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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자동화의 정의 및 특정 

2. 지역노동시장 개념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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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술이 사회의 단순한 구성요소에 머물지 

않고 사회변동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라는 보편적인 인식에 비추어 본 

다면， 기술과 사회구조와는 어떠한 인과관계를 맺 

고 있는가에 큰 관섬이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기술 그 자체 

측면에서의 공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술변화와 관련된 

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중에서 공장자동화 

(Factory Automation F A)와 관련한 논의가 급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공 

장자동화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자동화와 관련된 사회구조에의 영향 중 특히 고 

용·실업관계의 연구에서는 공장자동화의 결과로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고용이 창출될 것인지 즉 

노동을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이 감소(노동을 

대체하는 의미와 같은)될 것인지플 다루고 있다. 

더불어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노동력 구성상 새로 

운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론
 

기술이 인간의 삶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즉 인간의 삶은 일정한 기술 수준 

에 토대를 둔 사회·경제적 공간 위에서 펼쳐져 왔 

고， 그 삶의 성격 역시 많은 기술의 내재적 속성에 

의해 향상되거나 구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의 개념은 종종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한 경험적인 숙련성만음 의미하지 않는다. 특 

히 최근의 기술변화는 기존 기술체계의 단순한 연 

장이나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에 의 

거해 기술체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기술변화는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왔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 

내에서도 동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 국 

가 내지 지역의 산업구조틀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산업 입 지 에 도 영 향을 미 치 고 있다( Feller, 1975). 

1 . 서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 가운데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삼옥 선생님께 감 
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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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자동화로 인한 노동의 성격변화연구， 즉 

직무기능이나 숙련 정도， 노동시간， 노동통제， 하 

청 변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간과학으 

로서의 지리학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기술혁신 

의 확산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입지 연구에 

적용되었다. 그 후에 산업의 기술변화가 가속화되 

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변화와 산업구 

조 변화， 연구개발(R & D)활동의 공간적 분포와 
같은 기술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기술의 개 

발 및 발전이 자립적이기보다는 모방에 의한 채 

태·웅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던 우리나라에 

특정， 즉 연구지역의 공장자동화에 대한 특징을 

파악함에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 국가 내에서 

도 기술변화는 지역별·산업별·기업규모별 등에서 

동일하지 않고 지역경제의 특성 및 산업의 특성， 

그리고 기업의 투자 전략 등이 차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각 지역노동 

시장에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 

다. 

둘째， 연구지역의 공장자동화에 따른 지역노동 

시장 내부 노동력의 구성상 변화를 중심으로 한 

고용·실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봄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노동시장 내부 노동력의 구 

성에 있어 자동화는 어느 특정 부문의 노동력을 

서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공장자동화가 1980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특정 부문의 노동력을 필 

년대 중반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정도 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로 그 역사가 일천하므로 경험적 연구가 미약한 공장자동화 직전의 노동력의 특징과 자동화 이후 

실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일 현재 지역노동시장의 노동력의 구성을 파악함으 

정 정도의 경향을 찾아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 

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풍부한 경험적 연 

구의 축적이 많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경향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많은 연구가 고용·실업 등 노 

동력 구조에의 영향， 그리고 노동의 성격변화와 

같은 노동과정 등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진행 중이지만 이들 연구들은 연구주제인 공장자 

동화가 진행되는 실질적인 집행 공간인 지역 특히 

지역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제변화를 파악하 

고자 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은 기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장소이며， 기술과 인간의 관 

계는 지역을 통해 표출되고 재구성된다. 물론 지 

역노동시장은 노동시장에서의 공간적 측면의 중 

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 신고전파나 케인즈 

(Keynes)학파의 많은 노동시장 연구는 노동시장 

에서의 공간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 

다(산업연구원， 1991 , 165) , 그러나 실제의 노동시 

장 형태를 이해하고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 

를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공간적 측면 

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먼저 기술변화의 지역적 

로써 기술변화를 통해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를 이 

해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셋째， 두 번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공장자동화 

가 지역노동시장 내부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영향 

을 주는 데 이러한 영향이 유휴 노동력과는 어떠 

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지역노동시 

장에서 공장자동화로 고용이 창출되기도 하고， 

또한 특정 부문에서 유휴 노동력이 발생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지역적 특징울 통해 공장자동화가 과 

연 어떻게 지역에 영향을 주는 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주제의 대상인 전기·전자가기 제조엽은 

우려나라의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산업 

이다. 산업환경의 변화， 기술환경의 변화 및 자본 

축적 방식의 변화는 산업구조를 전환하게끔 요구 

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으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 

업구조조정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으 

로서， 전기·전자기기 제조엽은 첨단산업이 갖추어 

야 할 제조건블 충족하고 있다. 

연구지역은 입지적으로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광주의 각 공업단지내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 

그리고 영남 내륙권에 자리잡고 있는 구미공업단 

지내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로 구성되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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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도 

지역의 선정은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 경제 발달과 

정에서 각각의 특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광주지역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공업화 발 

전과정에서 낙후되어 산업기반이 구조적으로 취 

약하여 성장의 과실(果-寶)이 지역간에 골고루 분 

배되지 못한 채， 그로 인해 소비 도시의 수준을 벗 

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1970년대 후반에 광주권 생 

산 도시화 기능을 담당하고자 1980년대 초에 조성 

되기 시작한 하남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본촌공업 

단지，송암공업단지，소촌공업단지，평동공업단지 

로 구성되어 있다(하남공업단지관리공단， 1992). 
구미공업단지는 1969년 정부의 전자공업진흥법을 

통해 조성된 공업단지로 조성 초기부터 해외 자본 

과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기 

술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이렇게 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조성된 대표적인 전기·전자기기제조업으로 발 

달한 특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공장자동 

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뜰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현장에 참여하 

여 관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참여하 

는， 즉 설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의 내 

용은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그 동안 실시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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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 

방법은 먼저 우편 설문이 실시되어 해당 연구지역 

인 광주소재 각 공단내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 

80개 기업， 구미소재 공단내 전기·전자기기 제조 

업체 1137R 기업에 발송하였다. 그리고 광주소재 

해당 기업과 구미공단내 해당 기엽을 현장에서 

조사와 더불어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광주지역에서 58개， 구미지역에 

서 617R가 집계되었다. 각 연구지역의 회수율은 

광주 72%, 구미 54%, 전 체 적 으로 1937R 중 1197R 

가 회수되어 62%를 차지하고 있다. 

