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통한 분배효과는 우리
나라 사회의 계층구조의 형성에 주요한 기제로 작용
하 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긍정적인 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작하
여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득 분극화의
진행은 소득격차의 가속화와 신빈곤으로 대별되는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하게 되었다(강 호 외, 2006). 특히 1997년 말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에 결
정적인변동을야기한 중요한사건이었다. 이러한소
득의 분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 내 질적인 것과 함께
양적인 구조적 변화이다. 질적인 변화의 측면에서는,
최근연구에의해우리나라노동시장내기술분극화
의 진행이 저급 노동시장을 차별화하여 임금소득의
차이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득의 분극화와 지역 내 새
로운 빈곤패턴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분석되었다(전병유·김복순, 2005). 아울러 노동시장
의양적인변화로서 고용변동, 즉취업기회의 창출과
소멸(job creation and destruction)이라는 현상도 함
께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개별 개인들의 삶의 제
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와관련하여연구되고있다. 
여기서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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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

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 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

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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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포함하는 노동시장 양극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실제사회적배제와분극화의 핵심은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양극화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문제와 그것이 갖는 사회경제적 향 중
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온 반면,
고용양극화와그것이갖는사회경제적및공간적의
미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되어 온 것이 뚜렷하며, 이는 소득격차
와는별도로우리사회의소득양극화를심화시켜왔
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전병유·김복순,
2005; 이원호, 2002).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노동시장의 변동과 그것이 갖는 사회적 배제의
형성에대한보다정확한이해를위해서는그러한사
실이 특정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맥락 속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즉 뚜렷한 지역성을 갖는다는 것에
초점을두어야한다는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는지역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를 포함하는 노동시장 변동의
역동성이 사회적 배제의 형성에 미치는 과정과 그것

이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상호 연계되는 방식, 즉
지역성을 연구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서 등장하는 노동시장 분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형성
을보다총체적으로이해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사
실을의미한다.
현재까지 노동시장의 지역성에 초점을 둔 제한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다양한 특성의 뚜렷
한 지역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되어진
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업의 측면에서 보면,
1989년 이후 지역노동시장 내 실업의 변화는 상당한
정도로 지역 간 동일한 변화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최근연구에의하면, 실업률의 정도에 있어서
는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며, 특히 실업률이
갖는 지역구조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고정적인 모
습을 지닌다(이원호, 2008).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에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먼저 일반적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인적자본의 특성과
노동의수요및공급에관련된요인들에의해결정된
다고 여겨진다.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의 형성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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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0~2004년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의 증가수(천 개)

출처: 전병유·김복순, 2005, p.40



회적배제의구조화기제중노동시장양극화의역할
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그것의 지역구조가 뚜렷하
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정책면
에서도 노동시장 양극화는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점에서볼때, 빈곤을포함한사회적배
제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지역정책적 접근은 바로
노동시장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
다. 즉, 지역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연결점은 바로
사회적 배제와 양극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변동의 문
제가공히지역적차원을담고있다는사실에근거한
다. 
따라서본연구는외환위기이후지난 10년간보다

급격한 우리나라의 대도시지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 내 양적이면서도 질적인 변화인 노동
시장 양극화가 신빈곤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배제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것이 지역노동시장
의 특성과 상호 연계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노동
시장 내 양극화의 역동성을 고찰하고, 그것이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정에 있어 역할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
화되고 있는 차별화된 대도시지역 사회적 배제의 형
성과정에 대한이해를 높이고, 이를위한지역맥락적
인 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의 위상을 설정하며, 또
한그실천방안을모색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2. 이론적고찰: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적배제의형성

국내외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의 변동과 사회적
배제에대한연구는다양한학문에서진행되어온주
제이다. 특히 외환위기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겪게 되
었던실업, 고용양극화 및소득양극화와 같은심각한
사회문제의 대두로 인하여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학계
와정책 역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그러

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공간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도시 내 사
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특히
지리학에서 노동시장 일반에 대한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에머물러있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노동시

