 서비스화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의 제조업 비중 상승세와 고용구조상의 제조업 비

중 하락세는 그만큼 한국경제에서 제조업과 여타 부문(특히 서비스)간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격차가 큼을 시사한다. 그 배경은 제조업의 고용 없

는 성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넷째, 1990년 이후 산업간 생산성 격차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 

간에서 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관찰된다. 1990년 이후 제조업 

내에서 업종간 노동생산성이나 피용자 보수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특히 피용자 보수보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증가 추세가 더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간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지니계수 

혹은 허쉬만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이후 

눈에 띄는 특징은 제조업의 불균등도 상승 추이로 제조업내 업종간 규모

의 불균등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3장은 산업구조 변화가 기능적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즉 노동소득 분

배율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생산과정에서 노동

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의미하며 부가가치 중 피용자에 대한 보상의 비율

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상의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

와 요소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정하고자 하

였다.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산업마다 매우 다르며, 특히 같은 서비

스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에 따른 편차가 매우 심하다. 2000년대를 기준으

로 할 때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 

보건, 복지 등), 개인서비스업 (음식, 숙박, 문화, 오락 등)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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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광업, 제조업이다. 각 산업별로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

율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노동소

득 분배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현재의 국민계정 상의 자료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 분배

율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가

정하여 비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정하는 방법을 위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산업구

조의 변화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약 4.8%p,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

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약 10.0%p 낮추는 작용을 하였음이 확인되었

다. 반면 산업 내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크게 증가하여 전체 노동소

득 분배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효과가 서로 상

쇄되어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시기인 199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산업내 노

동소득 분배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와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

소득 분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를 

주도한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이고 고용구조 변화를 주도한 것은 도

소매업이었다. 

4장은 산업구조 변화가 계층적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상의 가

구주 노동소득과 종사산업 등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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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서비스업을 세분하여 전체 산업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5개의 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

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8개로 구분하고자 한다.

취업 가구주의 종사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0여 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서

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8개 산업별로 가구주의 평균 

노동소득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산업별 격차가 심하지 않

았으나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업,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낮은 것은 개인서비스업이다. 

불평등의 정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본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1990

년대 초반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로

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이 최근 들어 불평등

의 심화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불평등의 설명력은 

타 요인에 따른 설명력에 비해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요인들과 다른 점을 보이는

데 첫째,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으

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던 일부 시기에도 산업 요인은 불평등을 심화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불평등을 완화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상대적

으로 낮았다.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을 동태적으로 분해해보면 산업간 

소득격차나 구성비의 변화는 전체 기간 동안의 소득분배 악화에 있어 많

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큰 것은 직

종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이다. 구성비의 변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이다. 



요약 7

한편, Fields(2003)의 방법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수준 및 특정 시기 사

이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해 산업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각각 

어느 정도씩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요인은 불평등 

심화 요인 가운데에서는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

환위기 이전의 시기만을 본다면 산업은 교육수준 다음으로 불평등 

심화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쳤음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만큼 산업정책을 설계할 

때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

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측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으로 작용하였다는 결과로부터 시장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

지가 깊이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고용에 

대한 양적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

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서비

스업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전략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를 확인시켜준다. 금융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 산

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저소득 종사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산업구조, 소득 불평등, 노동소득 분배율, 불평등 분해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1절 문제제기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빈곤의 심화, 불평등의 증가,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표현되고 경우에 

따라 양극화 등으로 묘사되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는 이제는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현상 진단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에 반해, 분배 악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최선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분배 악화라는 현상에 대해 기존의 연

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1997년의 경제위기가 소득불평

등 악화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 특히 노동시장의 분절화,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핵심적 문제라는 점 등일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지니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의 장기적 특성

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97년 경제위

기 이전에도 이미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이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7년에 2인 이

상 도시거주 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64이었다가 위기를 거치면

서 1999년에는 0.29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2년의 지니계수가 

0.253이었던 것을 보면 비록 위기 국면에서만큼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위기가 닥치기 이전에도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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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노동수요

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소득분배의 악화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그 다양

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른바 ‘양극화’ 논의도 그 가운데 하

나일 것이다. 이 논의가 갖는 한 가지 특징은 가구소득의 불평등 뿐만 아

니라 경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문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IT기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

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산업, 기업, 고용 등 각 영역에

서 진행되고 있던 격차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이다(이내황 2004, 전병유 

외 2006,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한국개발연구원 2006). 비록 

각 영역간 불평등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

으나1)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메커니즘이 다양한 영역의 변화에 뿌리를 두

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들 원인들 가운데 어떤 것은 1997년 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도 있겠

으나, 어떤 것은 그 이전부터 작용하고 있던 것일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배구조의 악화는 우리 경제구조의 더욱 근본적이고 더욱 

장기적인 변화와 관련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분배의 개선

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얻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그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문

제의식 하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의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1) 강신욱 외(2007)는 그 한 가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이 연구가 제기한 문
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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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유는 200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으로 주목되는 노동시장의 분

절화가 1996년 이후로 본격화된 현상이라면 그 이전에 존재했을지 모르

는 불평등화 경향은 노동시장 변화와 구분되는 요인일 것이라는 추정 때

문이다. 즉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초래한 변

화 이전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구조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를 질

문할 수 있고, 그것을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노동수요의 변화, 그에 따른 부문간 임금 및 종사상 지위의 격차

가 반드시 산업구조의 변화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

현 외(2007)에서 다루고 있듯이 중국과의 교역이 특정 분야의 노동수요

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구조 변화가 일자리

의 분포 변화로 나타났을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의 분배(재분배가 아닌)에 영향을 미치는 바 노동시장적 요인을 설

명하는 대표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부연하자면,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다

른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변화임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20년

간 소득분배의 악화에 임금격차의 확대나 고령화와 같은 요인들이 결정

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지적(강신욱 2012, 이병희·장지연 2012)은 간과되

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근저에 놓인 또 

다른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선택도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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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 또는 개인소득의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소득불평등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는 경우

와 달리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

떻게 규정할 것인가 자체가 이론적 논의의 대상일 수 있다. 이는 더 나아

가 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떤 지표를 통해 산업간 비중 변화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의 비중이 작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통상적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제조업의 비중과 서비스업의 비중

은 어떤 거시지표의 비중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고용비중

의 변화인지 총산출 비중의 변화인지, 혹은 부가가치 산출 비중의 변화인

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우 이질적 분야를 합하여 서비스업

으로 묶어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역시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되는 산업 구분방법은 가능

한 한 통일된 관점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각 장의 분석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조세제도나 복지제도, 또는 고용과 관련된 보호 및 규제 제도들에 비해 

산업구조의 변화는 소득분배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산

업구조의 변화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나 소득분배 변화를 보여주는 실증적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리고 유의미

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 대상 시기를 설정

할 것이다. 적어도 1990년대 초반 이후, 혹은 그 이전의 시기부터 최근까

지가 분석의 대상 기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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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우선 2장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일반적 논의들을 전개한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장기적으

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개관하고 국제적인 경향과 비교한 후, 산업

구조 변화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제시한다. 3장은 산

업구조의 변화가 기능적 분배, 즉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노동소

득 분배율이 실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기능적 분배를 보여주기에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기능적 소득분배율 분석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3장이 거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능적 분배

와 산업구조 변화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4장은 미시데이터를 이용

하여 산업구조 변화가 계층 간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단 

산업구조의 영향은 개인의 취업을 통해 작용하고 있으므로 산업구조

와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가구단위의 소득자료를 이용하는 

대신 가구주의 종사 산업과 가구주 노동소득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산

업구조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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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개념 및 분석자료

이 장은 산업구조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본고에서는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만 

소득분배와의 연계성을 가질 만한 부분에 주된 가중치를 두고 논의를 전

개한다. 또한 최종적인 연구가 1990년 이후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

는 만큼, 여기서도 1990년 이후 변화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다만 1990년 이후 변화의 특징에 대한 논의에 앞서, 좀 더 긴 시야에서 

흐름을 개관하기 위해 1970년부터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장기 변화추

이를 간략히 살펴보는 작업도 선행할 것이다.  

산업구조는 국민경제가 어떤 산업들과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산업구조는 국민경제를 구성

하는 산업들의 구성비로 나타낸다. 이 경우 구성비를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또한 산업들을 어떠한 수준에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논의의 내

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기준의 경우 크게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본

고가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논의를 위한 기초작업이므로 일차적으로 소

득 개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생산은 

대체로 부가가치와 중복되는 의미를 갖고 자료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부

가가치에 비해 열등하므로, 본고에서는 생산 통계 기준의 산업구조는 따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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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지 않는다. 한편 고용구조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의 산업구조만

으로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고용구조는 산업별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부

가가치와 고용 기준의 산업구조에 더하여 소득분배와 밀접한 연계를 가

질 가능성이 높은 측면으로서 본고에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여기서 살펴보는 노동생산성 역시 경상부가가치/취

업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의 경우 다시 경상(명목)자료와 실질(불변가격)자료간의 선택

문제가 제기된다. 산업구조 논의에서는 경상자료를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2) 더욱이 본고와 같이 소득분배를 염두에 두는 경우 경상자료가 적

합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주로 경상 부가가치 자료를 토대로 산업구

조를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논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실질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도 부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산업구분의 경우 사용 자료를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부가

가치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와 산업연관표, 고용은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고용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제

비교의 경우는 주로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은행 국민계

정의 경우 ECOS를 통해 공표되는 자료는 27개 산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국은행 내부자료로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보다 세분된 산업자료는 연

도에 따라 78~81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27부문 자료

를 이용하되 분석상의 유용성이나 표현의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들

을 보다 큰 단위로 재조합하여 나타내었다. 일부 보다 세분된 산업분류가 

2) 불변가격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볼 경우 기준년도의 변화에 따라 구
성비가 달라진다는 점,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같이 연쇄가중법으로 작성된 불변가격 자료
에서는 개별산업 부가가치의 합계가 전산업 부가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2장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 21

필요한 경우에는 78부문 자료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산업연관표 자

료의 경우 결과의 유의성과 분석상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분류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나 

산업연관표의 경우 몇 차례의 산업분류 변경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동자료를 전산업을 3~4개 정도로 묶은 대분류 차원에서의 산업구

조 논의나 각년도에서의 생산성 분포를 살펴보는 경우에만 사용하

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고에서 사용한 각 자료

에서의 산업분류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제2절 한국 산업구조 개관

  1. 생산구조

가. 전산업

1960년대 고도성장을 시작한 이래 한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비

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

추이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고도성장기에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제조업의 비중 상승 추세가 두드러졌다. 경상가격 기준

으로 볼 때, 1970년의 제조업 비중은 약 18%였으나 1980년대 말에

는 약 30%로 높아지는 급속한 상승세를 보였다. 제조업 비중은 

1980년대 말 정점에 달한 후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감소추이가 이

어지면서 탈공업화가 진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높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공업화와 재공업화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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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논의 참조). 