ll. 공장자동화와 지역노동시장 : 

문헌고찰 

1. 공장자동화의 정의 및 특징 

공장자동화는 수치제어 (Numeric Controlled 

NC)공작기계， CAD/CAM, 산업용 로봇 등의 공장 

자동화 기 기 와 FMS(Flexible 1\없nufacturing 

System), CIl\II(Computer Int명rat어 Manufacturing) 

둥의 무인화에 가까운 공장을 지칭하는 시스템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화란 용어는 전기적인 

시권스(릴레이， PLC) ,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컴 

퓨터에 의해서 제어되는 전용기， 유공압기기， 수치 

제어가공기， 자동조립기， 로봇， CAD/CAM 등의 

단위 자동화기기와 이를 이용하여 생산성과 유연 

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공정의 시스템화 

를 말한다(한국생산성본부， 1992, 22-23). 그러나 

이 러 한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 F A)의 

용어는 국가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달리 표 

현되고 있다. 또한 의미와 용어 그 자체도 통일되 

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공장자동화를 Factory 

Automation로 표현하는데， 기계나 기기 자체에 

중심을 둔 하드웨어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 

면，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화된 공장(Automated 

Factory) 또는 컴퓨터 통합생산(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CIM)으로， 하드혜 어 

측면보다는 기기나 기계의 운영기술의 비중을 중 

시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다(박광 

순·주 현， 1989, 25). 

자동화 관련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토대는 극소전자(ME)기술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 

다. 원래 극소전자기술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 IC)의 통합제어기술을 의미한다. 극소전 

자기술을 토대로 하는 자동화기술 혁신의 진전은 

또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 및 간소화를 가져옴에 

따라 기계에 의해 인간의 두뇌기능의 일부 영역의 

대체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전자식 자 

동화는 인간의 육체적 기능만을 대체하던 과거의 

기계화와는 성격이 달라지는 양상을 가져오게 되 

었다. 

극소전자(ME)자동화기술 변화는 그 기술의 적 

용 수준과 범위에 따라 상당한 유형적 편차를 갖 

는다. 즉 단순히 제조 영역뿐만 아니라 설계업무， 

사무관리 업무 등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다. 또한 극소전자(ME)자동화는 제조영역 내부 

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며 그것이 설계업무·사무 

관리 업무에까지 확산되며， 나아가 세 영역을 통 

합하는 영역간 자동화가 완성될 때까지 가장 높은 

자동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영역간 

자동화(Ïnter - space automation)는 기 업 내 모든 

활동을 정보기술에 의해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른바 CIM(Computer In탱rat어 뼈nufacturing )이 

라 불리는 통합 자동화생산은 이러한 영역간 자동 

화의 전형적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공간 

적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도록 해준다. ‘생산의 

국제화’의 급진전과 세계 경제의 지역적 통합의 

경향， 새로운 국제 분업의 형성 등은 이러한 기술 

적 변화와 빌접히 연관된다. 

2. 지역노동시장 개념의 설정 

지역노동시장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 

적으로 구분된 지역에서 고용이나 보상을 포함하 

는 제반 노동시장의 관련 변수들이 다른 지역과는 

뚜렷한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노동시장이 

규정되기 위한 영역 구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감안될 수 있다(산업 연구원， 1991, 16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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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 범위 내에서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 



적 이주비가 크지 않아야 한다. 

셋째， 기업은 필요 노동력의 대부분올 해당 지 

역에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 관련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노동력의 탐색 비용은 

타지역에 대해서 크게 적어야 한다. 

Morrison은 노동시 장의 개 념 중 지 방노동시 장 

이라는 용어는 하위 국가적 경계들에 대해 언급하 

는 문헌들에서 아주 느슨하게 사용되며， 그 용어 

가 언급할 수 있는 지방， 지역， 공간의 세 가지 규 

모가 있다고 주장하였다(Morrison ， 1990, 488 

-528). 그는 노동시장 각각은 상이한 기원과 의미 

들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의 지방노동 

시장이라는 용어는 임금 분산에 영향을 주는 외생 

적인 요인들을 통제하려는 노동경제학자들의 시 

도로부터 기원하며 고용 시설의 입지와 고용 정책 

과 임금 정책이라는 견지에서 정의되고， 반면에 

지역노동시장이라는 용어는 통근 경계에 의해 집 

합적으로 경계 지워진 겹쳐진 지방노동시장들의 

집합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다수 

의 입지에서 작동하는 공간적 노동시장은 중앙에 

서 통제되는 기업의 수요 영향력들에 종속되는 지 

방노동시장들의 집합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러므로 지방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이 고용 시설의 

행태에 근거를 두고 정의되는 것이며， 지역노동시 

장의 중심적인 조직 원리는 기능지역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는 한 개별 노돔시장에서의 

문제와 함께 각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문제와 더불 

어 각 지역노동시장 사이의 상호관계플 공간적 차 

원에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역노동시장의 연 

구 대상으로서는 개별 지역의 노동의 수요 및 공 

급， 임금， 실업 등의 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기술의 발명·확산 등이 노동 수요에 미치 

는 문제， 특히 공간적 파급 과정， 그리고 실엽의 

공간적 측면에서의 차이 등이 노동의 수요 측면에 

서의 중요 관심사이다. 

3. 공장자동화와 지역노동시장의 관계 

Oakey와 Thwaites는 새로운 생산기술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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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자동화의 조건 등으로 인해 반숙련， 비숙 

련 육체 노동자와 단순 정신노동자의 역할이 감소 

되는데 비해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전문직 종사자 

(과학 기술자나 엔지니어 등)의 중요성이 커진다 

고 주장한다(Oakey & Thwaites, 1982, 1086). 이 

와 같은 결과로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고급 기술을 

갖춘 핵심 노동자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임 

시 고용이나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주변적 노동 

자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된다. 전문 기술직의 

중요성 증가는 기업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 

운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은 전문 기술직이 

풍부한 중심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낳는다. 이 

렇 듯 중심 지역으로의 집중은 다른 한편으로 낙 

후(소외)지역과 또다른 관계를 맺는데 이런 지역 

의 개발에 있어 기술변화를 증진하려는 정부 정책 

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에서 공간 

적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1) 자동화와 노동의 공간분화 

생산조직에서 유연성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시 

장의 유연성도 상승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요한 점들이 쉽게 포착될 수 있다 