장관련 주제는 고용의 양극화이다. 우리나라 노동시
장의이원화실태를분석한한연구는우리나라노동
시장이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되
는현상을확인하고서그배경을노조를통한내부자
에대한상대적으로높은보호로인해외부자고용이
빠르게 확대되었다고 분석하 으며, 이러한 이원화
의 진행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 등 내부노동
시장의긍정적효과를 축소시키는 반면, 근로자간 소
득격차의 확대, 노사관계의 불안, 생산성 저하와 투
자 위축 등 부정적 효과를 확대시킨다고 평가하 다
(전광명·이해인, 2004).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또
다른연구는고용양극화가경제및산업양극화의직
접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
으로되고있다는문제인식속에서, 2000년대에들어
서도 고용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과 그
원인이 노동 공급적 측면보다는 제조업에서 구조조
정 및 서비스부문으로의 고용구조의 변화, 비정규직
및파트타임과같은비정형고용형태의활용등과같
은 노동 수요적 측면과 관계가 깊다고 분석하 다(전
병유·김복순, 2005).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 비해 더욱 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대적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일반 사회과학
역에서의 빈곤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배제와 신빈곤
의형성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한연구에
는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
와 서울시를 사례로 빈곤현상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가있다(이원호, 2006). 전자는대도시지역내노
동인구 가운데 새로운 빈곤, 즉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층의 등장에 주
목하면서, 근로빈곤의 개념, 원인, 실태를 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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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노동과빈곤이어떻게유기적인관계를맺고있
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우수한 연구사례이다. 다만
여전히 지역노동시장적 특성에 기초한 지역적 고찰
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향후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연구는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
가 노동에서의 배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간
적 배제와도 관련이 깊다는 점에 인식하면서 서울시
를사례로공간적배제와빈곤의문제의연계성을탐
구함으로써서울시사회적배제및빈곤의지리에대
한체계적인이해를통해서장소적빈곤과개인적빈
곤이 개념적으로나 경험으로도 상이하다는 점과 기
존의개인적빈곤중심적연구에서장소적빈곤중심
적연구로이행해야함을주장하 다.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연구와 마찬가

지로, 지역내사회적배제를지역노동시장의 역동성
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해외 연구들도 제한적으로 진
행되어왔으며, 이중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
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Kolev(2005)는 경제개혁이
진행 중인 불가리아 노동시장의 변동에 대한 분석에
서 실업, 직업의 질, 빈곤 등을 연결하는 상호연계성
을규명하고자빈곤의소득및비소득적측면을구분
하고서 노동시장에 의해 매개되는 빈곤의 결정요인
을 분석하 다. Nickell(2004)은 국을 사례로 1980

년대 이후 증가하는 상대적 빈곤은 저숙련 노동자에
게불리한노동수요적여건의변동과그속에서의실
업및임금양극화에 의해촉발되었다고 분석하 다.
한편 Bradley et al.(2003)은 노동시장의 행태변화 속
에서 사회적 배제의 발생과정을 고찰하 는데,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숙련 고용, 실업, 비활동의 악
순환에 갇혀 있으며, 그 상당수가 사회적 배제에 직
면해있다는점을고찰하 다.
이상의 연구가 대체로 비공간적 관점에서 노동시

장 변동과 사회적 배제의 연계성을 다룬 반면, 공간
적및지역노동시장적관점에서다룬연구도일부존
재한다. Brennan et al.(2000)은 국을 대상으로 사
회적배제의특성과정도에대한고찰과함께사회적
배제의 공간적 집중을 창출하고, 축소시키거나 유지

하는데 작용하는 국지적인 노동시장적 요인들을 고
찰하 다. 특히그들은사회적배제를야기하는 요인
들이 순환적으로 연계되면서 서로 강화시키는 상승
효과가 국지적인 지역단위에서 작용한다고 결론지었
다. 
지금까지실업을포함한노동시장의변동, 도시내

신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형성 및 그것들의 상호연계
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찰하 다. 외환위기
이후급격히증대되고 있는관심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는 여전히 초기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본
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성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양극화
의 역동성과 빈곤의 실태를 고찰하고, 그들 간의 상
호연계성을 규명하는 것은 지리학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위치 지움으로써 급변하는 우
리나라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평을 적절히 이해할 뿐
만 아니라 사회공간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정책과 공간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
로기여할수있다고본다.