〔그림 2-1〕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경상 부가가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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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COS

나. 제조업

제조업 내에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이래 동부문이 상대

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2012년 현재 중화학 87.5%, 경공업 12.5%로 

중화학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한국경제의 제조업내 중화학공업 비중은 OECD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이 전체의 약 1/4(23%)로 가장 크고, 이어서 

철강금속(18%), 수송기계(17%)의 순으로 규모가 크다. 대체로 경공업이

나 화학, 철강 등 소재형 업종의 비중은 하락 내지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

면, 전기전자, 수송기계, 일반기계 등 소위 가공조립형 업종의 비중은 추

세적으로 상승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비교우위 구조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당분간 가공조립형 업종이 주

력업종의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부문의 비중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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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는 다른 분류로서, 제조업을 기술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구

조를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분

류한 OECD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구조로서3), 한국 제조업은 2012

년 기준으로 중고위 기술산업의 비중이 약 41%로 가장 크고, 이어서 중

저위 기술산업이 약 29%, IT산업과 저위기술 산업이 각각 약 10% 내외

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중고위 기술과 

고위 기술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 반면 저위 기술산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중저위 기술산업은 거의 일정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IT업종

의 경우 정보화 추세에 힘입어 2000년경까지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

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정체 내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표 2-1〉 제조업의 업종별 구조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2

음식료품담배 19.6 10.8 7.4 6.3 5.3 4.1 4.2

섬유가죽의류 28.0 23.3 13.5 8.3 5.1 4.2 4.0

석유석탄화학 14.2 19.8 14.5 15.3 17.2 15.7 16.5

철강금속 2.7 10.2 13.9 12.8 16.7 17.2 18.2

일반기계 2.9 4.4 6.7 7.9 8.3 8.9 8.5

전기전자 4.3 10.5 15.6 24.8 23.6 24.5 23.2

운송장비 8.5 5.2 11.8 12.4 13.6 16.3 16.9

기타 19.8 15.9 16.5 12.2 10.3 9.1 8.4

   주: 경상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3) 구체적인 산업의 분류는 부록의 부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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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조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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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상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그림 2-3〕 기술수준별(OECD 분류) 제조업 구조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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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업 

한편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지속하여 한국경제

에서도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

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나 그 상승속도는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다. 

서비스부문 내에서는 사업서비스 부문(40%)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서 사회서비스(30%), 유통서비스(21%)의 순으로 규모가 크다. 변화추이

로는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감소추세인 반면,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특히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

의 경우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최근 사업서비스 중 금융서비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우 동부문

의 비중 상승세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표 2-2〉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구조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2

유통서비스 44.9 40.9 32.1 24.7 21.7 21.9 21.3

사업지원서비스 19.1 27.6 34.5 41.5 41.7 39.8 39.6

 (금융서비스) 4.7 11.4 10.2 10.1 11.7 11.6 11.4

사회서비스 25.0 23.8 23.2 23.6 26.9 28.7 29.6

개인서비스 11.0 7.7 10.2 10.3 9.6 9.6 9.6

   주: 경상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2. 고용구조

한편 고용측면에서 본 산업구조(취업구조)는, 2012년 기준으로 1차산

업 약 6%, 제조업 17%, 서비스산업이 70%를 점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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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구조 역시 고도성장 기간 중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

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1980년대 말 정점에 달한 뒤 그 이후는 제조업 비

중이 하락하고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생산

구조와 달리 취업구조 측면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탈공업화 추이가 뚜

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 고용구조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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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비교로 본 한국 산업구조 특징

이 절에서는 주로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구조의 특

징적인 측면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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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ECD 최고의 제조업 비중과 최하의 서비스업 비중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으로는 우선 이례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이 두드러진다. [그림 2-5]에서 굵고 검은 선이 한국으

로, 그림에서 보듯 최근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OECD내에서 가장 높을 

뿐더러 1970년 이래 OECD국가들의 역사적 시계열과 비교해도 가장 높

다. 반면 높은 제조업 비중에 대응하는 특징으로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OECD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특징(높은 제조업 비중과 서비스의 상대적 부진)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제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에 기인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소비의 서비스화 추이를 비교하면 한국의 

최종소비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이는 상기 산업구조의 특징이 소비수요 구조의 특징이 아

닌 내/외수 간 구조와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

사한다.

〔그림 2-5〕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경상)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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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굵은 검은 선이 한국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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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경상) 국제비교 

   주: 굵은 검은 선이 한국
자료: OECD Stat

〔그림 2-7〕 소비의 서비스화 추이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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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ECD 최고의 중화학공업 비중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연관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제조업내 중화학공업

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조업내 중화학공업의 비중 역

시 한국이 OECD내에서 가장 높다. 이는 1970년대 이래 한국정부의 중

화학공업화 추진이라는 정책적 요인과 중국이라는 인접한 경공업 대국으

로부터의 경쟁압력에서 비롯되는 비교우(열)위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8〕 제조업내 중화학 비중 국제비교(2000~2011년간 평균)

   주: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대비 비중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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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업·서비스간 노동생산성 격차 OECD내 최고 수준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OECD내에서 최고 수준인 것과 대조

적으로 제조업 고용비중은 OECD내에서 평균적인 수준이다(그림 2-9). 

이는 한국경제에서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여타 부문 노동생산성간의 격차

가 특히 큼을 시사한다. 실제로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서비스 노동생산성

간의 격차를 비교하면 한국이 OECD내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90년경 이후 한국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에 

따라 서비스가 생계형 자영업 등을 통해 고용흡수부문으로 작용하면서 

서비스 생산성이 부진한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

된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 압력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

산성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

된다.

〔그림 2-9〕 제조업 고용비중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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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굵은 검은 선이 한국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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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서비스 생산성/제조업 생산성 비율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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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상 노동생산성 기준
자료: OECD Stat

〔그림 2-11〕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 국제비교(2000~2011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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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실질 노동생산성 기준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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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99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 추이의 특징

  1. 생산구조의 탈공업화와 재공업화

생산측면에서 본 한국 산업구조에서 1990년 이후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1990년대의 탈공업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재공업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는 압축적인 공업화 과정으

로서 고도성장을 경험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

였다. 이 시기의 산업구조 변화는 생산과 고용구조 양면에서 농업 비중의 

감소와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 상승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조업 비중의 상승추세는 경상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1988년에 정점에 달한 후 하락 추세로 반전된다. 1988년 이후의 제조

업 비중 하락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탈공업화 내

지 서비스경제화의 특징과 부합된다. 즉 제조업 비중이 경상 부가가치와 

고용 기준으로는 하락하고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한 수

준을 유지하는 반면, 서비스 비중은 부가가치와 고용 양면에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같은 추이는 외환위기 직

전까지 지속된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의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탈

공업화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탈공업화의 원인은 크게 수요의 소득탄력성 차이 요인과 노동생산

성 격차에 따른 상대가격 요인의 두 가지 측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

다. 즉 탈공업화 내지 서비스경제화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재화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

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 서비스의 동 상승률보다 높아 재화의 서비스에 대



제2장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 33

한 상대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4)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탈공업화가 시작되면 탈공업화 추

이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 부분

에 있어 2000년대의 한국경제는 예외적인 특징을 보인다.   

1990년대를 통하여 진행되던 한국경제의 탈공업화는 외환위기 기간에

는 진행을 멈춘 후 2003년경 이후부터는 오히려 역전되어 제조업 경상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물론 탈공업화 단계의 경제에

서도 경기변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상승할 수는 있다. 하

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경제에서 나타나는 제조업 비중 상승추

세는 그 지속기간이나 상승폭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경기순환적 차원

을 훨씬 넘어서는 현상이라 보여 진다. 우선 제조업 비중의 상승추세

가 2003년경 이후 최근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제

조업 비중의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동비중이 이미 탈공업화 이전의 

정점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11년의 경상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

중은 31.3%로 탈공업화 직전의 이전 정점(1988년 30.1%)을 상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경제는 재공업화

(Re-industrialization)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재공업화의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겠지만, 개략적으로 추측해 본다면 환율 요인과 중국 효과, 내수 부

진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한국경제의 경우 환

율 변동은 제조업 비중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바, 외환위기 기간이나 

2007년 이후 큰 폭의 환율 상승이 있었다는 점에서 환율 요인이 제조업 

4) 그 밖에 제조업체내에서 서비스 기능의 외주화 확대도 서비스 비중 상승의 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탈공업화의 원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Rowthorn and 
Ramaswamy(1997), “Deindustrialization: Causes and Implications” Staff Studies 
for the World Economic Outlook, IM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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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상승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효과의 경우 2000년

대 들어 중국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대중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호

조를 이끌었고 이것이 교역재인 제조업 비중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

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내수 부진 역시 

내수형 산업인 서비스나 건설업 등의 부진을 통해 제조업 비중 상승에 기

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12〕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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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경상기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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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COS

  2. 고용구조의 탈공업화

고용구조 측면에서 본 1990년 이후의 변화 특징은 탈공업화 내지 서비

스화의 지속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경제의 고용구조는 고도성장기에 1차산업 비중

이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8

년에 제조업 비중이 정점에 달한 후 하락추세로 전환되었다. 생산구조 측

면에서 1990년대의 탈공업화가 외환위기 이후 멈추고 200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재공업화로 역전된 것과 달리, 고용구조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된 

탈공업화와 서비스화가 최근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고용의 경우 1988년 이후 고용의 절대수준이 감소세로 전환되

었다. 이 같은 추이는 이후 지속되다가 최근 들어 반전되어 제조업 고용 

비중의 하락세 속에 제조업 고용의 절대규모는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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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나, 이는 내수와 수출 간의 경기격차에 따른 경기순환적 현상으

로 보인다는 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제조업 고용의 절대규모

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탈공업화 단계의 선진국에서 대체로 공통적

으로 관찰되는 것이란 점에서, 적어도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한국경제도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탈공업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4〕 제조업과 서비스 고용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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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조업·서비스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위에서 살펴본 부가가치 기준의 제조업 비중 상승세와 고용구조상의 

제조업 비중 하락세는 그만큼 한국경제에서 제조업과 여타 부문(특히 서

비스)간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격차가 큼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제조업과 서비스의 노동생산성(경상 부가가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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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수 기준)을 비교하면 1990년 이후 양자간 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되

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2-15]는 전산업 노동생산성 대비 각산업별 노

동생산성 추이를 비교한 것이고, [그림 2-16]는 제조업과 서비스간 경상 

노동생산성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두 그림 모두 제조업과 서비

스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확대되는 추이를 보

여준다. 