(Scott, 1988, 177) 첫째， 수직적 분리이차적으로 

생산과 교환의 불안정에 기인한 것)는 고용주들이 

선택된 노동 투입물의 소비를 외부화시키는 것， 

따라서 임금과 수익의 내부적 상승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 강화된다. 이러한 전략은 특별히 

핵심적인 숙련， 고임금 노동자들을 갖고 있지만 

또한 다양한 저숙련 유형의 작업을 요구하는-고용 

주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2차적 

노동시장에 자리플 잡고 있는 하청업자들에게 그 

러한 작업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그들은 고임금에서 저임금에 이르는 고용 계 

층을 갖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발생하였을 지불 

수준에서의 파급효과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구획 

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적 대응의 한 결 

과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유연적 생산협약들이 자리를 잡는 경우 이 

협약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전직률， 광범한 파트타 

임， 일용 노동， 여성， 청소년 노동력과 갇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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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변적인 노동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지방노 

동시장의 큰 유동성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 

다. 즉 고용주들은 생산의 상승과 하강에 대해 민 

감하게 그들의 종업원 수를 통제하려 하며， 이러 

한 과정에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이 낮은 노동력 

분파를 양육하려 한다. 그러한 모든 노동시장들의 

유동성은 그 지역의 직종과 노동자들의 규모가 증 

가함에 따라 강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보와 탐 

색 비용이 떨어지게 되고， 누구를 고용할지를 마 

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 재고가 상승하게 

되면， 불안정한 개별 직종들에 노동자들을 보충하 

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노동의 공간분화는 산업 부문， 자본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Urry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의 공간적 분화의 

여러 형태를 제시하였다(Urry ， 1985). 먼저 지역적 

전문화(regional specialization)로서 특정 지 역 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산업， 둘째， 지역적 분산화 

(regional dispersaI)로서 특정 지 역에 덜 집중되어 

있는 산업， 셋째， 기능적 분화(functional 

separation)로서 중심부에 경영·연구개발의 기능이 

집중하고 구 제조업지 역 (old industrial regions)에 

숙련 노동이 그리고 주변부에 미숙련노동 기능이 

집중되는 형태， 넷째，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기능적 분화로서 경영·연구개발이 중 

심부에 그리고 주변부에 미숙련노동이 집결되는 

형태， 다섯째， 경영·연구개발·숙련 노동이 중심부 

에 미숙련 노동 기능이 주변부에 집결되는 형태， 

여섯째， 투자와 기술변화 등에 의해 몇몇 지역으 

로 분화되는 형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직업의 소 

멸과 함께 덜 경쟁적인 지역으로 분화된다. 

2) 자동화와 고용·실업관계 

기술혁신은 신제품 또는 신기법의 개발， 도입 

및 활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총체적인 사회적 과 

정이다(김장호， 1991 , 31-32).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술혁신 또는 기술변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 체제의 기술 

적인 측면 자체보다는 그것의 사회경제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기술의 변화가 고용·실업에 미치는 효과로는 고 

용 창출효과와， 다른 한편으로 이와 상반되는 고 

용 대체효과의 양적인 고용·실업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실업의 질적인 측면인 직종 구성， 직 

무 구조， 작업 분담 등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고용 대체효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특정 제조 공정의 혁신은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며， 특히 공장자동화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이 중심이 되므로 적어도 구체적인 제조공정 

에서는 노동 대체효과가 일어나서 고용수준의 저 

하 및 기술적 실업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 혁신에 의한 기술적 실업 

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자본 투자가 

수요에 대비한 생산 확대적 투자일 경우와 합리화 

를 목적으로 한 투자의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 

또한 고용대체는 생산량의 감소나 노동생산성 

의 상승으로 인해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 

사실상 일정한 산출량을 더 적은 노동 투입량으로 

실현시키는 경우 또는 가상적으로 일정한 노동 투 

입량이 더 많은 산출량을 실현시키는 경우 감소되 

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고용대체는 일차 

적으로는 노동 절약적인 의미이지 직접적으로 실 

엽은 아니다.、 

반면 자동화 기술변화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송종래·설성수， 

1987). 우선 신기술의 도입은 생산성을 증대시키 

고 제품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시켜 결과적으로 제 

품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며， 이윤이나 임금의 증 

대로 인한 소득이 증대하여 제품 수요가 확대된 

다. 결국 신기술의 도입으로 고용은 증대되는 방 

향으로 작용한다. 둘째， 신기술의 확산은 신기술과 

관련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되므로 여기에 

서 창출되는 노동력 수요의 증대는 전체 고용수준 

을 증대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셋째， 기술 승수효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신기 

술을 도입하기 위해 총투자를 증대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자본재 또는 생산재 생산에서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중간재 생산에서도 고 

용을 증대시켜 승수적인 고용 파급효과를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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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를 통한 고용 구조의 양적인 변화와 함께 원 둥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부터 

질적인 변화는 직종 구성의 변화와 직무와 작업조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공장자동화에 대한 조사 

직 행태 등의 변화를 들고 있는데， 직종의 변화는 를 실시해 온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를 가지고 분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과학기술 석한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동화 단계를 보면 다 

원， 1988). 음과 같다1) 

먼저 제조업 내에서 비숙련적， 반복작업에 종사 

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감소한다. 둘째 표 1. 공장자동화의 각 단계 

서비스업 내에서 반복적인 정보처리 작업에 관련 

되는 직종의 비중과 전체적으로 중하층 관리자의 

고용 기회가 감소한다. 셋째 전 산업을 통해 관리 

직，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은 증가하며 나머지 

인력은 최고 경영층에게 정보를 준비·전달하는데 

국한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장치를 설치， 작동， 

수리하고 관련 지원 수단을 제공해 주는 생산 준 

비 작업 에 종사하는 직 종의 비 중은 증가한다. 

lli.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 수준 

1. 우리나라 공장자동화 정도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저성장 이행과 함께 국가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극소전자기술(ME)의 발 

달로 산업기술 여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선진 자본 

주의 국가에서는 구조적 불황 산업의 정리， 신기 

술의 기업화， 생산공정의 혁신 등 산업구조조정이 

경제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에 70년대 초반부 

터 외국으로부터 자동화 기기가 일부 수입되기 시 

작하였고 8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보 

급이 확산되었으며 87년 이후부터 공장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80년 

대 들어 산업환경과 기술환경， 그리고 노동환경 

등 제 환경의 변화는 개별 자본으로 하여금 기존 

생산방식 및 경영방식에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 

였다.이와 같은 요구는 기존 생산방식에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의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새 