3. 2000년이후광역대도시지역
노동시장의양극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외환위기의
혼란과어려움에서점차빠르게회복하게된다. 2000

년 이후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인구수 증가는 연평균
1.3%를 상회하 으며, 취업자 수도 약 1.5%를 넘어
성장해왔다. 아울러동기간에 실업률도 외환위기 이
후 10%에근접하 던고실업상태에서외환위기이전
의 실업수준으로 회복하 으며, 노동시장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확립한 것으로 이
해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국가, 지역 및 국지
내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응집 사이를 연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이원호, 2008). 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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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향과내적인경제재구조화가지역내고용
의 전망과 개인 및 공동체의 삶에 질 등에 향을 미
치는 채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Turok, 1999). 따라
서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변동은 보다 광
범위한지역경제외부및내부의변동에의한결과로
이해될수있다.
먼저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별 2000~2008년 사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패턴의 변화를 보면, 우선 사
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모든 광역시에서
절대적으로 증가하 으며, 특히 서울, 광주, 대전에
서는 전체 취업자 대비 40%에 달하고 있다(그림 2).
이에 비해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강한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도
시경제의 서비스화가 훨씬낮게진행되어 왔다. 특히
울산은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가전체대비 30%를넘어차지하고있는것이특징적
이며, 다만 2000년 이후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

세이다. 전기, 운수, 통신 및 금융 부문은 전체 광역
시에서대체로전체취업자대비비중이변하지않는
모습을 보인 반면,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은 대부분
의광역시에서전체취업자대비비중이감소한것이
특징적이다. 끝으로 제조업 종사자들이 차지하는 비
중은 모든 광역시에서 2000년에 들어 감소하 으며,
이는 우리나라 대도시 경제의 탈산업화가 계속 지속
되어왔음을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개별 산업이 갖는 노동시장의 양적 및

질적특성이다르기때문에, 취업자의 산업구조가 갖
는 변화는 지역 내 노동시장에서 고용수준, 임금 수
준, 승진전망, 직업의 안정성 등에 지대한 향을 미
친다고 이해된다(Pain et al., 2003). 따라서 우리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궁극적
으로 지역 내 소득과 빈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2010년현재산업별월급여액과총근로시간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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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취업자의 산업별 구조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면, 광업, 제조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월급여액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광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그림 3).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장기 노동시장에 직면한 취업자의 비중이 줄어든다
는점에서노동시장성과의질적인향상을나타낼수
가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시간과 높
은 급여를 받는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산업의 성장을 경험하는 광역대도시에서 취업자의
소득의증대과함께소득격차등다양한사회적이슈
에함의를지닌다고생각된다.

2000년 이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변동에 있어
중요한특징중하나가바로노동시장의 양극화이다.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단순히 불평등이 아니라 사회
가다양한부문에서중간부분이해체되면서양극단
에있는부문이확대되고부문간의연계가상실되며
부문 간 이동이 단절되는 현상을 말한다(전병유·김

복순, 2005). 특히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양극화는 사
회적 양극화의 핵심 고리로 이해되며, 이는 고용 양
극화가경제및산업양극화의직접적인사회적결과
일뿐만아니라소득불평등의주요원인이되고있기
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본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광
역대도시 내 고용의 양극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계층
적인 직업구조의 분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즉, 광
역대도시 내 취업자의 직업분포를 최상위의 관리자
에서 최하위 단순 노무직에 이르기까지 취업자의 분
포패턴을고찰한다.

