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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실업자가 급증한 지난 1, 2월 노동시장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 여건 회복을
기대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금융위기 저점인 지난 2009년 1/4분기 이후 고용사정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
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
∙ 2010년 1~3월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1, 2월 실업자가
급증하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후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구직활동이 증가하
지만 노동수요가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 지난 1, 2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 증대로 구직활동이 늘어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임.
∙ 실업자는 1월에 36만8천 명, 2월에 24만5천 명 증가하여 각각 121만6천 명,
116만9천 명을 기록하였으며 1월 실업자 규모는 1999년 8월 136만4천 명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 실업률 역시 5.0% 및 4.9%를 기록하여 2001년 3월 5.1%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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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실업자 증가는 5만4천 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실업자는 100
만 명을 웃돌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A-1> 최근 고용사정
(단위: 천 명, %, %p)
구분

과거 평균

2009년 월평균

2010년 1월

2010년 2월

경제활동인구

23306

(+296)

24394

(+47)

24082

(+373)

24035 (+368)

- 취업자

22469

(+350)

23506

(-71)

22865

(+5)

22867 (+125)

-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 20425

(+316)

20826

(-225)

20933

(+148)

20841 (+285)

837

(-53)

889

(+120)

1216

(+368)

1169 (+245)

비경제활동인구

14407

(+131)

15698

(+447)

16305

(+149)

16384 (+151)

경제활동참가율

61.8

(+0.1)

60.8

(-0.7)

59.6

(+0.1)

59.5 (+0.2)

고용률

59.6

(+0.3)

58.6

(-0.9)

56.6

(-0.7)

56.6

실업률

3.6

(-0.3)

3.6

(+0.4)

5.0

(+1.4)

4.9 (+1.0)

실질적 실업자

2711

(+153)

3111

(+258)

3486

(+191)

3539 (+124)

- 취업준비

495

(+50)

591

(-7)

590

(+61)

1237

(+104)

1475

(+122)

1535

(-231)

138

(+8)

156

(+23)

145

(-7)

171

(0)

512

(61.0)

567

(63.8)

885

(72.8)

851

(72.8)

- 실업자

- 쉬었음
- 추가취업 희망자
단기실업자 (비중)

636

(-0.4)

(+68)

1563 (-189)

주: 1) ( ) 안은 전년 대비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을 나타내며 단기실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기
간이 3개월 미만이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냄.
주: 2) 실질적 실업자는 통계상 실업자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쉬었음 및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의 합이며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는 농림어업 및
공공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취업자를 나타냄.
주: 3) 과거 평균은 2000년 6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의 평균을 나타내며 실질적 실업자 및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의 경우에만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 평균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부진한 노동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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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증거가 여러 통계에서 발견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는 1, 2월 크게 늘었지만 증가의 대부분이 실업자 증가로 나타
난 점은 노동수요 부진 속에 노동공급이 증대하고 있다는 증거임.
∘ 2010년 1월: 37만3천 명 중 36만8천 명(98.7%)
∘ 2010년 2월: 36만8천 명 중 24만5천 명(66.6%)
∙ 또한 실업자 중 단기실업자(3개월 미만)가 1, 2월에 급증한 점 역시 고용사정
개선을 기대하는 신규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2010년 1, 2월 단기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72.8%를 차지하여 각각 전년
동월 대비로 10.6%p 및 9.4%p 증가함.
∙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가 1, 2, 3월 각각 6만1천 명, 6만8천 명
및 8만4천 명 증가한 점과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만1
천 명, 18만9천 명 및 14만 명 감소한 점은 본격적 구직활동이 개시되었음
을 의미함.

□ 경기가 저점을 통과 후에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
상임.

｝지난 2003년 신용카드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
이 발생했음(<그림 A-1> 참조).
∙ 2003년 초 확대되던 실업자 증가폭은 잠시 축소되다가 고용회복에 대한 기
대가 커지면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3년 11월 및 12월 경제활
동인구가 각각 19만9천 명, 19만8천 명 증가하였는데 그중 16만3천 명 및 15
만4천 명이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 2010년 1, 2월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비록 규모 측면에 있어 현재 고용사정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번 금융위기
동안 실물경제의 추락이 신용카드사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과 지
난 1, 2월 공공일자리에 대한 구직자가 급증하여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자 변동 추세는 두 기간 사이에 상당히 유사함.