로운 노동-자본 관계의 정 립 등의 측면에서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 정도를 조사했던 기관 

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은행， 산업연구 

단계 내 용 

3 
단위기계의 일부 자동화 

단 
- 기계도구， 유압， 공압， 전기기구릎 이용한 깐 

계 
이 자동화(간단한 시권스 제어방식을 이용한 
자동화) 

단위 기계의 완전 자동화 

4 
- 수치제어 방식을 이용한 각종 기계 (NC공작 

단 
기계， 머시닝센터) 

계 
- 자동조립기， 부품삽입기， 자동납뱀기， 자동포 
장기 

- CAD시스템(Drawing부문의 자동화) 

생산라인의 자동화 

- MC(Machining Center)등을 이용한 가공라 
인의 자동화-

5 - FMC(Flexible Manufacturing Cell) 
단 - 조립라인의 자동화 
계 - 로봇을 이용한 용접，조립，도장 라인의 자동 

화·자동반송 시스템 

- CAD/CAM시 스 템 (자동 응용설 계 부문) 

- 자동창고 시스템(자동， 반자동 시스템) 

6 
공장 전체의 자동화 

단 
-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계 
- 자동 창고 시 스템 (Computer를 이 용) 
- Computer룹 이용한 생산 시스템의 제어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1992, 국내공장자동화현황조 
사보고서 

경제정책에서 자립적인 기술개발보다는 도입 위 

주의 방볍을 주로 수행한 우리나라는 핵심 기-술이 

나 첨단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와 커다란 차이플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공 

장자동화 수준의 결과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개별 

자본이 자동화를 추진하는데 대부분 초보적인 단 

계인 기계도구， 유압， 공압， 전기기구를 이용한 간 

이 자동화 수준인 단위 기계의 일부 자동화 단계 

인 3단계와 수치제어 방식을 이용한 각종 기계( 

수치제어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등 )를 보유하는 

단위 기계의 완전 자동화릎 추진하는 4단계에 머 

무르는 하위 단계에의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 조립라인의 자동화나 자동창고 시스템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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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산라인의 자동화 수준인 5단계나 컴퓨터 

를 이용한 생산시스템의 제어가 가능한 공장 전체 

의 자동화인 6단계의 상위 단계로의 분산 경향을 

띠고 있다. 

기업별 자동화 수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 

다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요 

인의 하나는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 

수 등의 비용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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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기업의 자동화 추진 단계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1992, 국내 공장자동화 

현황조사 보고서. 

한편 개별 기업이 공장자동화를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작업 개선올 통한 능률 향상， 인원 감소， 

생산능력 확대， 품질향상 등을 중요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생산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고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인원 감소를 주된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후 제 효과를 볼 

때 자동화 설비를 도입시 중요하다고 여겼던 작업 

개선과 생산 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는 

달리 표 3처럼 인원 절감 및 증가 억제 효과가 가 

장 크게 유발되었으며 다음으로 생산 증대와 작 

업 조건 개선 등으로 아직까지 공장자동화로 발생 

하는 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인 효과를 꾀하려 하고 있음을 알 

표 2.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의 자동화 추진 목적 
( 단위 : % ) 

추 진 목 적 비중 

작업 개선 28.1 
인원 절감 14.0 

생산능력 확 대 17.6 
품질향상 9.6 

공정효율향상 10.5 
작업자안전 5.3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대비 5.3 
기 타 9.7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1992， 국내 공장자동화현황조사 

보고서’ 

표 3.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 후 효과 
( 단위 : % ) 

추 진 E-1L X -}, 비 중 

작업조건 개선 19.1 
인원감소 및 절감 22.1 

생 산 증 대 20.5 
품 질 향상 15.4 
기 술 축 적 9.0 

기 타 8.5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1992， 국내 공장자동화현황조사 

보고서， 84쪽. 

수 있다. 

N. 연구지역의 공장자동화 특징 및 

지역노동시장 노동력 구조 변화 

1. 공장자동화 수준의 지역적 특징 

1) 광주지역 노동시장 

광주지역 노동시장은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 

제개발 착수 이후 아직까지 성장의 과실이 지역간 

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의 편중 현 

상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경제 권역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은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발전 

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산업 

연구원， 1991). 

88 



地理學論護 第25號(1995. 2). 

70 

60 

50 

‘ 〈뉴 40 
E끄 

월 30 
01。

20 

o 

이와 같이 국가 경제개발 정책의 적극적인 집행 

공간에서 벗어난 광주지역 노동시장은 우리나라 

의 일반적인 특징과 유사하게 작업능률 향상 

(37.5%) , 생산능력 확대 (28.6%) 등 생산성과 관련 

하여 주로 공장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노 

동 인력과 관련한 자동화 목적은 그리 높지 않다. 

그림 3. 광주지역 기업의 공장자동화 단계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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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립라인의 자동화나 CAD/CAM시스템 

을 이용한 생산 라인의 자동화 단계인 5단계 수준 

(8.8%)과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 시스템의 제어를 담당 

하는 공장 전체의 자동화단계 수준인 6단계 등 상 

위 수준에서의 공장자동화는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업 규모별 자동화 특정에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위단계 수준으로의 유지 경향이 강해진 

다. 결국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 상위 단계의 자 

동화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적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주지역 노동시장 내 개별 자본의 공 

장자동화에 제 특정을 통해 얻플 수 있게 된 제 효 

과틀 파악하면 공장자동화 추진 목적과 유사한 결 

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노동 인력과 관련한 부문에서 본래 자동 

화 목적과는 달리 자동화 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에서 보았듯이 광주지역 자본이 자동화 

를 추진하는 목적 중 노동 인력 관련 비중이 

10.8%를 차지하였지만 자동화 후 제 효과 중 노동 

인력 관련 인원 감소 및 억제 효과 비중이 25.5% 

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경향은 개별 자본이 

공장자동화의 목적과 그로 인한 제 효과 중 노동 

인력에 끼치는 영향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 

표 4. 광주지역 기업의 공장자동화 추진 목적 
(단위 : 응답 수， %) 

추진목적 대기업 중소기업 총계 

작업능률 향상 2(25.0) 19(40.0) 21(37.5) 
생산성 불량률 감소 대책 2(25.0) 3( 6.3) 
관리 생산능력 확대 2(25.0) 14(29.2) 16(28.6) 