2000~2008년 우리나라의 직업별 취업자 수의 변
화를보면, 직업별로 성장패턴이 매우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표 1). 같은 기간 동안에 전문가가 연평균
5.8%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 으며, 그 뒤를 사무직
(4.2%), 단순 노무종사자(3.4%), 기술공 및 준전문가
(2.6%) 등이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자(-1.6%), 판매 종사자(-0.9%) 등의 직업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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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업별 월급여액과 근무시간(201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빠르게감소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직업
별 취업자의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현
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위 직업군인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증가와 하위 직업군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 노무종사자의 증가
가 두드러진 반면, 중간 직업군인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2000~2008년 기간 동안에 80.5만 명의 증가를 보이
면서 상위 직업군의 일자리 증가를 주고하고 있다.
그 반대에는 단순 노무직이 같은 기간 동안에 64.7만
명이 증가하면서 하위 직업군의 증가를 선도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직업면에서 뚜렷
한 고용 양극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양극화는 결
국 최근에 부각되는 경제와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
게되었다고판단된다.
직업에 따른 고용의 양극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산업구조의 변동과 유사하게 지역 내 사람들의 소득
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에 따라 취업자 중 시간제 및 자 업
의비중이차별적이기 때문에, 특정직업군의 증가는
특정지역내사람들의소득과삶의기회에차별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그림 4). 서구의 탈산업화에서부
터 심화되기 시작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시직 또
는 비정규직의 성장을 초래하 고,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 이후 그러한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아울러
자 업도 마찬가지로 가장 열악한 취업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깊이 관련된 직업의 성
장은 사람들의 사회적 삶에 부정적인 향을 초래하
게 된다. 특히 하위 직업군에서 두드러진 시간제 고
용의확산은고용의양극화에따른소득과삶의기회
의양극화를초래하는것으로이해된다.
본 연구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고용양극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10개의 직업별 취업자 수의 변동을
조사하 다(그림 5). 광역대도시도 우리나라 전체 노
동시장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
세를보여주고 있다. 상위직업군에 해당하는 의회의
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
가, 사무 종사자 등은 대도시 노동시장에서 그 비중
이 증가해 왔다. 이에 반해 중위 직업군에 해당하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은 모두 그 비중이 줄
어들어 왔다. 이에 반해 하위 직업군에 해당하는 장
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 노무종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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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0~2008년간 우리나라의 직업별 취업자 수와 변화
(단위: 천명)

직업별 2000년 2005년 2008년 증감분 증감율
(2000~2008) (2000~2008)

계 21,156 22,856 23,577 2,421 0.0136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465 574 542 77 0.0193

전문가 1,403 1,839 2,208 805 0.0583

기술공및준전문가 2,074 2,363 2,540 466 0.0257

사무종사자 2,512 3,269 3,503 991 0.0424

서비스종사자 2,675 2,962 2,908 233 0.0105 

판매종사자 2,826 2,663 2,627 -199 -0.0091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2,115 1,708 1,575 -540 -0.036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688 2,436 2,358 -330 -0.016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292 2,563 2,564 272 0.0141

단순노무종사자 2,107 2,479 2,754 647 0.034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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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업별 시간제 및 자 업 근로자의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5. 광역대도시 직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동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 비중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광역대도
시노동시장내직업구조의변동은상위와하위직업
군의 취업자는 증가하는 반면 중위 직업군의 취업자
는감소하는전형적인양극화의모습을보이고있다.
광역대도시별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위 직업군에 해당하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의 비중변화를 고찰하 다.
그결과 2000~2008년기간동안부산의중위직업군
종사자는 연평균 3.1%의 감소를 보이면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 뒤를 대구와 서울
이 각각 연평균 -1.9%, -1.8%의 감소비율을 나타내
며 따르고 있다. 광주와 인천도 각각 -1.1%, -0.9%
를보이면서적지않은중위직업군종사자의감소를
나타내며, 대전의경우 다른광역대도시에 비해매우
낮은 -0.4%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울산은 다
른 대도시와 달리 1.16%의 중위 직업군 종사자의 적
지 않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와는 다
른노동시장역동성을보이고있다.
절대적인중위직업군종사자의증감을보면, 역시