요약

7

<그림 A-1> 경기변동과 실업자 증가폭 변화 (I)
(단위: 천 명, %)
<2003~2004년>

<금융위기>

주: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은 전년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1980년대 이후 경기순환을 살펴보아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실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했음(<그림 A-2> 참조).
∙ 2003년까지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기저점 4개월 전부터 실업자 증가폭이 축소
되다가 저점 통과 후 약 5개월 동안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외환위기 이전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경기 저점 통과 후 실업자 증가폭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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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이 관찰됨.
∙ 금융위기 동안 실업자 증가폭의 변화는 과거 평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
만 반응이 다소 느려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A-2> 경기변동과 실업자 증가폭 변화 (II)
(단위: 천 명, %)
<2003년까지 평균과 비교>

<외환위기 이전 평균과 비교>

주: 1) 경기저점(t=0)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전년동월 대비 증감임.
2) 상단의 ‘과거 평균’은 외환위기를 제외한 1985년 9월 이후 5개 경기순환의 평균이며
하단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전 3개 경기순환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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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경험 및 최근 고용사정 회복에 대한 긍정적 자료를 근거로 할 경우 2010년
하반기에 고용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함.
｝
지난 1월을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2010
년 하반기부터 고용사정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
∙ 과거 평균을 살펴보면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 대략 5
개월이 경과하면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
∙ 지난 1월을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고용사정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고 있음.
∙ 2010년 1,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3월 취업자는
26만7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가 1월 2만9천 명, 2월 4만4천 명 증가하였으며 3월에
는 무려 11만1천 명 증가하여 2004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
를 보였고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업 일자리가 1, 2월 19만7천 개,
32만7천 개 증가하였고 3월에도 28만7천 개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
으로 회복한 점도 민간부문 노동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임.
∙ 2010년 3월 신설법인 수는 5,652개로 7년10개월 이래 최대 수준을 나타내
고용회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임.
｝과거 실업자 증가폭 감소세와 유사한 고용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2010년 말 실
업률은 3.2%에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임(<그림 A-3> 참조).
∙ 2000년 이후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7~9개월이
경과하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약 40만3천 명 증가하고 실업자는 약 4만
6천 명 감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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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실업률 변동 예상
(단위: 천 명, %)
<평균적 회복을 보일 경우>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경우>

주: 1) 2010년 2월까지 실제 자료와 동일하게 취업자 및 실업자가 변동하였다고 가정하였으
며 그 이후에는 예시된 것과 같이 전년동월 대비 증감한다고 가정하였음. 이러한 가정
에 근거하여 취업자 및 실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실업률을 계산하였음.
주: 2)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추세에 따라 실업률 변동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예제이며 실제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는 아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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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이 수준으로 접근할 경우 2010년 말 실업률은 3.2%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보다 완만한 속도로 고용회복이 이루어질 경우(과거 평균 변화의 3분의 1 수준)
실업률은 연말에 3.5%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또는 경기회복의 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금융위기 동안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와는 달리 고용 없는 회
복의 가능성이 있음.
∙ 경기회복시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상승할 경우 경기회복이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고용 없는 회복을 보일 수 있음.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경기 저점 3분기 이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
에 다시 장기추세로 회복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노동생산성 이외에 고용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지속
적인 관찰이 필요함.
∙ 2009년 말 가계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9.9%에 달해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 현재 경기판단 CSI 및 소비심리지수는 2009년 10월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하반기 고용회복이 예상되지만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
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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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 역시 고용사정 개선
정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의 하향 안정세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 노동수요 회복에 의존함.
<그림 A-4> 우리나라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고용변화>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주: 1) 경기저점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단위 기간은 분기임.
주: 2) ‘과거 평균’은 외환위기 및 2005년을 제외한 1972년 이후 8개 경기순환의 평균을 의미
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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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증감 중 경기변동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
만 살펴볼 경우 2005년 이후에는 경기가 확장되는 동안에도 취업자 증가폭
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남.
∙ 따라서 2010년 하반기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회복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회
복 정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
야 함.
∙ 정규직 근로자의 지나친 고용보호를 완화하거나 임금의 경기순응성을 높이
는 시도는 정규직에 대한 노동수요를 제고하여 하락하고 있는 취업자 증가
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임.
∙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근로자 및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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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도 입

□ 금융위기로부터 가시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회복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저점 2009년 1/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음.
∙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금융위기의 저점은 2009년 1/4분기로 추정됨.
∙ 그 이후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가시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를 탈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노동시장은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0년 들어 다시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임.
∙ 2009년 상반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증감을 반복하
는 혼조세를 보임.
∙ 2010년 1~3월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2009년 말 실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2010년 1, 2월 실업자가 급
증하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1, 2월 실업자 급증 현상과 관련하여 향후 고용회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함.

제1장 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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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자 증가세를 통해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됨.
∙ 2009년 11월,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1만 명, 1만6천 명 감
소함.
∙ 그러나 2010년 1, 2월 각각 5천 명, 12만5천 명 증가하였으며 3월에는 무려
26만7천 명 증가함.

｝그러나 실업자 급증으로 노동시장의 회복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실업자 증가세는 2009년 하반기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음.
∙ 그러나 1, 2월 실업자는 각각 121만6천 명, 116만9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6만8천 명, 24만5천 명 급증하였으며 실업률도 5.0% 및 4.9% 기록함.
∙ 3월에는 실업자 급증세가 일단 진정되었지만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는 여
전히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과거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해석을 제시
하고자 함.
∙ 현재의 노동시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정확한 예측
을 어렵게 하는 상황임.
∙ 현재 고용사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다 정확
한 해석을 하고자 함.