그。~~Jj 즙:L흔 。룰r 동 。fλ。l 1(12.5) 3( 6.3) 4( 7.1) 
라인에 투입된 2( 4.2) 2( 3.6) 

노동 인원 감소 

인력 기술인력 부족 등 2C 4.2) 2( 3.6) 
관련 고용 불안 대비 

노동비용 절감 2C 4.2) 2( 3.6) 

기 타 1(12.5) 3( 6.3) 4( 7.2) 

효닙L 계 8(100.0) 48(100.0) 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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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대기업은 생산성 향상 부문에 크게 관 

심을 갖고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 

업에서는 노동 인력과 관련해서 자동화를 추진하 

는 비중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자동화릅 

추진하는 목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정 

리할 수 있는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특정의 목적 

을 갖고서 공장자동화를 추진하는 반면， 중소기엽 

일수록 생산성 및 노동 인력 문제 등 총체적인 측 

면에서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광주지역 노동시장 내 개별 자본이 다양 

한 목적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장자동화를 시도 

하게 되는데， 공장자동화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은 

우리나라 각 기업의 특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 

물러 기계도구， 유압， 공압， 전기기구를 이용한 간 

이 자동화의 특정윤 대표할 수 있는 단위 기계의 

일부 자동화 단계 (50.9%)인 3단계와 수치제어 방 

식을 이용한 각종 기계(수치제어 공작기계， 머시 

닝센터) 등의 단위 기계의 완전 자동화 단계 

(40.4%)인 4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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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광주지역 기업의 공장자동화 후 효과 
(단우I : 응답 수， %) 

표 과 대기업 중소기업 총계 l 

인원감소 및 억제 1(12.5) 13(27‘7) 14(25.5) I 

면iEr 질 향 상 3(37.5) 14(29.8) 17(30.9) 
작업 조건 개선 6(12.8) 6(10.9) 
생 산 증 대 3(37.5) 11(23.4) 
기 타 1(12.5) 3(6.3) 4( 7.2) 

합 계 8(100.0) 47(100.0) 55(100.0) 

자료: 설문조사 

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규 

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결국 중소기업은 자동화의 추진 

목적에서 보듯이 다목적 자동화 전략으로 총체적 

인 효과를 꾀하고 있는 특정을 보여준다. 

2) 구미지역 노동시장 

구미지역 노동시장 내 구미전자공업단지는 국 

가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하나로 조성된 대표적인 

전자산업의 공간으로서 전자산업의 국제 분업에 

서의 위상과 축적 메커니즘이 반영되고 있는 지역 

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계획으로 조성된 구미전자공업 

단지는 전자산업의 공간으로 뚜렷한 면모를 갖추 

게 된 것은 1973년 (주) 금성사가 입주하면서 시 

작되어 럭키금성사 계열 9개 업체와 대우， 삼성 등 

대단위 자본의 대규모 분공장이 입지하게 되었다.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으로 특화된 구미지역은 

공장자동화를 추진함에 있어 생산능력 확대 

(35.0%)에 큰 비중을 두면서 작업능률 향상 

(25.0%) 등 생산성 관련 내용에 크게 관심을 갖고 

서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노동인력 관 

련 내용08.4%)에도 비중을 둔 채 자동화를 시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노동인력과 관련하여 약 

24% 정도가 공장자동화를 추진한 반면 중소기업 

의 경우 15.4%를 유지하여 대기업이 더욱 노동인 

력에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지역 노동시장의 

현 자동화 단계 수준을 파악한 결과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 규모 

에 따라 자동화 단계 수준에 차별적인 특징을 보 

표 6. 구미지역 기업의 공장자동화 추진 목적 
(단우I : 응답 수， %) 

추진목적 대기업 중소기업 총계 

생산 
작업능률 향상 5(23.8) 10(25.6) 15(25.0) 

성 
불량률 감소대책 1( 4.8) 2( 5.1) 3( 5.0) 

관리 
생산능력 확대 5(23.8) 16(41.0) 21(35.0) 
공정효율 향상 5(23.8) 2( 5.1) 7(11.7) 
라인에 투입된 2( 9.5) 2(5.1) 4(6.7) 

노동 인원감소 

인력 기술인력 부족 등 
관련 고용불안 대비 

노동비용 절감 3(14.3) 4(10.3) 7(11.7) 

기 타 3( 7.7) 3( 5.0) 

합 계 21(100.0) 39(100.0) 60(100α.0) 
L-

자료:설문조사 

여준다.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상위 수준에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하위 단계에의 

집중 경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상대 연구지역인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구 

미지역 노동시장에서의 공장자동화 수준이 높다 

는 결론을 내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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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미지역 기업의 공장자동화 단계 
자료:설문조사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특정 산업 

부문에의 특화된 점과 더불어 대단위 산업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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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관련하여 대단위 분공장의 입지가 공장자 

동화 단계에도 영향올 끼치고 있다고 설명이 가능 

하다. 결국 기 업 규모가 크면 자동화 수준도 높다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정 산업 부문에 특화된 지역에서 공장자동화 

를 추진하는 배경과 더불어 자동화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앞서 광주지역 노 

동시장에서 파악하였듯이 구미지역 노동시장에서 

공장자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 효과를 보면 인원 

감소 및 억제 (31%) 등 노동 인력에 관한 사항에서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품질 향상(24.1%) 

과 생산 증대(19%) 등 생산성 관련 부문에서 효과 

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 노동시장의 결과에서 그러하 

였듯이 노동 인력에 대한 제 효과를 역시 정확하 

게 파악해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장 

자동화 목적에 따른 공장자동화 후 제 효과 중 노 

동 인력과 관한 내용 부문에서는 특화 지역이나 

비 특화지 역 모두 정 확한 자동화에 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7. 구미지역 기업의 공장자동화 후 효과 
(단위 : 응답 수， %) 

표 대기업 중소기업 총계 

인원감소 및 억제 8(40.0) 10(26.3) 18(31.0) 
품 질 향 상 4(20.0) 10(26.3) 14(24.1) 

작업 조건 개선 3(15.0) 6(15.8) 9(15.5) 
생 산 증 대 4(20.0) 7(18.4) 11(19.0) 
기 타 1( 5.0) 5(13.2) 6(10.4) I 

합 겨l 댄(100 이 38(100.0) 58(100.0) 

자료:설문조사 

다만 공장자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 효과 중 

인원 절감 및 억제 등 노동력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도 

출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 공장자동화 전·후 노동력 구조의 변화 

공장자동화의 지역적 특정에서 두 지역노동시 

장에서 공장자동화 후 발생한 제 효과 중 인원 절 

감 및 억제 효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60 - 70 

地理學論蕭 第25號(1995. 2). 