서울이 2000~2008년 기간 동안 22.5만 명의 감소로
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부산이
17.6만명의감소로따르고있으며, 대구는 7.6만명,
인천은 3.7만명의순감소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
울산은 2.1만 명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 다른 광역대
도시와 차별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위 직업군의

종사자가 감소하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광역대도시별
로 그 정도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도시 규모가 크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대도시에서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조업 등 보다 특화된 산
업기반을 가진 대도시의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하
는 함정에서 벗어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쟁력을갖추는장점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광역대도시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미치는 향은

고용의 양극화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 및 삶의 질과
기회에서의 격차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보다 형식
적인인과관계에대한분석은개인별자료를통해체
계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우선적으로 지역단위에서 경제성과의 지표를
통해서검토하 다. 지역내주민들의 소득수준을 추
정하기 위하여 광역대도시별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을 보면, 노동시장 양극화를 겪지 않은 울산이 46.2
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이에 반해
중위직업군의감소가가장높아노동시장양극화패
턴을 보 던 부산과 대구는 지역 내 소득수준에서도
낮은 편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수준 간에는 지역단위에서 연계성이 있음을 추
정할수있다.
아울러 광역대도시별 종사자지위의 분포를 보면,

가장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의 비중도 광역대도시별로
매우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 8). 무엇보다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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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역대도시별 중간직업군의 변동(2000~2008)
(단위: 천명)

구분 2000년 2008년 증감분(2000년대비비중) 연평균증감율

서울특별시 1,637 1,412 -225 (-13.7%) -1.83%
부산광역시 798 622 -176 (-22.1%) -3.07%
대구광역시 535 459 -76 (-14.2%) -1.90%
인천광역시 539 502 -37 (-6.9%) -0.89%
광주광역시 237 217 -20 (-8.4%) -1.10%
대전광역시 241 233 -8 (-3.3%) -0.42%
울산광역시 217 238 21 (9.7%) 1.1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동시장 양극화의 패턴을 보이지 않는 울산이 상용근
로자의 비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향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
적으로 뚜렷했던 부산과 대구는 상용근로자의 비중
이 40%에머물러가장낮은수준을나타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악화에 직면
한 정도는 광역대도시 단위에서는 도시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
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서의 차이와 무관
하지않다고판단된다.
결국 2000년 이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는 외환위기 이후 높은 실업으로 대별되는 노동시장
의문제가완화되어오면서나타난보다구조적인노
동시장역동성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있다. 광역대도
시의 노동시장도 도시별로 차별적이긴 하지만, 뚜렷
한양극화의 경향을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리고양극
화 정도의 차이는 광역대도시 내 소득 및 직업의 질
적 수준 차이와도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노
동시장의 양극화가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본 연구
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형성이 갖는
연계와그것이갖는지역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향후
공간적으로 차별적인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노동시

138 이원호

그림 6. 광역대도시별 중간직업군의 증감과 연평균 증감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7. 광역대도시별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2009, 백만 원)



장 양극화의 과정과 그것에 개입하는 제반 지역노동
시장의특성의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는공간
적으로 차별적인 고유한 향의 존재 여부가 노동시
장의변동을이해하고그에대한대책을모색함에있
어중요한준거가되기때문이다.

4. 노동시장양극화와사회적배제
형성의지역성이해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형성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또는 고용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 이론이 제시된다(전병유·김복순, 2005). 첫
째,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기초한 설명에 따르면,
기술의발전에따라서점차고숙련인력을필요로하

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기반한 기술변화는
단순한 업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러
한 단순한 업무는 하위 일자리가 아니라 사무직이나
생산직의 중위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술변화는중위일자리를빼앗아 U자형의고용양극
화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탈산업화에 기초한 설명
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노
동계층에게도 상대적인 중위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
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저임금일자리와 고임금일자
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
로이행은고용의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셋
째, 기업의전략에의해고용양극화가 초래된다고 보
는견해로서, 기업들은 정규직을 일부상위일자리에
남겨두고 하위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을 활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고용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
직, 대기업과 하청기업 등으로 양극화된다는 것이다.
넷째, 노동의 공급요인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여성, 청년, 베이비붐세대, 외국인력등저렴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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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광역대도시별 종사상지위의 분포(201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력이 공급으로 경쟁에 의해 임금이 하락하면서 노동
시장의양극화가초래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이론적주장에근거하여우선본연구는대