〔그림 2-15〕 경상 노동생산성 비교 (전산업 노동생산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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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서비스 생산성/제조업 생산성 추이 (경상)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0년대 이후 양부문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 추세를 지속하고 더

욱이 한국경제가 예외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이 높아지는 재공업화 현상을 보인 결과, 앞서 본 것처럼 최근 한국경제

의 제조업과 서비스간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배경은 1990년대 이후의 제조업 고용 감소를 수반하는 제조업의 고용 없

는 성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2-17]에서 보듯 한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전체경제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1990년대 들어 이전 기

간에 비해 유의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

승률은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 이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

림 2-18). 한국 제조업은 동기간중에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서 글로벌 경쟁하에서 노동생산성 상승의 압력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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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실제로 [그림 2-18]에서도 보았듯이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

성 상승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노동

생산성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요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 제

조업은 1990년대 이후 고용이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보여 왔다. 이

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제조업에서 방출된 

고용은 생계형 자영업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으로 유입되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은 증가세가 둔화되었

다. 실제로 [그림 2-18]은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1990년대 들어 서

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음을 보여준

다. 이 같은 상황은 1990년대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내수 부진

으로 서비스 수요는 부진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제조업은 글로벌화의 

진전과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간 생산성 격차

를 점점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

와 같은 OECD내 최고 수준의 양부문간 생산성 격차라 할 수 있다.

〔그림 2-17〕 산업별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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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산업별 노동생산성 상승률 추이

   주: 실질 노동생산성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제조업내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1990년 이후 산업간 생산성 격차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간에

서 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2-19], [그림 

2-20]은 산업연관표 중분류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내에

서 산업별 노동생산성 분포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 2-19]는 노동생산성의 표준편차이고 [그림 2-20]은 이를 평균으

로 나눈 변이계수이다. [그림 2-21], [그림 2-22]는 노동생산성 대신 1인

당 피용자 보수를 사용한 것이다. 산업의 성장에 따라 평균 노동생산성이

나 피용보수가 증가하므로 분포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변이계수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노동생산성과 피용보수 중에서 소득분배와의 

연관성에서는 노동생산성보다 피용자 보수가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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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 보수의 경우 자영업자가 제외되어 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반영

하는데 상대적인 한계가 크다는 점도 있어, 소득분배 변화와의 연관성 측

면에서 양자 중 어느 쪽이 반드시 낫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림 2-20]에서 보듯 제조업의 변이계수는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 1990년 이후 제조업내에서 업종간 노동생산

성이나 피용자 보수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용자 보수

보다 노동생산성의 경우가 증가 추세가 더 뚜렷하다. 반면 서비스의 경우

는 노동생산성의 경우에만 200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제조업만

큼 뚜렷하지는 않다. 

〔그림 2-19〕 노동생산성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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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노동생산성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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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1인당 피용보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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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1인당 피용보수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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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조업 산업구조의 불균등도 증가

노동생산성의 격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산업간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

도 존재하는가를 산업구조의 집중도 내지 불균등도로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소득 불평등 정도나 시장 집중도 추정시 사용하는 지니계수 혹은 허

쉬만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그림 2-23]이다. 여기에는 

국민계정 27부문 경상부가가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보듯 1990

년 이후 눈에 띄는 특징은 제조업의 불균등도 상승 추이이다. 즉 1990년 

이후 제조업내 업종간 규모의 불균등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만 전산업이나 서비스의 경우는 그러한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다. 

물론 산업의 불균등도는 산업분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분류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분

류 변경시 가능한 한 그 시점 기준으로 불균등도가 낮도록(즉 특정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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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산업이 고른 분포를 보이도록) 산업분류

가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전체 시계열에 동일한 산업분류가 적용

된(즉 최근 기준의 산업분류가 전체 시계열에 적용된) 국민계정 자료에서 

산업의 불균등도는 최근 시점에 가까울수록 낮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산업이나 서비스에서 불균등도가 하락하는 

추이는 큰 경제적 의미를 갖기 어려울지 모르나, 이와 반대의 시계열상 

움직임을 보이는 제조업의 불균등도 확대 추세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

다고 생각된다.

〔그림 2-23〕 산업구조의 불균등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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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COS로부터 계산 (국민계정 27개 산업분류 기준)

제4절 소결

3절에서 살펴본 199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들을 소득분배 

변화와의 연관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기로 

한다.

우선 생산구조의 탈공업화나 재공업화, 고용구조의 탈공업화 등은 그 

자체로는 소득분배 변화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 국내외 일부연구에서 

경제의 서비스화, 즉 생산 및 고용구조의 탈공업화와 소득분배 악화를 연

결짓는 논의가 있으나 경험적으로 시계열상 양자간의 상관관계가 관찰되

더라도 탈공업화가 그 자체로 소득분배 악화와 연계되어야 할 논리적인 

근거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대로 재공업화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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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생산성 격차 변화의 경우는 일단 직관적으로도 소득분배 변

화와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논의한 생산구조의 탈공

업화 및 재공업화나 고용구조의 탈공업화 역시 그 자체로 보다는 제조업

과 서비스간 노동생산성 격차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소득분배 변

화와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

조업내의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변화는 이와는 또 별개로 소득분배 변

화와의 연계성을 추적해 볼 만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제조업내 산업구조의 불균등도 확대 추세는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소득

분배 변화와의 연계 논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조업 산업구조의 

불균등도 증가는 제조업내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와 연관된 현상

이 아닐까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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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에 관한 선행 연구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등락이 큰데 비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

배율은 상대적으로 등락이 크지 않다. 여기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소득 분배율 변화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1970년대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한 반면, 유럽

대륙 국가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하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 요인으로 

기술변화, 개방(무역, 국제화) 등과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

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다. 이러한 가설을 De Serres 

at al. (2002)는 유럽 5개국(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과 미국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상당부분 산업별 변동 때문이다. 즉,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

은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자본집약도가 높기 때문이다.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Garrido Ruiz (2005)의 연구와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Arpaia et al. (2009)의 연구에서도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

소득 분배율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얻었다.5)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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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한국에서는 

연구가 매우 적다. 배진한(1989)은 소득분배에 대한 이론을 교섭력

이론, 독점력이론, 신고전파 수요공급 이론, 개발도상국 이론으로 나

누어 각 이론을 검증하였다. 홍민기(2011)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경

기변동성을 분석하였는데,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소득 분배

율이 경기에 순행한다고 하였다. 홍장표(2013)는 1991-2009년 한

국 제조업 18개 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제조업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율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

산의 세계화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킨다고 하였다. 산업구조의 

노동소득 분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제2절 노동소득 분배율의 측정

노동소득 분배율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의미한

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피용자에 대한 보상의 비율로 정의된

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측정하려면 피용자에 대한 보상과 부가가치를 측

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

간소비(중간투입)을 빼서 구한다. 국민계정 자료에서 총부가가치는 피용

자보수, 영업잉여, 이자, 임대료,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

5) 반면, Lawless and Whelan (2011)의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유일한 원인이 아
니며,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주로 기술변화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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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구성된다.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빼면 순부가가치가 

된다. 순부가가치 중 간접세(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는 재산 소유에 따

른 수익이 아니므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즉 노동소

득 분배율을 계산할 때의 부가가치는 국민계정자료의 총부가가치에서 간

접세와 고정자본소모액을 빼서 구한다.  

피용자 보수를 측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경영최고 책임자나 임

원의 소득 중 얼마가 자본소득이고 얼마가 노동소득인지 정하여야 한다. 

미국 세금보고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을 노동소득이라 분

류하고 있는데 자본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측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

의 소득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이다. 현재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의 소

득은 모두 영업이익 (개인 영업잉여)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임금과 이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 중 얼마만큼이 임금이라고 할 

것인가를 가정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정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

러한 방법에는 (1) [보정 1]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방법, (2) [보정 2]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3) [보정 3] 자영업자 소득의 2/3를 

노동소득으로, 1/3을 자본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 (4) [보정 4] 자영자

의 임금이 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같다고 가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 

네 번째 방법, 즉 자영업자의 임금이 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같다고 가정

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OECD, BLS, EU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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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보정된 노동소득 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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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서는 보정된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행 방식’이란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이윤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

정전의 노동소득 분배율이다. ‘보정 2’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

득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국은행 방식’을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한값, ‘보

정2’의 결과를 상한값이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소득의 일부를 노동소

득으로 처리한 ‘보정 1’과 ‘보정 3’의 방법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

면, 외환위기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임금 노동자의 노동소득과 같다고 가정하는 

‘보정4’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때로

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100%를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Glyn (2009)이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부문 때

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정4’의 방법을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 보정에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의 경우

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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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요소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산업별 부가가치와 피용자보수에 대한 정보는 국민

계정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에서 구할 수 있다. 

산업별로 피용자보수를 부가가치로 나누어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한 

결과가 <부표 2>, [그림 3-2], [그림 3-3]에 나와 있다. 국민계정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영업잉여로 간주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계정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본 연구에서는 보정전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부른다.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산업마다 매우 다르다. 특히 같은 서비스업

이라 하더라도 산업에 따른 편차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하나

로 묶어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

이 분석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분류법을 기초로 하여 서

비스업을 유통, 금융, 사업, 사회, 개인 서비스업 5개로 구분한다. 

〈표 3-1〉 서비스업의 구분

구분 해당 산업

유통서비스업 도소매, 운수 및 보관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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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산업은 사회서비

스업 (공공행정, 교육, 보건, 복지 등), 개인서비스업 (음식, 숙박, 문화, 

오락 등)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업, 광업, 제조업이다. 농림어업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약 90%정도여서 보정전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낮게 나타

나지만 자영업자 소득을 보정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높다. 제조업

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산업

에 대해 보정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산업이다.