년대 저학력·저연령계층 노동력이 농업 또는 농촌 

부문에서 풍부히 공급되어 도시 부문의 제조업·서 

비스업 부문으로 흡수되는 특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특정도 1980년대 후반 들어 단순 

기능·숙련 기능 및 기술 인력 등 생산직 인력의 공 

급 부족과 인문계 및 여성 중심의 고학력자의 공 

급 과잉으로 부문간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이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어수봉， 1992, 15 - 16). 

특정 산업으로의 탁월하게 발달한 입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공장자동화의 결과에 따른 

고용 효과는 직업 구성 및 직무 내용의 변화와 같 

은 노동력의 성격 변화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 

다. 

1) 공장자동화 전·후 직종별 노동력 구조 

지역노동시장 내부 노동력 구조에서 공장자동 

화는 기존의 특징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전 

문 기술직 등의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상층 

노동력에 대해서는 증대 효과가 큰데 비하여 단 

순·반복적인 하층 노동력에서는 고용 대체가 집중 

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공장자동화 

는 고용의 서비스화를 가져오는데 제조업 부문 내 

부에서의 생산현장 인력을 감소시키고 그 대신에 

연구개발·정보처리 등의 분야에서는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하여 직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진다 

(김 장호， 1991 , 34-35). 

공장자동화로 인한 노동력 구조 변화에서 직종 

과 관련하여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전반적으 

로 노동인력의 증가 비중이 7.6%로 증가한 기술 

직 부문에서 가장 크게 창출되고 있다. 또한‘연구 

개발직 부문에서도 노동인력 증가 비중이 0.7% 

더 창출되고 있는 한편， 하층 노동력인 생산직 부 

문에서 가장 큰 노동력 구성의 변화인 8.3%의 감 

소플 보여준다. 또한 사무 관리직 부문에서도 자 

동화 전과 비교하면 자동화를 통해 고용이 0.5%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동화의 추진과 더 

불어 기획·설계 등 고도의 연구개발 부문과 설비 

를 운영하는데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문 등 상층 

노동력 부문에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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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유추된다.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으로 특화된 구미에서의 

공장자동화 전·후 직종별 노동력 구조는 기술직 

부문과 연구개발직 부문에서 노동 인력 비중이 각 

각 5.5%와 5.2% 더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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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주의 직종별 노동력구성 비중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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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미의 직종별 노동력 구성 비중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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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같은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의 특징은 자 

동화 전과 후에 발생한 직종별 노동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종별 제조업 취업자의 각 시기 

별 특징과 비교·분석하면 더욱 뚜렷한 특정을 제 

시해 준다. 

그림 6에서 생산직의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은 

광주지역 노동시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비특화 지 

역인 광주지역 노동시장의 각 직종별 노동력의 구 

조와 비교해 볼 때 구미지역 노동시장은 생산직의 

비중이 51.2%로 광주지역의 60.2%보다 낮지만， 

반면 기술직과 연구개발직 부문에서 각각 17.5% 

와 9.2%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지역의 16.2%와 

5.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화된 지역일수록 전문 기술인력이 노동시 

장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고 유추된 

다. 

표 8. 광주의 직종별 제조업 취업자 비중 
( 단우1: % 

1983 1886 1989 1992 

사무 관리직 8.5 11.8 13.8 13.6 
기 술 직 1.2 2.0 2.5 
숙련 생산직 8.6 
미숙련 생산직 3) 86.6 84.3 83 .1 72.8 

기 타 4.9 3.9 3.1 2.5 
통계청， 고용구조 특별 조사보고서 

: 1983년 동계는 전남시부 편의 결과임 .. 
자료 
= T 

2) 공장자동화 전·후 연령별 노동력 구조 

공장자동화 이전과 이후 광주지역 노동시장에 

서의 연령별 노동력 구조는 20대에서 12%가 줄어 

들어 가장 많은 노동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세 미만도 고용이 줄어드는 반면 자 

동화는 중·장년의 계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10.5%로 공장자 

동화 이후 가장 큰 창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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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노동력의 비중 가운데 사무직과 미숙 

련 생산직의 비중이 9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하고 

기술직은 증가하는 경향은 광주지역 노동시장에 

서 공장자동화 둥 기술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물론 반드시 공장자동화의 결 

과로 직종별 노동력의 구조가 변화하였다고 언급 

하기는 어렵다 4) 그러나 조사기업의 결과에서 보 

듯이 기술직과 연구개발직 부문에서의 노동력 비 

중이 기존 지역노동시장의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 

장자동화는 상층 노동력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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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 노동시장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모습 

은 비슷하다. 하지만 앞서 직종별 분석에서처럼 

각 계층별 특징을 볼 때 구미지역 노동시장에서 

좀 더 장년층에 의 노동력 구조가 변하여 가고 있 

다. 또한 구미지역을 포함한 인접시 등 경북시부 

편의 자료에서 보듯이 1990년대 들어 노동력의 장 

년화 경향으로 접어들고 있다 5) 

!.자동화전 j 

j 그자동화후 j 

70 
% 

% 

때
 m 
a 

(
§
)
배-
=
-
ι
 

버
’--
r
 

영
 

경
 

3) 공장자동화 전·후 학력별 노동력 구조 

광주지역에서 학력과 관련한 공장자동화의 

향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 출신 노동력의 감소 

$ 

-
으
갖
 
도
 

[L 

-
S
m
·
응
 

-
갖
‘
。

g
·←
”
…
 

-
갖
、
。
m
，
 
•
N 

꾀
 
E 

-
갖
。N 

10 

o 

그림 7. 광주의 연렁벌 노동력 구성 비중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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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광주의 학력별 노동력 구성 비중 
자료:설문조사 

그림 8. 구미의 연렁벌 노동력 구성 비중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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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미의 학력별 노동력 구성 비중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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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장자동화와 관련하여 구미지역 노 

동시장 노동력의 연령 계층별 특정은 앞서 광주지 

역 노동시장의 결과와 유사한 저 연령층에서의 비 

중이 감소하고 중장년층의 고용이 증가하는 장년 

화 경향을 갖는다. 