｝
특히 최근 실업자 및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과거 자료에 근거한 보
다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함.
∙ 2010년 1, 2월 전년동월 대비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
며 이를 근거로 고용사정이 다시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발생함.
∙ 그러나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초기에 구직활동 증대로 실업자 및 실
업률이 증대할 수 있으며 3월 동향을 살펴보면 실업자 급증 현상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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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 2월 실업자 및 실업률 급증 현상에 대해 과거 유사한 경험이 존재
하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자 함.

제1장 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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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회복 및 고용사정

1. 최근 경기회복

□ 국내총생산 및 각종 지표를 기준으로 이번 금융위기 경기 저점은 2009년 1/4분
기로 추정됨(<그림 1> 참조).

｝국내총생산은 2009년 1/4분기 이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임.
∙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 대비로 2009년 1/4분기 -4.2% 성장을 기록한 이후
회복세를 보임.
∙ 계절조정 전기 대비로도 2009년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임.
∙ 따라서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번 금융위기의 저점은 2009년 1/4
분기로 추정됨.

｝경기종합지수의 변화로 살펴본 국내 경기의 저점 역시 2009년 1/4분기로 추정
됨.
∙ 동행종합지수는 2009년 1월 114.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2월 127.7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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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성장 추이를 제거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2009년 2월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2월 100.0을 기록함.
∙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의 저점은 2009년 1/4분기로 추정됨.
<그림 1> 국내 경기회복
(단위: %, 2005=100)
<국내총생산>

<경기종합지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우리나라는 이번 금융위기를 정부소비 위주로 극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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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소비 역시 상당 수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 및 <표 1> 참조).

｝우리나라는 정부소비의 증가를 중심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
이고 있음.
∙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9년 상반기에 정부소비는 약 4.7~5.8% 증
가하여 국내총생산 급감을 저지하였음.
∙ 그 이후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및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소
비는 감소세를 보임.

｝국내총생산 구성 요소별로 보면 설비투자 및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음.
∙ 금융위기 시작인 2008년 3/4분기를 100으로 환산할 경우 설비투자는 2009
년 1/4분기 76.2를 기록해 가장 크게 위축되었으며 수출 역시 87.2를 기록
∙ 2009년 1/4분기 이후 설비투자 및 수출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2009년 4/4
분기 각각 97.0 및 100.7을 기록
<그림 2> 부문별 경기회복

주: 금융위기 시작점(2008년 3/4분기)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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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역시 본격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광공업 생산은 2009년 3/4분기 이후 전년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 2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39.6%, 19.1% 성장함.
∙ 서비스업 생산 역시 2009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0년 1, 2월 각
각 전년동월 대비 4.3%, 7.1% 증가함.
∙ 소매판매액 역시 2009년 2/4분기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 2
월 각각 전년동월 대비 6.8%, 12.9% 증가함.
∙ 특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구재 소비는 1월 39.7% 및 2월 21.3%
증가하여 소매판매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표 1> 생산, 소비 및 투자의 회복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8년
연간

2009년
1/4

2/4

3/4

2010년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 생산

3.4

-15.7

-6.1

4.3

16.2

-0.8

36.9

19.1

서비스업 생산

3.6

-0.3

2.4

1.9

3.7

2.0

4.3

7.1

소매판매액

1.1

-4.7

1.5

2.8

10.8

2.6

6.8

12.9

1.6

-11.9

5.7

7.9

33.9

8.1

39.7

21.3

준내구재

-3

-1.5

-0.6

-0.7

3.4

0.3

4.7

3.1

비내구재

1.4

-1.4

0.5

1.9

4.1

1.2

-5.2

12.4

-3.0

-17.9

-12.9

-10

10.2

-8.0

19.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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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추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주요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으며 이번 금융
위기는 현재까지 지난 외환위기에 비해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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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09년 3/4분기 전년동기 대비 0.9% 성장한 이후
4/4분기에는 6.0% 성장하여 2009년 연간 0.2% 성장함.
∙ 반면 중국을 제외 주요국들은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경기회복은 주요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표 2> 주요국 경기회복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한국

2.2

-4.2

-2.2

0.9

6.0

0.2

미국

0.4

-6.4

-0.7

2.2

5.6

-2.4

일본

-1.2

-3.6

1.5

-0.1

0.9

-5.0

중국

9.6

6.2

7.9

9.1

10.7

8.7

영국

0.6

-2.6

-0.6

-0.3

0.3

-4.8

유로지역

0.7

-2.5

-0.1

0.4

0.1

-4.1

독일

1.3

-3.5

0.4

0.7

0.0

-5.0

대만

0.7

-2.6

4.2

2.4

4.2

-1.9

주: 한국, 중국, 대만은 전년동기 대비, 미국은 전기 대비 연율, 일본, 유로지역, 영국 및 독일
은 전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경우 이번 금융위기는 지난 외환위기에 비해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는 발생 1분기 만에 국내총생산이 10% 이상 감소하는 급격한 경기
냉각기로 규정됨.
∙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내총생산이 회복되었으나 감소폭이 컸던 이유로
외환위기 시작점(1997년 4/4분기) 수준으로 국내총생산이 회복하는 데 약 7분
기가 소요되었음.
∙ 이번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3~4% 수준에 머물렀으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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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만에 위기 시작점(2008년 3/4분기) 수준으로 국내총생산이 회복되었으나
회복강도는 외환위기에 비해 다소 약함.
∙ 그러나 국내총생산 감소를 기준으로 이번 금융위기는 지난 외환위기에 비해
덜 심각한 것으로 보임.
<그림 3>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국내총생산 비교
(단위: 위기 시작점=100)