〔그림 3-2〕 보정전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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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보정전)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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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서비스업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

1980년대
(1)

1990년대
(2)

2000년대
(3)

변화
’90-’80
(2)-(1)

변화
2000-’90

(3)-(2)

변화
2000-’80

(3)-(1)

노동소득
분배율

유통 37.1 50.7 55.6 13.6 4.9 18.5

금융 65.8 64.7 44.3 -1.1 -20.4 -21.5

사업 29.1 31.9 35.5 2.8 3.6 6.41

사회 95.4 94.1 91.9 -1.3 -2.2 -3.52

개인 56.5 62.3 69.0 5.8 6.7 12.6

합계 54.1 59.4 60.6 5.3 1.1 6.48

부가가치
비중

유통 21.9 18.3 18.0 -3.6 -0.3 -3.92

금융 4.4 6.3 7.5 1.9 1.2 3.14

사업 6.5 11.7 13.0 5.2 1.2 6.45

사회 11.8 12.8 15.5 1.0 2.7 3.75

개인 4.5 6.1 6.2 1.7 0.1 1.78

합계 49.1 55.3 60.3 6.2 5.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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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변화
80~90

변화
90~00

변화
80~00

농림어업 13.4 6.3 3.5 -7.1 -2.8 -9.8 

광업 1.1 0.5 0.3 -0.6 -0.2 -0.8  

제조업 25.9 25.0 26.3 -0.8 1.2 0.4  

전기, 가스, 수도사업 2.2 1.6 1.5 -0.6 -0.1 -0.7  

건설업 8.0 10.6 8.0 2.7 -2.6 0.1  

도소매업 14.2 10.6 9.4 -3.6 -1.2 -4.8  

음식점 및 숙박업 2.1 2.8 2.7 0.8 -0.1 0.6  

운수 및 보관업 5.1 4.5 4.3 -0.6 -0.2 -0.9  

정보통신업 2.4 3.1 4.1 0.7 1.0 1.7  

금융보험업 4.3 6.4 7.7 2.1 1.3 3.3  

부동산 및 임대업 4.5 7.7 7.3 3.3 -0.4 2.9  

사업서비스 2.4 4.5 5.6 2.1 1.1 3.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0 5.0 5.1 0.0 0.1 0.1  

교육서비스업 5.0 5.5 6.6 0.5 1.1 1.6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1.9 2.5 4.1 0.6 1.6 2.2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0.8 1.1 1.3 0.4 0.2 0.6  

기타서비스업 1.8 2.2 2.2 0.4 0.0 0.4  

편차 2.4 1.3  

〔그림 3-4〕 부가가치 비중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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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부가가치 비중의 추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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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는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로 측정되고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1980년대에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화가 주를 이루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도 농림어업의 

하락세는 지속되었고 제조업의 비중은 늘지 않았던 반면, 건설업, 금융보

험업,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났고 특히, 건설관련 산업의 비중이 크

게 증가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

지만, 도소매업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200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산업간 부가가치 비중 

변화의 표준편차가 1980년대, 1990년대 각각 3.7, 2.4인 반면, 2000년

대에는 1.3에 불과하다. 또한, 2000년에는 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 산업

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다른 서비스업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2000년대 산업구조 변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건설업 비중의 하락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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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비중의 상승이다. 농림어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구조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통상적인데 한국에

서는 2000년대 농림어업 비중의 하락이 지속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부문에 속해 있고 이 제조업 부문에 속한 대기업

이 2000년대 성장을 한 결과이다.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한 산업은 농림어업

과 도소매업이다. 특히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대 26.5%에

서 2000년대 3.5%로 크게 하락하였다.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한 산업은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 (특히 교육, 보건, 복지), 사업서비스

업이다.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한 산업 중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변화는 경제전체

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부가가치 비중이 상

승한 산업 중 사회서비스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사

회서비스업의 발전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작용을 한

다.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많이 하락한 농림어업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

은 산업이므로 농림어업의 쇠퇴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

을 하락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산업별로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내

의 노동 소득분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업내 노동소득분배율의 추

이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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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단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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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1. 분석 방법

노동소득 분배율의 전체 변화중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중 산업

구조 변화의 효과를 분해하고자 한다. 

경제전체의 피용자 보수를 ,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라고 하면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 는 이 둘의 비율로 정의된다. 그리고 피용

자 보수를 임금근로자의 보수 ()와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 중 임금에 해

당하는 부분 ()으로 나누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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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 중 임금

몫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국민계정 자료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보

수만 피용자 보수에 포함되어 있다. 즉 국민계정 자료에서의 노동소득 분

배율 는 다음과 같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비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정하기 위한 방

법이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정하고, 분배율 

변화의 효과를 분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 보정을 위한 가정 (1): 자영업자의 임금=임금 노동자 임금

비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정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금이 임금 노동

자의 임금과 같다고 가정을 한다. 즉, 
 

 라고 가정하면, 비임금근

로자 임금을 보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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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각각 임금 근로자수와 비임금 근로자수를 나타

내며,  


 는 전체 근로자수이다. 즉, 자영업 소득을 보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보정전의 노동소득 분배율에 임금근로자 비중의 역수

를 곱한 것이다. 다른 것이 동일할 때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보

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한다. 

국가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

  











 














 






위 식에서  


는 산업 의 부가가치 비중, 는 자영업 소득

을 감안하지 않은 산업 의 노동소득 분배율,  



 산업 의 임

금근로자 비중의 역수를 가리킨다. 위 식으로부터 기와 기 사이의 노

동소득 분배율 변화는 세가지 항목으로 분해된다. 

 

   산업변화효과







   산업내분배율변화효과





 

   고용구조변화효과





 

-----(3-3)

위 식 첫 번째 항목은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과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부가가치 비중 변화의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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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첫 번째 항목은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 중 산업구조 변화의 효

과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목은 산업내 분배율 변화의 효과를 

의미한다. 세 번째 항목은 산업내 임금노동자 비율 변화의 효과를 의미한

다. 이 세 번째 항목을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라고 부를 것이다. 

식 (3-3)을 이용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의 효과를 분해하려면 산업별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식 (3-2)에서처럼 보정전 노동소득 분배율에 임금근로

자 비율의 역수를 곱하여 보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구하면 노동소득 분

배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보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임듬근로자 비율의 역수를 다시 

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결과가 <표 3-4>와 [그림 3-7]에 정리

되어 있다. 198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소득 분

배율을 4.8%p 낮추는 역할을 하였고, 고용구조의 변화 즉 임금근로자 비

중의 증가는 10.0%p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반면 산업내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크게 증가하여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을 13.9%p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분배

율이 1%p하락하였다. 

 

〈표 3-4〉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의 분해 

(단위: %p)

　 1983~1997 1997~2011 1983~2011

산업구조 변화 -4.8 -2.0 -5.8 

산업내분배율 변화 13.9  0.2 15.9 

고용구조 변화 -10.0  -5.8 -18.6 

총합 -1.0  -7.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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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의 분해 

(단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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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

외환위기 이후 시기인 199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2.0%)와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5.8%)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경제 전체

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7.6%p).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는 1997년 이전 시기에 더 크게 작용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산업구조의 변동이 크

게 일어난 반면, 2000년대에는 제조업이 강세를 띠면서 산업구조 변동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기간 동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를 주도한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

매업이다.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구조 변화는 전체 노동소득 분배

율을 5.8%p 낮추는 작용을 하였는데, 농림어업이 13%p, 도소매업이 

3%p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오

히려 산업구조의 변화가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다. 

농림어업 쇠퇴가 끼친 효과는 산업화가 급격히 일어난 1980년대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이미 급락한 농림어업의 비중이 서서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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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면서 농림어업 쇠퇴의 효과가 둔화되었다. 도소매업은 보정된 노동

소득 분배율이 높은 산업인데, 부가가치 비중이 농림어업 다음으로 급속

히 하락하였다. 

한편 고용구조 변화를 주도한 것은 도소매업이었다. 1983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로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이 18.6%p 

하락하였는데, 도소매업에서의 효과가 14%p였다. 도소매업에서 자영업

자의 비중이 하락하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한 정도가 제일 컸다. 시

기별로 도소매업에서 고용구조 변화는 효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큰 기업이 나타나 자영업이 

쇠퇴하는 현상이 도소매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 보정을 위한 가정 (2): 자영업의 분배율=기업에서의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정하는 다른 방법은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

배율이 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가정

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4)

여기서 는 자영업자의 소득, 즉 국민계정에서 개인영업 잉여를 가리

킨다. 그런데 현재 국민계정 자료에서 산업별 개인영업 잉여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자

영업자의 소득을 구하였다. 노동패널 자료에서 계산할 수 있는 자영업자

의 소득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여서 이 기간동안에 대해서만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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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식 (3-4)를 이용하여 분해를 할 경우, 분해식 (3-3)에서 산업구조 변화

의 효과와 산업내 분배율 효과만 분해가 된다.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는 

보정식 (3-4)를 이용하여 계산된 노동소득 분배율중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내 분배율 효과이외의 부분, 즉 잔차로 계산한다.  

〈표 3-5〉 노동소득 분배율의 분해 결과 비교

가정
자영업 분배율 =  

기업에서의 분배율
임금근로자 임금 = 
비임금근로자 임금

분석 시기 1997-2008 1997-2011

산업구조변화 -1.3 -2.0 

산업내분배율변화 -0.1 0.2 

고용구조변화 -4.3 -5.8 

총합 -5.8  -7.6 

식 (3-4)를 이용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정하고 분해한 결과가 <표 

3-5> 두 번째 열에 나와 있다. 비교를 위해 세 번째 열에서는 앞에서 자영

업자의 임금이 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여 분해한 결

과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분석의 시기가 약간 다르지만 분해의 결과는 매우 비슷하다. 자영업 부

문의 분배율이 기업에서의 분배율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분해한 결과에서

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

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내 분배율의 변화가 미친 효과는 매우 작았

다. 두 가지 다른 가정을 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내 분배율이 정체한 대신,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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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 즉 산업내에서 자영업자가 쇠퇴한 것이 

노동소득 분배율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

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내 

분배율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였는데 

이 긍정적인 효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라졌다.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유

지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였다. 이

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이었다. 이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일어났다면 노동소득 분배율도 급락

하였을 것인데, 2000년대에는 제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도 급격

히 하락하지 않았다.  

앞으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크게 말해, 부

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은 임금은 높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

고,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서비스업은 임금이 낮지만 노동소득 분배율

이 높다. 향후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이 낮은 서비스 업종으로의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면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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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율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의 측면에

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

배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분배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서비

스나 개인서비스가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의 논리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

되면 안된다. 정책 수립은 서비스업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 금융보험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은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

지만,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과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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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1990년대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의 시기별 특징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흔히 소득불평등의 변화는 외환위기 국면에서 급속히 악화된 이후 

200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이

후 계속 악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래 [그림 4-1]은 

1990년 이후 2012년까지 도시가계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지니계

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 그러한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여년 간의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소득불

평등의 장기적인 심화 추세이다. 그리고 1997년의 외환위기 직후 1999

년까지 진행된 소득분배의 급격한 악화가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도 중

요한 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외환위기 국면이 해

소된 것으로 평가되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산업구조 변화와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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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990년 이후 지니계수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4-2]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해준다. 

1990년의 분배지표 값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이후 시기동안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상대빈곤율의 증가속도는 더욱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국 사회의 소득분배 악화가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 정체를 수반하며 진행

된 현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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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990년 이후 주요 분배지표의 변화(1990=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런데 위의 그림으로부터 소득불평등 심화의 속도와 양상이 시기별로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97~1999년간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된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그 이전

의 시기, 정확히 말하자면 1992~1996년의 시기에도 완만하나마 소득불

평등의 심화 경향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1999~2003년 사이의 시기

는 위기의 충격이 해소되면서 거시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 

개선되던 시기이다. 이후 2004년부터는 다시 지속적인 소득불평등 심회 

경향이 나타기 시작했으며, 불평등의 수준은 위기 국면에서 분배지표가 

가장 악화되었던 1999년의 수준보다도 나빠졌다. 