20세 미만과 20대 연령 계층에서 공장자동화 후 

노동력의 비중이 각각 9.4%와 3% 감소하는 반면， 

자동화 후 전 연령 계층 중 30대 연령 계층에서 

노동력의 비중이 5.9%증가하여 가장 큰 고용 창 

출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장년층을 향해 노동 

력이 증가하고 있어 장년층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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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고학력으로의 노동력 구조가 변하고 있다. 

그림 9에서 중졸 이하의 노동력이 2.9% 감소하 

는 한편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출신의 노동력이 

6.3% 증가하고 있어 공장자동화는 광주지 역 노동 

시장의 노동력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제시 

해 준다. 즉 노동시장에서 기술 변화는 노동력 구 

조를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의 비중이 커지 

는 경향을 강하게 견인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장자동화 후 구미의 노동력 구조 중 교육 정 

도와 관련한 특징은 저학력 계층의 감소와 고학력 

부문에서의 노동력 비중의 증가로 광주지역과 비 

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중졸 이하의 학력 계층에 

서 자동화 후 노동력의 구조에 영향을 끼친 비중 

은 8.7%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 고 있으며 , 반 

면 고졸과 대졸 출신의 노동력 구조 비중이 각각 

6.9%와 1.8%증가하였다. 

자동화 후 구미지역 노동시장에서의 교육 정도 

별 노동력 구조의 변화플 표 9의 기존 지역노동시 

장 특징과 연관시켜 볼 때 뚜렷한 상관성을 보여 

준다. 중졸 이하의 취업자의 비중이 1980년대 중 

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1980년대 후반 

부터 중졸 이하의 취업자에 대한 고용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공장자동화 전·후 성별 노동력 구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 측면에 

서의 변화 중 하나는 노동력의 여성화 경향을 들 

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의 여성화는 신 

규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 

이고， 과거 여성 노동자의 결혼 후 퇴직 관행이 사 

표 10. 광주의 성벌 노동력 구성 비중 

남자 

908(40.1) 
2,094(48.9) 

자료:설문조사 

( 단위 : 명.% 

여자 

1,354(59.9) 
2,184(51.1) 

합계 

2,262(100.0) 
4,278(100.0) 

라지고 장기 근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자동화를 통해 광주지역 노동시장 

의 성별 신규 노동자의 특징을 볼 때 남성 노동자 

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효과와 여성 노동자의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고용 창출효과로 기술과 관 

련한 여성 노동자의 참여는 매우 힘들다고 유추된 

다. 물론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여성 노 

동력이 51.1%를 차지하여 양적으로 상대적인 우 

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동화기기 등 

을 운용하고 도입 후 보수·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 

술부문 및 숙련의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 남성 

노동자의 고용이 크기 때문으로 자동화와 관련한 

여성 노동자의 고용 관계는 소극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으로 특화된 

구미지역 노동시장에서 구미공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구미공업단지 전자부문 

성별 노동력 구조에서 여성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남성 노동력이 증가하여 1990년대 들어 성별 노동 

력 구조가 공업단지 조성 초기의 특징과는 반대의 

양상인 남성 노동력의 집중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용 구조의 변화는 1980년대부터 도래 

하기 시작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구미공업단 

지가 노동집약적인 산업 구조에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면서 기술 인력이 급증하였 

기 때문이다. 즉 설비 자동화 투자로 기존의 여성 

중심의 조립 생산라인이 설비 집약적으로 바뀌면 

서 여성 노동력이 남성 노동력 특히 기혼 남성 노 

동력으로 대거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5) 공장자동화 전·후 노동력의 출신 지역 비중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환경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 등의 변화가 노동력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자동화 이전·이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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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력의 출신 지역 비중을 볼 때， 광주의 경우 

에 자체 지역인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자동화로 

인해 광주지역 노동시장 권역에서의 노동력 구조 

비중은 2.5%가 줄어드는 경향이며， 그 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부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 

에서 증가하고 있는 등 비특화 지역에서의 공장자 

동화는 노동력의 출신 지역 비중에서 외부 지역에 

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광주· 

전남북 출신의 노동력 비중이 감소하고 외부 지역 

에서의 노동력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은 공장자동 

화로 고도의 전문 기술올 지년 상층 노동력이 자 

체 지역보다는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높 

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6) 또한 자동화 

가 어려운 부문에서의 작업 힘든 작업의 기피 등 

최근 3D현상과 결부되어 동남아시아에서의 값싼 

노동력이 자동화 이후 자동화가 가능하지 않은 생 

산 부문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 주고 있는 

경향이다. 

표 11. 광주의 노동력 출신 지역 비중 
( 단위 : 명.% 

자동화 전 자동화후 

서 울 22( 1.5) 96( 2.3) 
인천·경기 ll( 0.7) 27( 0.6) 
부산·경남 7( 0.5) 33( 0.8) 
대구·경북 6( 0.1) 
광주·전남북 1,438(97.1) 4,020(94.6) 
국 외 3( 0.2) 66( 1.6) 

합 계 1,481(100) 4,248(100) 

자료:설문조사 

특화 지역에서의 공장자동화 전과 이후에 노동 

력 출신 지역을 볼 때 자체 지역인 구미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출신 노동력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 밖에 대구·경북지역보 

다 노동력풀(Labor pooI)이 더 다양한 서울이나 

부산·경남지역에서 노동력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의 노농력은 상층 노동력인 전문 

기술직이나 연구개발직， 그리고 대졸 사무관리직 

부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광주 및 호 

남， 그리고 충남북 지역에서 비중이 줄어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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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인력 비중의 감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표 12. 구미의 노동력 출신 지역 비중 
( 단위 : 명.% 

자동화 전 자동화후 

서 울 389( 6.1) 662 ( 6.4) 
인천·경기 239( 3.8) 357( 3.4) 
부산·경남 527( 8.3) 957( 9.2) 
대구·경북 4477(70.2) 7415(71.2) 
광주·전남북 317( 5.0) 492( 4.7) 
대전·충남북 293 ( 4.6) 299( 2.9) 
강 원 108 ( 1.7) 19H 1.8) 
국 외 27( 0.4) 46( 0.4) 

합 계 6377(100.0) 10419(100.0) 