주: 위기 시작점(1997년 4/4분기 및 2008년 3/4분기)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기간 단위는 분기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번 금융위기 동안 노동시장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를 제외한
과거 경기순환기들을 비교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지난 외환위기는 국내총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이번 금융위기는 국내총생산의 감소폭이 작고 회복세도 외환위기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약한 경기변동으로 판단됨.

제2장 최근 경기회복 및 고용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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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한 적절한 대상은 외환위기를 제외
한 과거 경기순환기들로 판단됨.1)

2. 금융위기 동안의 고용변화

□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감소
세로 반전함.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과거(2000. 6~2007. 12) 전년동월 대비 평균 29만6천 명 증가하던 경제활동인
구는 2009년 전년동월 대비 평균 4만7천 명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저조함을 보여줌.
∙ 과거 비경제활동인구는 평균 13만1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09년에는
전년동월 대비 평균 무려 44만7천 명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과거 평균 61.8%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동월 대비 평
균 1.0%p 하락하여 60.8%를 나타냈으며 이는 약 40만 명이 경제활동을 포
기했다는 의미임.

｝취업자 증가세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감소세로 반전함.
∙ 과거 평균 35만 명 증가하던 취업자는 2009년 전년동월 대비 평균 7만1천
명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며 그 결과 실업자 역시 평균 83만7천 명에서 2009
1)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 저점 간을 기준으로 제1경기순환기(1972년 3월~1975년 6월)부터 제9경
기순환기(2005년 4월~)까지 9번의 경기순환을 경험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제9경기순환기 정
점(2008년 1월)을 통과하여 경기가 하락하는 경기수축기가 진행되고 있으나 금융위기의 저점
을 통과하여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제10경기순환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3년 신용카드사태의 경우 국내총생산이 급락하는 공식적인 경기침체기는 아
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경기 저점
(2003년 9월)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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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8만9천 명으로 5만2천 명 증가함.
∙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 증가
세 위축은 더욱 심해 과거 전년동월 대비 평균 31만6천 명 증가에서 2009년
평균 22만5천 명 감소로 추락함.
<표 3> 최근 고용사정
(단위: 천 명, %, %p)
구 분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과거 평균

2009년 평균

2010년 1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23306 (+296) 24394

(+47) 24082 (+373) 24035 (+368) 24382 (+320)

22469 (+350) 23506

(-71) 22865

(+5) 22867 (+125) 23377 (+267)

-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 20425 (+316) 20826 (-225) 20933 (+148) 20841 (+285) 21013 (+380)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837

(-53)

889 (+120) 1216 (+368) 1169 (+245) 1005

(+54)

14407 (+131) 15698 (+447) 16305 (+149) 16384 (+151) 16073 (+198)

경제활동참가율

61.8 (+0.1)

60.8

(-0.7)

59.6 (+0.1)

59.5 (+0.2)

60.3 (+0.1)

고용률

59.6 (+0.3)

58.6

(-0.9)

56.6

56.6

57.8

실업률
실질적 실업자
-취업준비
-쉬었음
-추가취업 희망자

3.6

(-0.3)

3.6 (+0.4)

(-0.7)

5.0 (+1.4)

(-0.4)

4.9 (+1.0) 4.14.1 (+0.1)

2711 (+153) 3111 (+258) 3486 (+191) 3539 (+124) 3231
495

(+50)

591

(-7)

590

(+61)

(-0.1)

636

(+68)

402

(-36)
(+84)

1237 (+104) 1475 (+122) 1535 (-231) 1563 (-189) 1389 (-140)
138

(+8)

156

(+23)

145

(-7)

171

(0)

156

(-33)

주: 1) ( ) 안은 전년 대비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을 나타냄.
주: 2) 실질적 실업자는 통계상 실업자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쉬었음 및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의 합이며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는 농림어업 및
공공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취업자를 나타냄.
주: 3) 과거 평균은 2000년 6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의 평균을 나타내며 실질적 실업자 및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의 경우에만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 평균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고용률은 59.6%에서 1.0%p 하락하여 2009년 평균 58.6%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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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상 실업자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실질적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쉬었음 및 주당 18
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의 합)는 과거 평균 271만1천 명에서 2009

년 월평균 311만1천 명으로 무려 40만 명이 증가함.