이와 같이 각 시기별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각 시기마다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의 연구에서 산업 또는 기업 부문에

서의 변화가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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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산업 부문의 변화가 소득불평등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불평등의 장기적 심화 경향의 근저에 어떠한 요

인이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시도로 충분한 의의를 지닐 있을 것

이다. 

만일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적 논의는 주로 조세정책

이나 복지지출 등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

려는 재분배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거나, 또는 노동시장의 규제를 통해 근

로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고용정책이 주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근본적 변화가 불평등

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정

책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이 장에서 분석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의 심화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와, 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한 다른 특징들에 비

해 산업구조적 요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2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 분석 데이터

1990년대부터 시작하는 장기적 시계열에 걸쳐 소득불평등을 분석하고

자 할 때 사용할 수 미시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데이터가(이하 

가계조사 자료)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조사>자료는 198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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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터 제공되고 있으나 조사대상범위와 자료 제공 상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1990년 이후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이전의 가계조사 자료는 2인 이상 도시거주 가구만을 조

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 가구를 2인 이상 도시 가

구로 한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할 경우 가구단위 혹은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는) 개인단위의 소득분배를 상태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 다루는 산

업이란 개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개인 단위에서 분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계조사 

자료는 생산활동 연령대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소득 자료를 제공

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종사 산업을 비롯하여 취업 

관련 정보(취업 여부, 종사 직종, 종사상 지위 등)와 개인별 소득 자료가 

제공되는 가구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각 가구별로 한 명의 가

구주가 분석대상이 됨에 따라 분석에는 가구 가중치를 사용할 것이다.

  2. 방법론적 쟁점과 분석의 전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 혹은 개인 소득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는 데는 몇 가지 이론적, 실증적 난점이 존재한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

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경제지표

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래 [그림 4-3]은 7개 산업에 대해 1992~2012년 사이의 주요 지표

들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산업별 총산출, 총부가가치, 총급여, 성장

기여율, 피용자 수, 그리고 취업 가구주의 분포 등 상이한 경제지표에서 

각 산업별 비중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총 산출이나 성장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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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등의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용자

수나 <가계동향조사> 자료 상의  취업 가구주 분포를 보면 유통서비스업

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3〕 주요 지표별 산업비중(1992~2012 평균)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일차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본 장의 연구에서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은 취업자의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취업자의 분포는 이 장에서 주로 분석 자료로 삼고자하는 

통계청 <가계조사> 상의 가구주 취업자 분포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적 변화가 소

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본 장에서는 취업 가구주의 산업별 분

포를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하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즉 다양한 산업들을 어

떤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묶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클라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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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산업구분에 따르면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된다. 그

러나 이런 대분류 방법은 서비스업의 발전과 분화라는 현실을 잘 포착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업은 종사자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으나 이후 언급하게 되듯이 소득 수준은 가장 높으며 소득의 증가속도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빠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장에서는 서비스업을 세분하여 전체 산업

을 8개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8개의 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5개의 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

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이다.6) 

셋째, 어떤 범주의 소득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노

동시장에서의 취업은 개인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 소

득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가계조사>자료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의 소득을 제공하지만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상의 가구주 소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가구주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연

령(25세 미만, 65세 이상)과 실직 상태의 가구주는 분석에서 제외하

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05년 원자료부터 9차 개정된 산업분류에 따라 가구주의 종
사 산업을 모두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8개의 산업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등은 분석에서 제외(전체 취업가구의 0.1%)하였고 건설업에는 전
기·가스·수도사업을 포함시켰다. 사업서비스업에는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사업 등을 
포함하였다. 유통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을 포함
하여 지칭하는 것이고, 개인서비스업은 숙박및 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활동,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을 모두 사회서비스업
으로 분류하였다. 2005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여 재분류하였다. 단 일부 
분석의 경우 이와 같은 산업재분류가 불가능한(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업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1990~1991년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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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결과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이며 취업한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노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을 

분석 대상 소득 범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을 지표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분배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불평등의 변화경향이 달리 포착될 수 있

고, 분석 가능한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지표의 선택은 중

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

ation, 이하 MLD)과 지니계수를 사용할 것이다. MLD는 주지하다시피 

불평등의 수준 및 변화에 대해 각 하위 인구집단(sub-group)이 얼마만

큼씩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산업별 기여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MLD는 저소득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다는 지표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와 다소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4]는 1992년 이후 지니계수와 MLD의 변화를 

비교하고 있는데, 1992~1993년의 경우 지니계수는 증가했으나 MLD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의 지표 값을 100으로 간주하여 

지표의 보여주고 있는 두 점선의 경우 MLD의 변화가 지니계수의 변화에 

비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여 불평

등에 대한 각 산업별 기여도에 대한 분해가 필요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지

니계수와 MLD를 동시에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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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제3절 가구주 취업의 산업별 분포와 소득 격차

아래 [그림 4-5]는 취업 가구주의 종사 산업의 분포가 1992년 이후 어

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2012년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유통서비스업(26.1%)이고 다음으로 제조업(19.2%), 사회서비스업

(13.2%)의 순이다. 농림어업(0.2%)7)을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작

은 것은 금융서비스업(3.5%)이다.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 거의 30%에 달하던 것이 20여년간 

10%p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5개 서비스업을 모두 합한 경우 그 비중은 

7)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은 것은 분석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 거주 가구의 가구주로 분
석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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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2012년 사이에 54.9%에서 69.5%로 높아졌다. 비중의 증가

율 면에서 보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사업서비스업(206.0%)이

고 다음 개인서비스업(42.3%)과 사회서비스업(60.7%)이다.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감소의 속도가 높은 것은 제조업(-34.8%), 건설업(-26.7%)의 

순이다. 이와 같이 취업가구주의 종사 산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산업구조

는 지난 20년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취업 가구주의 산업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음 [그림 4-6]은 8개 산업별로 가구주 노동소득의 평균값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4-6]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는 산업별로 

소득격차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업, 사

회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이다. 반면 가장 낮은 것은 개인서비스업이

다. 개인서비스업은 최근 들어 농림어업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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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산업별 가구주 평균 노동소득 변화
(단위: 만원/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아래의 [그림 4-7]은 1992~2012년간 가구주의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

율을 각 산업별, 시기별로 비교하고 있다. 전체 기간동안 가장 소득이 빠

르게 증가한 것은 금융업으로 연평균 7.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4.8%의 연평균 증가

율을 보였다. 

〔그림 4-7〕 산업별, 기간별 가구주 노동소득 증가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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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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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 동안 전체 가구주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약 5.6%였는데, 취

업 가구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속도를 보인 개인서비스업, 사

업서비스업(5.3%), 사회서비스업(5.5%) 등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평균소

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분석에서 자세히 살

펴보겠지만, 소득증가율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커졌다는 사실로부터 산

업구조의 변화와 불평등의 심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

할 수 있다. 

제4절 가구주의 종사산업별 노동소득 불평등 분해

  1.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의 정태적 분해 

가.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 변화

불평등 지표로서 MLD는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하부집단(sub-group)

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래의 <표 4-1>은 

MLD를 이용하여 추정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각 해의 가구주 노동

소득 불평등(MLD)과 그 정태적 분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그림 4-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표 4-1>에서도 노동소득의 불

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1>은 각 연도의 

불평등을 산업 내부의 불평등과 산업간의 불평등의 기여율을 보여주는

데, 예외 없이 산업 내 불평등의 기여분이 90%를 넘고 있어 산업간 불평

등보다는 산업 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산업

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대한 설명력은 높지 않지만 불평등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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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경우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산업을 몇 개의 집단으

로 구분했는가에 따라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이다. 전체 산업을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3개 산업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평균 0.3%에 불과하지만 16개 산업으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7.4%로 높아진다. 8개 산업으로 구분할 경우는 산업간 불평등이 전체 불

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약 4.7%이다.

〈표 4-1〉 산업구분과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

연도
   산업구분

 MLD

8개 구분 3개 구분 16개 구분

산업내 불평등의 
기여율(%)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

1992 0.1312 97.8 2.2 0.3 2.7

1993 0.1346 98.2 1.8 0.3 2.8

1994 0.1315 96.0 4.0 0.8 5.5

1995 0.1336 96.7 3.3 0.3 5.0

1996 0.1355 96.5 3.5 0.2 5.5

1997 0.1304 95.2 4.8 0.5 6.4

1998 0.1606 94.4 5.6 1.1 7.4

1999 0.1721 93.9 6.2 0.1 7.8

2000 0.1442 93.4 6.6 0.4 7.0

2001 0.1472 93.9 6.1 0.2 6.5

2002 0.1489 93.0 7.0 0.1 7.5

2003 0.1490 91.9 8.1 0.2 9.5

2004 0.1694 92.0 8.0 0.1 9.1

2005 0.2026 93.2 6.8 0.1 7.7

2006 0.1944 91.6 8.4 0.1 9.6

2007 0.1985 90.1 9.9 0.6 11.4

2008 0.1979 89.8 10.2 0.2 11.7

2009 0.2087 92.6 7.4 0.0 8.4

2010 0.2026 93.3 6.7 0.1 7.4

2011 0.1995 94.2 5.8 0.1 6.8

2012 0.2112 95.5 4.5 0.0 6.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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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래의 [그림 4-8]은 8개 산업별로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이는 것은 유

통서비스업이고, 가장 낮은 기여율을 보인 것은 금융업이다. 특히 금융업

의 기여율은 (-)로 나타나 전체 불평등의 변화를 상쇄하는 역할을 했던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제조업의 기여율은 1992년 25.8%에서 2012년에는 약 

8.6%로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동안 -2.5%에서 28.8%

로 방향과 크기 면에서 비중이 크게 변화 하였다. 서비스업 전체의 기여

율은 같은 기간 동안 49.1%에서 77.8%로 증가하였다. 

〔그림 4-8〕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MLD)에 대한 각 산업의 기여율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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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구분과 불평등 기여율

MLD의 정태적 분해에서 각 하위집단(sub-group)의 이 불평등에 기

여하는 정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가,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

을 가구주 종사 산업을 기준으로 분해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특

이한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집단을 다른 인구사회학

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의 불평등 분해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유

용할 것이다. 

아래의 <표 4-2>는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종사 산업 이외에도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직종 등의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각 하위 집단 간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몇 %를 설명하는지를 비교하

고 있다. 여기서 연령대는 30대, 40대, 50~64세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

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미만, 대졸 이상 4개 집단으

로 구분되었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

사자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직종은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직, 서

비스 및 판매직, 숙련 및 반숙련노동, 단순노동 및 기타 5개 집단으로 구

분되었다.