도시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그 요인들이 갖는 관계
를 정량적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고찰하 다. 노동시
장양극화의경우중위직업군종사자의증감분과증
감율을 Z-Score로 표준화하여 합한 값을 양극화지수
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이 때 증감분의 절대 값과
2000년 종사자 대비 표준화된 값을 사용하여 2개의
양극화지수를 구하 다. 아울러 기술변화, 탈산업화,
기업의 전략, 노동공급요인 등에 해당하는 대리변수
를함께고려하여분석하 다(표 3).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광역대도시

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다른 이론에 비해 노동공급요
인에 의한 설명에 보다 더 근접한 것으로 판명되었
다. 특히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가 증대하면서
저임금직종내경쟁을통해노동시장양극화가초래
된다는 점을 보다 더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구
체적인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대도시별 노
동시장변동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제
분석모형을 활용한검증이더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광역대도시별노동자수준의자료구축및분
석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5. 결론: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적배제의형성

지금까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
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과역할을시론적으로분석하 다. 1990년대이후심
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사회의 고용 양극화는 최근
들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용
의양극화는 소득의양극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반드
시일치하는사회적문제가아니기때문에보다고유
한정책적대응을요구하고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
하고 있다. 고용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특정 개인의
사회적 이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의 차별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노
동시장의 양극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동의 결과이기 때
문에, 양극화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이 발생하
는 과정에 대한 적확한 이해와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

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
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초분석의
결과이지만,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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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순위상관관계분석(Spearman’s roh) 결과

구분 연구개발 제조업비중
제조업

비정규직 비중
여성경제활동 여성경제활동

비중감소 참가율 증가

양극화지수 1
상관계수 -.143 .464 .286 -.714 -.250 .636

유의확률(양측) .760 .294 .535 .071 .589 .124

양극화지수 2
상관계수 .179 .429 .179 -.571 -.071 .691

유의확률(양측) .702 .337 .702 .180 .879 .086



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 청년 등 새
로운 노동시장 공급요인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특히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노동에 대한 기
술적 수요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30여
년간급격히진행되어온세계화와정보화를통한지
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보다 높은 경쟁 상태와 지속
적인 기술제고의 필요성을 유발시켰다. 높은 기술수
준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산업의 등장은 노동시장 내
기술수준의 향상을 필요로 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생
산활동참여를배제시키는문제를야기하고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노동시장 내에서

기술분극화도 초래하는데, 이러한노동시장 내기술
분극화는 결과적으로 중간층 기술직의 감소를 초래
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임금의 분극화 및 개인 간 소
득분극화를 야기하 다(이원호, 2002). 그러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광역대도시
별로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점이고 그러한 차별성은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산업구조, 취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동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차별성에 대한이해는광역대도시 노동
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배제의구조화에대한적확한이해를위한보
다심도깊은연구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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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Polarization and the Formation of Social Exclus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Understanding the Spatiality of the Labor

Market Changes

Wonho Lee*

Abstract：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s of labor market polarization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regional labor market in the structuring process of the polariz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Korea. The labor market polarization plays a role of key mechanism for
deepening social exclusion in the area through expanding low-pay jobs and working poor.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adopt a spatial approach of local labor market in order to understand
underlying dynamics of labor market polariza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differentiated and systematic policy op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labor market polariz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Korea. It is because understanding spatial differentiation of labor market
dynamics is essential to figure out the structuring processes of poverty and sociall exclusion in the
metropolican labor market in Korea.

Keywords : labor market polarization, metropolitan areas, social exclusion, the spatiality of labor
market changes, spati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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