□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이번 금융위기 동안의 고용사정 악화는 국내
총생산 변화와 유사하게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동안 총 취업자 수 감소는 외환위기에 비해 덜 심각함.
∙ 외환위기 발생 이후 4분기 만에 계절조정 총 취업자 수가 6.5% 감소하였고
종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10분기가 소요됨.
∙ 금융위기 동안에는 계절조정 총 취업자 수가 최대 0.6% 감소하는 데 그쳤으
며 4분기 만에 과거 수준을 회복하였음.
∙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발생 4분기 만에 최저점을 통과하
였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위기발생 시점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그림 4>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취업자 변화 비교
(단위: 위기 시작점=100)
<총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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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

주: 계절조정 산업별 취업자를 사용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이번 금융위기 동안 민간부문 일자리 위축이 심한 편이며 특히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고용사정이 악화된 점이 과거와 대비됨.

｝금융위기 동안 전체 일자리보다 민간부문 일자리 축소가 심하고 회복도 느린
편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 전체 고용은 2009년 5월 전년동월 대비 21만9천 명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비농업․민간부문 취업자는 2009년 7월 전년동월 대비 37만2천 명 감소하
여 최악의 상황을 보였으며 총고용에 비해 약 6개월 늦은 2009년 11월(-17만
8천 명) 이후 회복세를 보임.

∙ 계절조정 취업자 수 기준으로 총고용은 2009년 5월(2,338만5천 명) 이후 회복
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농업․민간부문은 2009년 10월(2,076만6천 명) 이후 회
복세를 보여 약 5개월의 시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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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민간부문 일자리 위축
(단위: 천 명)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

<계절조정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금융위기 동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임금근로자 규모의 변화는 과거 경기순환 동안 나타난 평균적인 변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비임금근로자 규모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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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의 영향이 비임금근로자 고용사정 악화에 집중되는 양
상을 보임.
<그림 6>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사정
(단위: 경기저점=100.0)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주: 1) 경기저점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단위 기간은 분기임.
주: 2) 과거 평균은 외환위기를 제외한 1989~2003년 사이 경기변동을 의미
주: 3) 한국은행 경기순환주기표에 의하면 2003년 3/4분기는 경기저점에 해당하지 않지만 카
드대란과 관련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나빠진 점을 감안하여 경기저점으로 간주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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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기순환과 비교할 경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
급가족종사자의 고용사정이 이번 금융위기 동안 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참조).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과거와 달리 경기가 하강하는 동안 고용이
다소 감소했으나 경기 저점 통과 후 회복세를 보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은 경기하강기뿐만 아니라 경기 저점 통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0년 1/4분기에 다소 회복됨.
∙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은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장기추세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
음.

｝
과거 경기순환과 비교할 경우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고용사정이 이번 금
융위기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8> 참조).
∙ 상용근로자 수는 경기순환과 큰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번 금
융위기 동안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임시근로자 수는 경기 저점 통과 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으로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일용근로자 수는 통상적으로 경기하강시 급감한 이후 경기 저점 통과와 함
께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금융위기 동안에는 저점 통과 후에
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임금근로자 중 고용사정 악화가 제일
심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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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사정
(단위: 경기저점=10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주: <그림 6>의 주를 참조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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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금근로자의 고용사정
(단위: 경기저점=100.0)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그림 6>의 주를 참조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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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1/4분기 고용변화의 특징

□ 실업자가 급증한 지난 1, 2월 고용사정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 여건 회복을
기대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후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만 노동수요가 이에 부
응하지 못할 경우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할 경우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어 실업자가 급증하
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실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
동인구가 되는 것에 기인함.
∙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다시 회복할 조짐을 보이게 되면 서서히 구직활동이
증가하지만, 구직활동 증가에 비해 노동수요의 회복이 미진하게 되면 일시
적으로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함.
∙ 즉,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경기회복을 기대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노동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이라도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률이 상승함.

｝
지난 1/4분기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
에 대한 기대감 증대로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임.
∙ 지난 2009년 전년동월 대비 평균 12만 명 증가한 실업자는 1월에 36만8천
명, 2월에 24만5천 명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1, 2월 실업자는 각각 121만6천 명, 116만9천 명을 기록하였으
며 1월 실업자 규모는 1999년 8월 136만4천 명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 실업률 역시 5.0% 및 4.9%를 기록하여 2001년 3월 5.1%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함.
∙ 3월 실업자 증가는 5만4천 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실업자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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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을 웃돌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진한 노동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통계에서 발견되고 있음.
∙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 대비 평
균 29만6천 명 증가했고 지난 2009년에는 4만7천 명 증가에 그쳤지만 2010
년 1, 2월 각각 37만3천 명, 36만8천 명 증가하였으며 3월에도 32만 명 증
가하여 고용사정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음.
∙ 특히 지난 1, 2월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실업자 증가로 나타난 점
은 노동수요 부진 속에 노동공급이 증대하고 있다는 증거임.
∘ 2010년 1월: 37만3천 명 중 36만8천 명(98.7%)
∘ 2010년 2월: 36만8천 명 중 24만5천 명(66.6%)
∙ 또한 실업자 중 단기실업자(3개월 미만)가 1, 2월에 급증한 점 역시 고용사정
개선을 기대하는 신규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표 4> 참조).