이 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

은 인구집단을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한 경우(17.5%)이고 가장 낮

은 것은 연령대에 따라 구분한 경우(3.7%)이다. 산업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의 기여도는 연령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인 기여율 면에서 산업간 불평등은 다른 기준에 

따른 인구집단간 불평등에 비해 특별히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86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표 4-2>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에 대한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 비교

(단위: %)

산업(8) 성별(2)
연령대

(3)
학력(4)

종사상
지위(4)

직종(5)

1992 2.2 9.5 1.6 13.5 3.7 11.6 

1993 1.8 7.1 1.2 10.2 4.4 7.9 

1994 4.0 8.0 0.6 12.4 5.6 14.3 

1995 3.3 8.9 0.7 12.6 5.4 13.4 

1996 3.5 9.4 1.5 13.4 5.5 14.2 

1997 4.8 8.9 1.6 14.0 5.0 15.6 

1998 5.6 6.5 1.1 15.2 7.6 18.3 

1999 6.2 10.1 1.9 17.6 9.4 21.9 

2000 6.6 9.9 2.5 16.7 8.7 20.3 

2001 6.1 8.1 1.5 19.7 8.6 21.8 

2002 7.0 8.2 2.0 16.9 7.1 18.7 

2003 8.1 8.3 2.2 17.9 19.4 20.6 

2004 8.0 9.6 2.9 18.0 20.4 19.6 

2005 6.8 8.4 2.7 16.1 10.6 17.5 

2005 8.4 10.8 2.5 19.0 9.9 19.6 

2006 9.9 10.4 2.4 19.2 11.9 21.7 

2007 10.2 11.9 2.3 19.8 10.9 22.2 

2008 7.4 11.3 3.3 18.8 24.0 20.8 

2010 6.7 11.5 4.2 16.3 20.6 19.4 

2011 5.8 15.6 5.2 17.1 19.8 18.1 

2012 4.5 11.7 3.7 16.2 17.5 16.3 

평균 6.0 9.7 2.3 16.2 11.2 17.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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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그림 4-9]를 보면 산업별 불평등의 기여율이 다른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과 비교하여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9]는 1992년의 집단간 불평등 기여율을 100으로 간주하여 비교

한 것이다. 1997년 이전의 시기에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다른 기준

에 따른 경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

에도 전체 불평등에서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다른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율보다 그 정도는 작았으나 증가 속도는 현저히 높았다. 2000년대 

중반의 시기에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예외적으

로 급속히 증가했을 때를 제외하면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전 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4-9〕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MLD)에 대한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 변화(1992=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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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분해 

MLD에 대한 정태적 분해가 특정 시점의 불평등에 대한 각 하위집단의 

기여를 보여준다면, MLD에 대한 동태적 분해는 일정 기간 동안의 불평

등 변화에 대한 각 하위 집단의 기여를 보여준다. 

아래의 <표 4-3>은 MLD의 동태적 분해 결과를 보여준다. MLD의 동

태적 분해란 두 시점 사이의 불평등(MLD)변화를 집단 내 불평등의 변화,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 집단 구성 비중의 변화 등 세가지 요인으로 구분

하여 각 요인이 전체 변화의 몇 %씩을 설명하는지를 보여준는 방법이다. 

또한 <표 4-3>은 산업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이외에도 성별, 연령, 학

력, 종사상 지위, 직종 등을 기준으로 동태적 분해를 수행하였을 때의 결

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992~2012년 사이의 전체 기간은 물론 4 시기별 

분해 결과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992년 대비 1997년에는 불평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6년까지의 경우 불평등

이 증가하는 추이였다는 점(표 4-1)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위기를 거치

면서 1998년부터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된 것을 볼 때 이례적인 현상

이다. 이는 1997년이란 시점이 갖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은 1997년 말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소득분

배에 미친 영향은 1997년의 소득부분배상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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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비교

(단위: %)

시기 △MLD
산업(8) 성별(2) 연령대(3)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92~12년 0.0802 74.7 10.4 15.0 75.8 1.0 23.2 62.1 13.0 24.9

92~97년 -0.0008 727.0 -33.9 -593.1 173.8 894.7 -968.4 1064.9 -7.2 -957.7

97~99년 0.0417 90.2 9.4 0.4 84.6 10.9 4.5 98.8 1.8 -0.6

99~03년 -0.0231 112.7 3.2 -15.9 77.9 21.0 1.1 119.7 -7.1 -12.6

03~12년 0.0623 98.4 0.1 1.5 76.1 17.8 6.1 78.9 5.6 15.5

시기 △MLD
학력(4) 종사상지위(4) 직업(5)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집단내 집단간 구성비

92~12년 0.0802 79.3 -0.1 20.8 62.6 37.3 0.1 55.0 44.3 0.7

92~97년 -0.0008 167.3 -5.6 -61.7 316.1 -140.8 -75.2 2215.1 -1926.6 -188.5

97~99년 0.0417 73.9 25.2 0.9 75.6 23.1 1.3 54.7 32.4 12.8

99~03년 -0.0231 82.4 15.4 2.3 155.8 16.9 -72.7 65.3 29.9 4.8

03~12년 0.0623 92.6 15.1 -7.7 89.0 16.0 -5.0 94.3 5.7 -0.1

   주: 괄호는 각 구분별 집단의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산업별 집단 구분의 경우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나 구성비의 변화는 전

체 기간 동안의 소득분배 악화에 있어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큰 것은 직종(44.3%)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37.3%)이다. 구성비의 변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성별(23.2%) 및 연령대(24.9%)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이다. 

그런데 각 시기를 구분하여 보면 산업별 구분에 따른 효과에서 특징적

인 점이 나타난다. 집단간 불평등 변화의 효과와 집단 구성비 변화의 효

과를 합하여 볼 때 산업간 구분을 통해 본 효과는 직업, 연령대, 종사상 

지위에 이어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1992-1997년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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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구분에 따른 경우가 직업, 연령대에 이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한

다. 즉 1990년대 초반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효과가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성비의 변화가 불평등 변화와 반대 방향

으로 나타난다. 즉, 1992년 대비 1997년에는 불평등이 다소 완화했음에

도 불구하고 산업 간 불평등과 산업별 구성비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을 악

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산업별 구성비의 변화의 

효과는 성별이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의 효과보다는 작지만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 직종 등에 따른 구분의 경우보다는 구성비 변화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효과가 해소되던 국면인 1999-2003년의 기간의 경우 불평등

은 다시 완화되었으나 이 시기에도 산업, 연령,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는 구성비 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세 기준에 따른 집단 구성의 변화가 매우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불

평등 심화에 작용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5절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분해

  1. 분석 모형

앞 절에서 분석한 MLD 분해는 전체 집단을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몇 개

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후 불평등의 수준 혹은 그 변화에 대해 각 하위 

집단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때 하위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한 가지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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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가구주의 산업에 따라 집단

을 구분하여 불평등 분해를 시도한다면 산업 이외의 요인들(예컨대 연령

이나 성별, 종사상 지위 등)을 동시에 고려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는 방법은 각 개인의 소득수준을 설명하는 회귀모

형을 설정한 후, 이 회귀모형에 포함된 여러 변수(요인)들의 영향력을 동

시에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Fields(2003)의 방법에 따라 소득

불평등의 수준 및 특정 시기 사이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해 다양한 요인

들이 각각 어느 정도씩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소득(Y)의 결정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도록 하자. 

ln  ′    -----(4-1)

       ,         

여기에서 Xit 는 노동소득 Y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 j번째 요인이 소득수준의 결정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ln ln
   ln 

-----(4-2)

한편 j번째 요인이 불평등 지표의 변화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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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1992 1997 1999 2003 201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성 0.92 7.84 0.88 9.50 0.86 10.07 0.86 12.14 0.84 14.92 

여성 0.08 7.84 0.12 9.50 0.14 10.07 0.14 12.14 0.14 12.14 

연령
(년)

연령 39.83 253.31 41.72 275.28 41.68 265.22 42.88 313.08 45.56 349.81 

연령
제곱

1662.4 21465.3 1829.3 24113.9 1819.3 23275.3 1917.1 27763.1 2150.6 32438.6

교육
(년)

교육
연수

11.70 90.70 11.96 94.66 12.27 91.33 12.49 113.48 13.37 115.03 

종사상
지위

상용직 0.62 14.09 0.59 14.37 0.58 14.42 0.50 17.68 0.56 20.08 

임시
일용직

0.06 6.86 0.07 7.46 0.07 7.68 0.18 13.47 0.17 15.27 

자영업 0.31 13.49 0.33 13.79 0.34 13.81 0.32 16.49 0.24 17.39 

무급
가족

0.01 2.06 0.00 1.73 0.01 2.77 0.00 2.10 0.02 5.98 

산업

농림
어업

0.01 2.10 0.00 1.58 0.00 1.46 0.01 2.51 0.00 1.81 

제조업 0.30 13.26 0.26 12.82 0.25 12.65 0.24 15.10 0.20 16.29 

건설업 0.15 10.46 0.14 10.25 0.12 9.37 0.14 12.42 0.11 12.89 

사업
서비스

0.05 6.13 0.07 7.55 0.08 8.03 0.09 10.29 0.13 13.82 

유통
서비스

0.30 13.33 0.29 13.21 0.30 13.44 0.26 15.50 0.26 17.74 

이하에서는 소득수준을 결정하고 불평등의 수준( 및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j)로서 종사 산업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직종 등을 분석에 포함할 것이다. 다만 이때 연령과 교육수준은  앞 절의 

분석에서와 달리 연속변수로 간주할 것이다. 아래의 <표 4-4>는 분석에 

투입될 변수들의 주요 연도별 기초통계량이다.