∘ 2010년 1월 단기실업자는 88만5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72.8%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35만8천 명, 10.6%p 증가한 수치임.
∘ 2010년 2월에도 단기실업자가 85만1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72.8%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6만5천 명, 9.4%p 증가한 수치임.
∙ 2009년 평균 44만9천 명 증가하던 비경제활동인구도 1, 2월에 각각 14만9
천 명 및 15만1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
음을 보여줌(<표 3> 참조).
∙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가 1, 2, 3월 각각 6만1천 명, 6만8천 명
및 8만4천 명 증가한 점과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만1
천 명, 18만9천 명 및 14만 명 감소한 점은 본격적 구직활동이 개시되었음
을 의미함(<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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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 명, %, %p)
구 분

2009년 평균

2010년 1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규모>
실업자

889

(+120)

1216

(+368)

1169

(+245)

1005

(+53)

- 3개월 미만

567

(+88)

885

(+358)

851

(+265)

676

(+29)

- 3~6개월

241

(+25)

263

(+25)

251

(+1)

269

(+55)

- 6~12개월

76

(+4)

62

(-18)

62

(+22)

58

(-31)

5

(+1)

6

(+3)

4

(0)

3

(+1)

- 3개월 미만

63.8

(+1.6)

72.8 (+10.6)

72.8

(+9.4)

67.3

(-0.7)

- 3~6개월

27.1

(-0.9)

21.6

(-6.4)

21.5

(-5.6)

26.8

(+4.3)

- 6~12개월

8.5

(-0.7)

5.1

(-4.3)

5.3

(-3.8)

5.8

(-3.6)

- 12개월 이상

0.5

(0.1)

0.5

(+0.1)

0.3

(-0.1)

0.3

(0.1)

- 12개월 이상
<비중>

주: ( ) 안은 전년 대비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천 명, %p)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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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

1. 실업자 증가폭 확대 현상에 대한 분석

□ 경기가 저점을 통과 후에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
상임.

｝지난 2003년 신용카드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
이 발생했음(<그림 9> 참조).
∙ 2003년 초 확대되던 실업자 증가폭은 잠시 축소되다가 고용회복에 대한 기
대가 커지면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음.
∙ 2003년 11월 및 12월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19만9천 명, 19만8천 명 증가하
였는데 그중 16만3천 명 및 15만4천 명이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 2010년
1, 2월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비록 규모 측면에 있어 현재 고용사정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번 금융위기
동안 실물경제의 추락이 신용카드사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과 지
난 1, 2월 공공일자리에 대한 구직자가 급증하여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자 변동 추세는 두 기간 사이에 상당히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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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기변동과 실업자 증가폭 변화 (I)
(단위: 천 명, %)
<2003~2004년>

<금융위기>

주: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은 전년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1980년대 이후 경기순환을 살펴보아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실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했음.
∙ 2003년까지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기저점 4개월 전부터 실업자 증가폭이 축
소되다가 저점 통과 후 약 5개월 동안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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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전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경기 저점 통과 후 실업자 증가폭이 크
게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이 관찰됨.
∙ 금융위기 동안 실업자 증가폭의 변화는 과거 평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
만 반응이 다소 느려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경기변동과 실업자 증가폭 변화 (II)
(단위: 천 명, %)
<2003년까지 평균과 비교>

<외환위기 이전 평균과 비교>

주: 1) 경기저점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전년동월 대비 증감
주: 2) ‘과거 평균’은 외환위기를 제외한 1985년 9월 이후 5개 경기순환의 평균이며 ‘외환위
기 이전’은 외환위기 이전 3개 경기순환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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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경험 및 고용사정 회복에 대한 긍정적 자료를 근거로 할 경우 2010년 하반
기에 고용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함.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저점 통과 대략 5~6개월 후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고 실업자 규모도 축소됨.
∙ 과거 평균을 살펴보면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작한 이후 대략 5
개월이 경과하면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
∙ 지난 1월을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고용사정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고 있음.
∙ 2010년 1,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3월 취업자는
26만7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하반기 평균 29만5천 명 증가한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1월에는 1만
5천 명 증가에 그치고 2월엔 1만7천 명 감소한 상황에서도 총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임.
∙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가 1월 2만9천 명, 2월 4만4천 명 증가하였으며 3월에
는 무려 11만1천 명 증가하여 2004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
를 보였고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업 일자리가 1, 2월 19만7천 개,
32만7천 개 증가하였고 3월에도 28만7천 개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2008
년 1월 28만1천 개 증가 수준으로 회복한 점도 민간부문 노동수요가 본격적
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임.
∙ 2010년 3월 신설법인 수는 5,652개로 7년10개월 이래 최대 수준을 나타내
고용회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임.

제3장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

41

<표 5>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전년동월 대비, 천 명)
구 분

전체

2008년 1월

2009년 평균

22964 (+235) 23506

2010년 1월

(-71) 22865

2010년 2월

2010년 3월

(+5) 22867 (+125) 23377 (+267)

- 농림어업

1267

(-64)

1648

(-38)

1123 (-159)

1197 (-143)

1385 (-188)

- 제조업

4022

(-24)

3836 (-127)

3924 (+29)

3886 (+44)

3924 (+111)

- 건설업

1739

(-8)

1720

1617

1595

1720

- 민간서비스업

15120 (+281) 15247

(-92)

(-81)

(-86)

(-16)

(-7) 15371 (+197) 15341 (+327) 15348 (+287)

*도소매․음식․숙박

5748

(-36)

5536 (-139)

5602

*사업․개인․기타

6560 (+237)

6950 (157)

6920 (+158)

6968 (+228)

7064 (+263)

*전기․운수․통신․금융

2811 (+80)

2761

(-25)

2839 (+92)

2833 (+129)

2829 (+113)

1032 (192)

809 (+15)

-공공부문

791 (+41)

(-53)

5539

829

(-30)

(-17)

5455

(-88)

979 (+75)

주: 1) ( ) 안은 전년동월 대비(전년 대비) 증감
주: 2)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의미함. ‘민간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제외한 업종을 의미하고 ‘사업․개인․기타’ 역시
공공부문을 제외한 업종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과거 평균 수준의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률은 크게 하락하여 2010년 연말
3% 초반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수 있음.

｝
과거 실업자 증가폭 감소세와 유사한 고용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률은 크게
하락할 수 있음.
∙ 2000년 이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지 7~9개월 후 전년동월 대비 평균 취업
자 증가는 약 40만3천 명이고 전년동월 대비 평균 실업자 감소는 약 4만6천
명임.
∙ 현재부터 연말까지 이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2010년 말 실업률은 3.2%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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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업률 변동 예상
(단위: 천 명, %)
<평균적 회복이 가능한 경우>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경우>

주: 1) 2010년 2월까지 실제 자료와 동일하게 취업자 및 실업자가 변동하였다고 가정하였으
며 그 이후에는 예시된 것과 같이 전년동월 대비 증감한다고 가정하였음. 이러한 가정
에 근거하여 취업자 및 실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실업률을 계산하였음.
주: 2)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추세에 따라 실업률 변동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예제이며 실제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는 아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과거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서 완만한 고용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률은
3.5% 수준에 머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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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폭 및 실업자 감소폭이 변동할
경우 실업률은 2/4분기 평균 4.0%, 하반기 평균 3.6%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
남.
∙ 실업률은 2010년 10월 3.3%까지 하락할 전망이나 그 이후 소폭 상승하여
연말에는 3.5%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 역시 고용사정 개선
정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의 하향 안정세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 노동수요 회복에 의존함.
∙ 취업자 증감 중 경기변동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
만 살펴볼 경우 2005년 이후에는 경기가 확장되는 동안에도 취업자 증가폭
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남.2)
∙ 따라서 2010년 하반기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회복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회
복 정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
야 함.

2.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

□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의 원인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포함한 다양한 요
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적시고용(just-in-time hiring) 관행은 고용 없는
회복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Schreft and Singh(2003) 참조).
∙ 온라인 구직절차의 확산과 고용지원산업의 효율성 증대는 적시고용 관행의
확산을 가져옴.
2) 변양규(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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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고용의 관행이 확대될 경우 기업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채용을
본격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경기 저점 통과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정규직 일자
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적시고용 관행의 확산으로 정규직
채용을 가능한 늦추는 것이 가능해진 까닭임.

｝구조적 변화에 따른 산업 간 노동력 재배치(sectoral reallocation of labor)도 고용
없는 회복의 한 가지 원인임(Groshen and Potter(2001), Aaronson et al.(2004) 참조).
∙ 통상적으로 산업 간 구조조정은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침체기에
이루어짐.
∙ 산업 간 구조조정의 결과로 산업 간 노동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고용
이 줄어든 산업에서는 노동력 방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고용이 증가
해야 할 산업에서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고용 증대가 불가능
함.
∙ 따라서 산업 간 노동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고용회복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함.
∙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전체 고용의 약 50%가 구조적 변
화를 겪고 있는 산업에 의한 것이었지만 2001년 경기침체기에는 그 규모가
약 79%로 증가하였음(Groshen and Potter(2001) 참조).
∙ 그 결과 2001년에 고용 없는 회복이 뚜렷해졌음.

｝
경기회복기 동안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
할 수 있음(Gordon(1993), Groshen and Potter(2001) 참조).
∙ 통상적으로 경기확장기가 길어질수록 과잉고용이 이루어져 경기확장 말기
에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경기침체기를 거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노동생산성이 다시 향상하는 현상이 발생함.
∙ 경기회복기 동안 노동생산성이 장시간 상승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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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말 IT 분야에 대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효과가 2001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 고용 없는 회복이 발
생했다는 주장이 있음.

□ Gordon(1993)에 의하면 경기침체 중반부터 시작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경기 저점
을 지나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함.