〈표 4-4〉 노동소득 격차의 요인분해를 위한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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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1992 1997 1999 2003 201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금융업 0.03 5.04 0.03 5.22 0.03 5.37 0.03 6.02 0.04 7.64 

개인
서비스

0.08 8.05 0.10 8.77 0.10 8.77 0.12 11.53 0.12 12.94 

사회
서비스

0.08 8.04 0.10 8.91 0.11 9.12 0.11 10.99 0.13 13.73 

직종

관리자,
전문직

0.13 9.69 0.25 12.58 0.28 13.09 0.25 15.30 0.25 17.57 

사무직 0.16 10.68 0.10 8.86 0.09 8.20 0.12 11.46 0.16 15.00 

서비스,
판매직

0.15 10.24 0.18 11.23 0.18 11.26 0.19 13.91 0.17 15.27 

숙련,
반숙련
노동

0.56 14.42 0.39 14.24 0.36 13.99 0.35 16.87 0.32 18.87 

단순
노동

0.01 2.11 0.08 8.13 0.10 8.70 0.09 10.12 0.09 11.6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소득 수준 및 불평등 변화에 대한 요인 분해 결과

다음의 <표 4-5>는 위의 식 (4-1)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의 로그값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회귀분석에서 산업의 경우는 제조업이, 

성별의 경우는 여성이,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직종의 경우는 숙련 및 

반숙련노동이 준거집단이다. 종사상 지위에서 무급가족 종사자와 산업에

서 농림업과 건설업이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각 변수들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종사 산업 요인을 보면 금융업을 제외하면 

모든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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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노동소득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992 1997 1999 2003 2010

추정
계수

t-값
추정
계수

t-값
추정
계수

t-값
추정
계수

t-값
추정
계수

t-값

상수 10.582 79.8 11.265 107.4 10.919 93.01 11.610 88.28 10.709 43.29 

성별 남성 0.102 16.4 0.096 20.1 0.110 20.69 0.097 16.32 0.144 13.29 

연령
연령 -0.001 -15.8 -0.001 -19.2 -0.001 -19.82 -0.001 -15.58 -0.002 -13.18 

연령제곱 0.040 15.4 0.036 16.3 0.040 16.51 0.033 12.84 0.034 7.03 

교육
수준

교육년수 0.522 21.2 0.390 22.5 0.389 21.73 0.358 18.36 0.605 20.44 

종사상
지위

임시
일용직

-0.168 -5.5 -0.206 -8.6 -0.431 -17.80 -0.351 -16.86 -0.437 -14.32 

자영업 0.104 6.6 0.073 5.7 -0.074 -5.49 -0.111 -6.87 -0.203 -7.68 

무급
가족노동

0.056 0.6 -0.124 -1.4 -0.049 -0.83 -0.186 -1.84 -0.260 -3.64 

산업

농림어업 -0.339 -3.6 -0.098 -1.0 -0.154 -1.40 -0.228 -2.70 -0.091 -0.42 

건설업 -0.048 -2.2 -0.006 -0.3 -0.079 -3.81 -0.014 -0.67 -0.046 -1.23 

사업
서비스

-0.341 -10.7 -0.106 -4.7 -0.173 -7.38 -0.169 -6.92 -0.220 -6.10 

유통
서비스

-0.023 -1.3 -0.054 -3.5 -0.039 -2.43 -0.100 -5.35 -0.122 -3.96 

금융업 0.056 1.5 0.202 6.5 0.155 4.76 0.085 2.25 0.249 4.17 

개인
서비스

-0.087 -3.5 -0.051 -2.3 -0.136 -5.72 -0.117 -5.04 -0.145 -3.74 

사회
서비스

-0.003 -0.1 0.142 6.9 0.074 3.42 0.075 3.21 -0.118 -3.14 

직종

관리자,
전문직

0.196 8.4 0.183 11.0 0.230 13.25 0.241 12.39 0.220 6.73 

사무직 0.166 8.0 0.104 5.3 0.088 3.88 0.129 5.63 0.084 2.49 

서비스,
판매직

-0.028 -1.3 0.042 2.3 0.026 1.32 0.082 4.01 0.128 3.85 

단순노동 0.149 1.6 -0.194 -9.1 -0.291 -13.26 -0.178 -7.28 -0.170 -4.32 

Adj. R2 0.2392 0.3089 0.3776 0.3616 0.2798

F-값 123.65 207.34 275.08 205.21 118.66

N 7022 8312 8131 6490 5453

   주: 성별에서는 여성,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산업에서는 제조업, 직종에서는 숙련 및 반숙련 노동
이 준거 집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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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4-6>은 이 <표 4-5>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을 요인별로 묶

은 후 각 요인이 소득 격차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준다(위의 식 (4-2) 참

조). 위 <표 4-5>의 회귀분석에서 상수항의 기여율을 의미하는 기타를 제

외할 경우 소득격차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모든 시기에서 성

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은 시기에 따라 그 기여율이 변하게 

되는데, 종사상 지위는 1992년의 경우 (기타요인을 제외한) 불평등에 대

한 기여율이 6.3%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17.1%로 증가하였고 최근 들

어 24.6%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이나 직종이 소득격차의 설명

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는 달리 산업 요인은 큰 변화가 없으며, 그 비중 역시 약 

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997년까지는 산업

의 기여율이 종사상 지위의 기여율을 상회하였다는 점이다.

〈표 4-6〉 노동소득불평등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도

(단위: %)

1992 1997 1999 2003 2012

연령 3.0(12.3) 3.4(12.1) 3.0(9.1) 2.5(7.3) 3.2(11.9)

교육수준 7.1(29.6) 8.4(29.5) 8.9(26.5) 7.5(22.0) 3.8(14.4) 

성별 7.3(30.2) 7.3(25.7) 7.2(21.4) 6.3(18.7) 9.3(34.6) 

종사상지위 1.5(6.3) 2.4(8.5) 5.7(17.1) 9.0(26.7) 6.6(24.6) 

산업 1.6(6.4) 2.5(8.6) 2.0(5.9) 1.8(5.3) 1.8(6.8) 

직종 3.7(15.2) 4.5(15.7) 6.7(20.1) 6.8(20.0) 2.0(7.7) 

기타 75.9 71.5 66.5 66.1 73.3 

   주: 괄호는 기타를 제외했을 때의 기여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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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4-7>은 두 시점간 불평등의 변화에 대해 각 요인이 어

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위의 식 (4-3)을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이다. 표

의 좌측은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을 측정했을 때의 분해 결과이고 우측

은 MLD를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이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92-97년의 

경우 지니계수는 0.0367 증가한 것으로, 즉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

타났지만, MLD는 음(-)의 변화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

안 MLD의 절대적 변화 폭은 매우 작아 각 요인별 기여율의 절대값이 매

우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분석 대상 기간을 통해 볼 때 교육수준

과 직업 요인은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한 반면 다른 요인

들은 지니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즉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산업 요인은 불평등 심화 요인 가운데에서는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만을 본다면 산업은 교육수준 다

음으로 불평등 심화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4-7〉 노동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율

지니계수의 변화 MLD의 변화

92∼
97

97∼
99

99∼
03

03∼
12

92∼
12

92∼
97

97∼
99

99∼
03

03∼
12

92∼
12

불평등 변화 0.0097 0.0367 -0.0232 0.0378 0.0610 -0.0009 0.0417 -0.0231 0.0623 0.0800 

기
여
율

(%)

연령 16.3 0.1 10.2 8.7 4.1 -69.3 1.8 6.8 4.9 3.5 

교육수준 43.2 12.4 26.4 -23.8 -10.4 -188.1 10.4 17.9 -4.8 -1.5 

성별 8.8 5.9 17.4 31.5 17.9 -1.2 6.6 12.5 16.2 12.5 

종사상지위 26.7 30.7 -35.4 -12.1 28.6 -134.9 16.1 -15.6 0.7 14.9 

산업 27.1 -1.5 4.3 1.8 2.9 -137.0 0.5 3.2 1.8 2.2 

직종 26.6 23.8 6.6 -33.9 -5.0 -120.4 13.8 6.6 -9.2 -0.6

기타 -48.8 28.6 70.5 127.8 61.9 750.9 50.7 68.5 90.4 69.0

100 100 1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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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7년 사이의 시기에 산업 요인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

여한 정도가 크다는 점은 MLD의 변화를 이용한 분해결과(<표 4-7>의 우

측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1997년 이후의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종

사상 지위나 성별 요인이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1997년 이전 시

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제6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가구주의 노동소득(근로소득과 산업소득) 불평등에 산업

구조의 변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평등의 정태적 요인분해를 통

해 본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서비스나 사회서

비스업 등 소득증가율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빨리 확대된 반

면 금융업이나 제조업과 같이 소득증가율이 높은 산업의 비중이 천천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이 최근 들

어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을 종사 산업별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여타 인

구학적 특성이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에 비해 산업 

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을 더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산업간 

불평등의 설명력은 타 요인에 따른 설명력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요인들과 다른 점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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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2-1997년의 시기 동안에는 산

업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분명하

게 나타났다. 특히 1997년 이전에는 산업 요인이 종사상 지위에 비해 불

평등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둘째,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던 일부 시기에도 산업 요인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불평등을 완화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산업구조의 

변화는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으로 지속적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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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결론

이 연구는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거시지표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개관한 후, 기능적 소득분배

와 계층간 소득분배 두 측면에서 각각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산업구조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구성비로 나타

나는데,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주로 산업별 

부가가치의 비중이, 그리고 보조적으로는 고용비중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 생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의 장기적 경향은 제조업의 비중

이 감소하는 탈공업화가 보이다가 1997년 위기 이후 다시 제조업의 비중

이 높아지는 재공업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꾸준

히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나 증

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고용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말 이후 탈공업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OECD내 최고 수준인 것과 대조적으

로 고용비중은 OECD 평균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

과 타 부문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제

결론 및 시사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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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1990년경 이후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에 따라 생계

형 자영업·창업 등을 통해 서비스업에서 고용·흡수가 이뤄지면서 서비스

업의 생산성 부진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이 글로벌 경

쟁 압력에 직면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상승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제조업 내에서도 업종간 노동생산성이나 피용자 보수의 격차가 확

대되었고, 특히 피용자 보수보다 노동생산성의 증가 추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산업간 규모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산업구조의 불균등도를 

통해 볼 때에도 제조업의 불균등도는 199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이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기능적 소득분배, 즉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조정하여 노동소득 분

배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 쟁점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

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가

정하는 방법과 자영업자 소득의 2/3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을 재정의하고, 산업구조 변화가 노

동소득 분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

용구조의 변화 모두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났다.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통해 볼 때 부가가치의 비중이 상승한 

산업 중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산업으로, 이

들 산업의 비중 증가는 전체적인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작용을 했다. 

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사회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전체적인 노

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

내 분배율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던 것이 외

환위기 이후에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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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소매업이 큰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구주의 종사산업 분포 변화가 가구주의 노동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계층간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산업간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

친 영향은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서비스나 사회서비스업 등 소득증가율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빨리 확대된 반면 금융업이나 제조업과 같이 소득증가율이 높은 산

업의 비중이 천천히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가구주의 종사산업이 연령이나 성별, 직업이나 종사상 지위 등 다른 요

인들에 비해 불평등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

려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나 산업 요인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요인들과 다른 점을 보이는데, 하나는 외환위기가 발

생하기 이전인 1992-1997년의 시기 동안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던 시기에도 산업 요인은 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산업구조

의 변화가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으로 지

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가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

었던 만큼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적 수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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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다양한 경

로를 통해 확인된 만큼 산업정책을 설계할 때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노동시장의 변화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

른 요인들이 산업측 요인에 비해 불평등 심화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지라도 재분배정책이나 고용정책 만으로 심화되는 소득분배의 악화 

경향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구조 악화

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한 1997년 위기 이전 시기에

는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관측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산업측 요

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초

래할 것인지가 깊이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사실은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

한 정책적 고려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준다. 무엇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을 제

고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을 늘이는 것은 소득분배를 지

속적으로 악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용에 대한 양적 지표를 개

선시키기 위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서비스업의 확대를 통

한 고용창출 전략에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준다. 개

인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등 유통서비스업은 양적 비중이 지난 20년간 

크게 확대되었으나 소득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부분이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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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 향후 산업 내 비

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들 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비스업의 발전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할 때에는 이러한 이질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업이나 사업서

비스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저소득 종사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

스업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외(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외(2007). 경제사회양극화의 진단과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2012). 2000년대 후반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과 특징, 2012년 사회정책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양극화 해결을 위한 ‘동반성장’전략 

개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배진한(1989).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에 관한 몇 가지 이론들과 한국경제에서의 

그 실증적 적합성 검토,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경제논집. 5, pp.1~40.