｝Gordon(1993)은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1991년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
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Gordon(1993)은 미국 노동생산성 증가가 경기정점 1~2년 전부터 약화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경기회복 말기 효과(end-of-expansion effect)’로 부름.
∙ 또한 (i)경기확장기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ii)경기확장기 동안 지나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경기회복 말기 효과가 강력해지며, 이 경우 경기회복기 동안
노동생산성이 장기추세로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져 고용 없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함(<그림 12> 상단 참조).
∙ 또한 노동생산성의 장기추세 자체가 상승할 경우에도 노동생산성이 상승한
장기추세로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져 고용 없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
장함(<그림 12> 하단 참조).

｝미국의 2001년 고용 없는 회복의 원인으로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상승이 유력
함.
∙ 미국은 1991년에 이어 2001년에도 경기 저점 통과 8분기가 지나도록 고용
이 경기 저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용 없는 회복을 경험하였음.
∙ 과거 경기순환기와는 달리 2001년의 경우 경기 저점 약 8분기 이전부터 노
동생산성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경기회복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음(<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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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금융위기도 2001년 고용 없는 회복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그림 12> 노동생산성과 고용 없는 성장
<강력한 경기회복 말기 효과>

<노동생산성 추세의 상승>

주: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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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고용 없는 회복>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주: 1) 경기저점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단위 기간은 분기임.
주: 2) 과거 평균은 1949년 이후 10번의 경기순환 중 1991년 및 2001년을 제외한 8번의 평
균을 의미함.
자료: 미국노동통계국(BLS)

□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48

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이번 금융위기 동안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와는 달리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
∙ 2005년 이전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회복의 양상을 보이지 않음.
∙ 경기 저점 통과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고용은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증대를
보였음.
∙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가 지나면서 2010년 1/4분기까지의 고용변화를 살펴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의 가능성이 보임.
∙ 특히 노동생산성이 경기 저점 3분기 이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에 다
시 장기추세로 회복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노동생산성 이외에 고용 없는 회복 또는 경기회복의 지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
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소비 회복이 지체될 경우 경기회복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
이 있음.
∙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2009년 말 약 8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함.
∙ 또한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월 기준 59.9%
에 달함.
∙ 지나친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소비심리 둔화로 인한 경기회복 부실화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함.
∙ 소비자 현재 경기판단 CSI 및 소비심리지수는 2009년 10월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
∙ 소비 회복의 지체가 가시화될 경우 경기회복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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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우리나라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고용변화>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주: 1) 경기저점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단위 기간은 분기임.
주: 2) ‘과거 평균’은 외환위기 및 2005년을 제외한 1972년 이후 8개 경기순환의 평균을 의미
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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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 저하로 경기회복에 부합하는 고용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주목해야 함.
∙ 인력부족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Beveridge) 커브는 노동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냄.
∙ 1987~1994년 사이 베버리지 커브에 비해 1995~2003년 기간 동안의 베버리
지 커브는 안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증대하였음을
나타냄.
∙ 그러나 2004년 이후 베버리지 커브가 다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이는 인력조정 및 배분 과정상 미스매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
함.
∙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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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인력부족률과 실업률

주: 외환위기의 영향인 컸던 1998년 및 1999년은 outlier로 구분되어 그림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에 주력하여 하락
하고 있는 취업자 추세를 반전시키는 장기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1980년대 이후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경
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3)
∙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하는 경기확장기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반드시 고용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하락하는 취업자 장기추세를 반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장기적 시각의 노력도 병행해야 함.

3) 변양규(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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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 2월 실업자가 급증한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며 2010년 하반기부터 가시
적 고용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됨.

｝
지난 1, 2월 실업자가 급증한 현상은 경기회복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유사함.
∙ 과거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후 일시적으로 실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2003년 신용카드사태 이후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으며 외환위기 이전에
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음.
∙ 이번 금융위기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지난 1, 2월에 발생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며 약 5~6개월 내에 가시적 고용회복이 발생하는
것이 과거의 추세였음.
∙ 과거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경기회복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대략 발생 5~6개월 후부터 가시적인 고용회복이 나타남.
∙ 1, 2월 실업자 급증 현상 발생 이후 지난 3월에는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
소되고 취업자 증가가 확대된 점도 고용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그 외 제조업 취업자 및 민간부문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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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가 크게 느는 등 민간부문 고용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함.
∙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고용회복이 이루어진다면 2010년 말 실업률은 3.2%
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의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며 동시에 장기적 시각
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개선도 병행해야 할 시기임.

｝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
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도 존재함.
∙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용 없는 회복에 선제적으
로 대비해야 함.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작업을 동시에 병
행해야 할 시기임.
∙ 경기회복과 함께 2010년 하반기 고용사정이 가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회복의 정도나 지속성은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존함.
∙ 취업자 증가의 장기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는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체질개선도 병행해야 할 시기임.
∙ 정규직 근로자의 지나친 고용보호를 완화하거나 임금의 경기순응성을 높이
는 시도는 정규직에 대한 노동수요를 제고하여 하락하고 있는 취업자 증가
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임.
∙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근로자 및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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