신광영(2013). 한국사회의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신동면 편(2006).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풀빛.

유경준‧김대일(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윤진호(2005).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한

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윤진호(2005). 노동시장양극화의 추세와 정책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양

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한울아카데미.

이내황 외(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이병훈․김유선(2003). 노동생활 질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정규․비정규의 분절

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0호, pp.120∼149.

이병희․강신욱 외(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효과 추이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이병희·장지연(2012).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민주사회와 정

책연구. 23권, pp.71-109.

이수연(1997). 도시근로자 소득수준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치료비 부담률의 형평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08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이철희(2007). 1996~2000년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요인 분해: 임금, 고용, 근로

시간, 가구구조 변화의 효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전병유‧김혜원‧신동균(2006).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2011). 노동소득 분배율의 경기변동성, 사회경제평론. 35, pp.49∼73.

홍장표(2013), 한국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 분석, 산업노동연구. 

19(1), pp.1∼34.

한국개발연구원 편(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제안, 한

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편(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한국개발연구원.

Arpaia, Alfonso, E. Perez, and K Pichelmann. (2009). Understanding 

Labour Income Share Dynamics in Europe. MPRA paper 15649,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Germany.

Bentolila, S. and G. Saint-Paul. (2003). Explaining Movements in the 

Labor Share. The B.E. Journal of Macroeconomics, 0(1).

Boggio, L., V. Dall'Aglio, and M. Magnani. (2009). On Labour Shares in 

Recent Decades: A Survey, DISCE Working Paper. 

De Serres A., S. Scarpetta. C. De La Maisonneuve. (2002). Falling wage 

shar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important is 

aggregation bias?. Empirica, 28, pp.375∼400.

Fields, G., (2003). Accounting for Income Inequality and Its Change: A 

New Method with Application to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Vol.22. pp.1∼

38.

Garrido, C., (2005). Are factor shares constant? An empirical 

assessment from a new perspective, Working Paper. 

http://www.eco.uc3m.es/temp/jobmarket/jmp_C_Garrido.pdf.



참고문헌 109

Glyn, A., (2009). Functional Distribution and Inequality, W. Salverda, B. 

Nolan, and T. Smeeding 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Gollin, D., (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Johnson, G., (1954).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850-1952.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5(2), 

pp.175∼182.

Krueger, A., (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2), pp.45∼51. 

Lawless, M. and K. Whelan, (2011).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Labor Shares and Inflation. Journal of Macroeconomics, 33(2),  

pp.121-136.

Ruiz, C. (2005). Are Factor Shares Constant? An Empirical Assessment 

from a New Perspective. Technical Report.





산업분류 기준 산업

일차산업

국민계정
(27부문),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전체

국민계정
(27부문)

음식료품담배제조업(3) ~ 가구 및 기타제조업(13)

산업연관표
중분류

육류 및 낙농품(9) ~ 기타제조업 제품(52)

중화학
공업 국민계정

(27부문)

음식료품담배 제조업(3) ~ 목재종이제품 제조업(5), 
가구 및 기타제조업(13)

경공업 경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OECD 
기술

분류에 
의한 

제조업

국민계정
(78부문)

저기술산업군: 식료품제조업(10) ~ 인쇄 및 복제(18), 
가구 및 기타제조업(47)

중저기술산업군: 석유석탄제품(19), 고무플라스틱제품(27) 
~ 금속제품(33), 조선(43) 

중고기술산업군: 기초화학제품(20) ~ 비료 및 농약(23), 
화장품(25), 기타화학제품(26), 일반산업용기계(34) ~ 
가정용 전기기기(36), 자동차(42), 철도차량(44), 
기타수송기계(46)

ICT산업군: 컴퓨터 및 사무기계(36), 반도체 및 
전자부품(39), 영상음향통신기기(40)

고기술산업군: 의약품(24), 전기기계(38), 정밀기계(41), 
항공기(45) 

부 록 <<

〈부표 1〉 2장에서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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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기준 산업

서비스

서비스 
전체

국민계정
(27부문)

도소매업(16) ~ 기타서비스(27)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전산업에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연관표
중분류

도소매(57) ~ 기타서비스(77)

서비스 
주요
업종

국민계정
(27부문)

유통서비스
도소매(16), 운수 및 보관(18)

사업서비스: 금융보험(19), 부동산 및 임대(20), 
정보통신업(21), 사업서비스(22)

사회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23), 교육서비스(24), 
보건 및 사회복지(25)

개인서비스: 음식숙박(17), 문화오락(26), 기타 서비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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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보정전)

산업구분　
1970
년대
(1)

1980
년대
(2)

1990
년대
(3)

2000
년대
(4)

변화
70~80
(2)-(1)

변화
80~90
(3)-(2)

변화
90~00
(4)-(3)

변화
70~00
(4)-(1)

농림어업 11.0 13.3 12.1 12.6 2.3 -1.2 0.5 1.6 

광업 72.9 69.9 38.9 41.0 -3.0 -31.0 2.1 -31.9  

제조업 54.5 62.2 64.7 61.5 7.7 2.5 -3.2 7.0  

전기, 가스, 
수도사업

34.4 24.3 33.0 49.7 -10.1 8.7 16.7 15.2  

건설업 58.3 68.4 72.7 75.7 10.2 4.2 3.1 17.5  

도소매업 25.6 25.4 42.9 45.7 -0.3 17.5 2.8 20.1  

음식점 및 
숙박업

41.7 62.7 65.9 66.2 21.0 3.2 0.2 24.5  

운수 및 
보관업

67.1 59.5 60.0 65.8 -7.6 0.4 5.8 -1.4  

정보통신업 51.8 62.2 73.6 67.6 10.4 11.4 -6.0 15.9  

금융보험업 59.9 68.3 63.7 42.9 8.5 -4.7 -20.7 -16.9  

부동산 및 
임대업

9.1 11.9 9.9 10.0 2.8 -2.0 0.1 0.9  

사업서비스 51.7 61.5 69.9 70.5 9.9 8.4 0.6 18.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100 100 100 100 0.0 0.0 0.0 0.0  

교육서비스업 99.8 99.2 94.5 91.5 -0.5 -4.8 -3.0 -8.3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72.7 71.0 80.8 81.3 -1.7 9.8 0.5 8.6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44.1 33.7 46.6 62.4 -10.5 12.9 15.8 18.2  

기타서비스업 56.0 61.5 68.4 76.2 5.5 6.9 7.8 20.2  

전체 42.0 51.6 58.9 60.0 9.6 7.3 1.1 18.0  

주: 1970년대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의 평균을 말한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도 같
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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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1990년대 후반(1997~2000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산업구분　
임금근로자

(1)
비임금근로자

(2)
비율

(2)/(1)

농임어업  77.5 86.0 1.11 

광업 142.4 225.0 1.58 

제조업 122.4 211.6 1.73 

전기가스수도 173.1 226.0 1.31 

건설 123.8 191.6 1.55 

유통

도소매 125.9 166.2 1.32 

운수 118.9 207.0 1.74 

통신 238.7 306.3 1.28 

금융 금융보험 160.6 163.1 1.02 

사업

부동산임대 103.8 130.4 1.26 

사업서비스 125.2 340.9 2.72 

사회

공공행정 153.2 200.0 1.31 

교육 154.1 177.7 1.15 

보건사회복지 116.2 488.2 4.20 

개인

오락문화운동  99.6 177.9 1.79 

개인서비스 100.8 121.2 1.20 

숙박 음식  89.1 166.0 1.86 

가사  52.5  82.0 1.56 

평균 127.0 161.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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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서비스

공공
행정

교육,
보건,
복지

오락,
문화,
기타
공공

부가가치비중 v

1983

0.15 0.01 0.25 0.02 0.08 0.14 0.02 0.08 0.03 0.06 0.05 0.07 0.02 

노동소득분배율 e 0.14  0.72 0.62 0.28 0.63 0.25 0.59 0.62 0.85 0.29 1.00 0.93 0.54 

임금노동비중역수q 7.05  1.03 1.20 1.02 1.10 3.99 1.69 1.22 1.01 1.84 1.00 1.08 1.72 

부가가치비중 v

1997

0.05  0.00 0.24 0.01 0.11 0.09 0.03 0.08 0.07 0.14 0.05 0.08 0.04 

노동소득분배율 e 0.12  0.38 0.66 0.47 0.74 0.48 0.67 0.69 0.62 0.32 1.00 0.90 0.61 

임금노동비중역수 q 8.11  1.23 1.20 1.00 1.24 2.09 1.48 1.45 1.04 1.29 1.00 1.11 1.63 

부가가치비중 v

2011

0.02  0.00 0.31 0.01 0.06 0.10 0.02 0.07 0.08 0.12 0.05 0.11 0.03 

노동소득분배율 e 0.18  0.41 0.57 0.54 0.80 0.43 0.65 0.74 0.41 0.39 1.00 0.87 0.71 

임금노동비중역수 q 5.48  1.09 1.17 1.01 1.25 1.73 1.54 1.35 1.04 1.16 1.00 1.15 1.41 

산업구조변화
1983

-
1997

-0.10 0.00 0.00 -0.01  0.03 -0.05  0.01 -0.01  0.02 0.03 -0.01  0.01 0.01 

산업내분배율변화 -0.02  0.00 0.01 0.00 0.01 0.13 0.00 0.01 -0.01 0.00 0.00 0.00 0.00 

고용구조변화 0.02  0.00 0.00 0.00 0.01 -0.13 0.00 0.01 0.00 -0.01 0.00 0.00 0.00 

〈부표 4〉 노동소득 분배율의 분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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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서비스

공공
행정

교육,
보건,
복지

오락,
문화,
기타
공공

산업구조변화

1997
-

2011

-0.03  0.00 0.04 0.00 -0.05 0.00 0.00 -0.01 0.00 -0.01 0.00 0.03 0.00 

산업내분배율변화 0.03  0.00 -0.03 0.00 0.01 -0.01 0.00 0.01 -0.01 0.01 0.00 0.00 0.01 

고용구조변화 -0.03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0 -0.01 

산업구조변화
1983

-
2011　

-0.13 0.00 0.04 -0.01  -0.02  -0.03  0.01 -0.01  0.02 0.03 -0.01  0.05 0.01 

산업내분배율변화 0.04  0.00 -0.02 0.01 0.02 0.10 0.00 0.01 -0.01 0.01 0.00 0.00 0.01 

고용구조변화 -0.04  0.00 -0.01 0.00 0.01 -0.14 0.00 0.01 0.00 -0.02 0.00 0.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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