자료:설문조사 

결국 기술 집약적으로의 산업 구조의 전환은 

노동력의 출신 지역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는 

데， 공장자동화를 통해 전문 기술직이나 연구개발 

직 등 상층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이와 같은 노 

동력이 다양하게 풍부한 지역에서 노동력의 비중 

이 커지게 된다 

3. 자동화 후 유휴 노동력 구조의 특징 

앞서 공장자동화를 통한 각 지역노동시장의 노 

동력 구조의 변화를 보았다. 각 부문에 있어 공장 

자동화 이전과 이후 발생하는 노동력의 특징은 기 

술 변화가 점차 우리 사회구조에 있어 사회·경제 

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며， 비 

록 그러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당장 드러나지 않 

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뚜렷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연구지역의 결과들에서 특정 산업에서의 특화 

지역과 비특화 지역은 환경의 변화플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차이를 각 부문별 노동력 구조의 변화 

에서 보여주었다. 물론 두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 

변에 있어 특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는 

일정 정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7) 

1) 직종별 구조 

공장자동화 등 기술의 변화는 고용에 있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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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변화를 유발한다. 즉 새로운 노동력을 창출하 

기도 하지만 또한 유휴 노동력을 발생시킨다. 특 

히 제조업 내에서 비숙련적， 반복 작업에 종사하 

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감소한다. 또한 서 

비스업 내에서 반복적인 정보처리 작업에 관련되 

는 직종의 비중과 전체적으로 중하층 관리자의 고 

용 기회가 감소하기도 한다. 결국 전 산업을 통해 

관리직，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은 증가하며 나 

머지 인력은 최고 경영층에게 정보를 준비·전달하 

는데 국한된다. 그 밖에 새로운 장치를 설치， 작동， 

수리하고 관련 지원 수단을 제공해 주는 생산 준 

비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의 비중은 증가한다. 

광주지 역 노동시 장에 서 공장자동화는 직 종과 

관련하여 기술직 부문과 연구개발직 부문에서 노 

동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반면 숙련 생산직과 미 

숙련 생산직 등 생산관련 부문에서 노동력의 비중 

이 8.3% 감소한다는 특정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동화는 사무관리직도 0.5% 감소되는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 1993년 1년 동안 광주지역 노동시장 

에서 발생한 유휴 노동력의 구조를 볼 때 자동화 

후 발생하는 노동력의 특정과 비슷한 경향이다. 

표 13. 자동화 후 직종별 유휴 노동력 구조 
( 단위 : 명，%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기타 합계 

광주 111(25.1) 36(8.2) 294(66.7) 
441 

(100) 

구미 177(19.8) 96(10.8) 495(55.6) 9(1.0) 
891 

(100) 

자료:설문조사 

표 13에서 상층 노동력인 전문 기술인력이나 연 

구개발 인력의 고용창출과 하층 노동력인 생산직 

이나 사무직 부문 노동력의 고용대체를 유발시킨 

다. 

구미지역 노동시장은 산업 구조의 재편 등을 통 

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여성 

노동력의 감소 및 자동화를 통해 신규 남성 노동 

력에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공장자동화 후 직 

종별 유휴 노동력의 특징은 공장자동화 후 하층 

노동력인 생산직 노동력 부문에서 가장 큰 고용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 유 

휴 노동력의 직종별 구조의 특징과 비슷하다. 그 

러나 비특화 지역인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 생산 

직 부문 유휴 노동력의 비중이 큰 반면， 특화된 구 

미지역 노동시장은 유휴 노동력 중 생산직의 비중 

이 광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에서 그 외 부 

문에서 유휴 노동력의 비중이 광주보다 크다. 이 

것은 구미지역 노동시장이 특정 산업으로 발달되 

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층이 두터운 데 기인된 

다. 

2) 연렁별 구조 

광주지역에서 공장자동화 후 연령별 유휴 노동 

력의 특징은 20대에서 다른 연령 계층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 점이다. 이것은 광주지역 노동시 

장에서 자동화 전·후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서 알 

수 있었듯이 20대에서 12%가 감소되어 가장 많은 

유휴 노동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 

고 연령 계층이 높아질수록 유휴 노동력의 비중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비중은 공장자동화 전·후 노동 

력 구조의 특징인 장년화 경향에 기인된다 

표 14. 자동화 후 연령별 유휴 노동력 구조 
( 단위 : 명，% 

￡세 미만 21-3)세 31-4)세 41밍세 51세 이싱 합계 

광 
33(7.4) 때(6'3.2) 00(13.5) 42(9.5) 6(1.3) 

μ4 

-:z「 (100) 

개:=L 
123(15.5) 됐(46.2) 1않(24.2) 87(11.0) 24(3.이 

792 
01 (100) 

자료:설문조사 

구미지역의 특징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 광주지역 노동시장의 결과와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계층별 비중에 

서 구미지역 노동시장은 20대뜰 중심으로 전 연령 

계층에서 엇비슷한 분포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앞에서 분석한 직종별 유휴 노동력의 특징과 같은 

특정 산업으로 특화된 구미지역 노동시장의 노동 

력의 구조가 그만큼 각 연령층에서 폭넓고 다양하 

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표 14에서 보듯이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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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 

중은 비특화 지역인 광주지역 노동시장과 비교하 

면 매우 낮은 형편이고， 오히려 중·장년의 노동력 

계층에서 유휴 노동력이 발생하는 비중이 크다. 

이것은 앞에서 공장자동화 전·후 노동력의 구조가 

고령의 연령층을 향해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의 경향을 갖는다고 했듯이 유휴 노동력의 구조 

또한 종형으로의 경향을 가진다. 

3) 학력별 구조 
광주지역에서 공장자동화 후 학력과 관련하여 

유휴 노동력은 고졸 출신의 노동력 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외 저학력 계층을 향해 많이 창 

출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자동화는 고용대체를 유 

발하는 유휴 노동자의 학력과의 관계에서 고졸을 

중심으로 한 학력의 하향화를 특정으로 한다. 공 

장자동화 전·후 학력별 노동력 구조의 특징에서 

고학력화 경향을 보았는데， 유휴 노동력의 특징은 

반대로 하향화를 이루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15. 자동화 후 학력별 유휴 노동력 구조 
( 단우I : 명.% 

二;;-료 E프느 "6-닐 :zr Jl듣 ;Fr; 대졸 합계 

과。-1「 24(5.9) 45(1l.0) 309(75.7) 30(7.3) 
408 

(100) 

구미 15(1.9 129(16.7) 501(64.7) 129(16.7) 
774 

(100) 

자료: 설문조사 

그러나 자동화의 결과와는 달리 광주지역 노동 

시장에서 학력별 실업자의 구조를 볼 때， 광주지 

역 노동시장의 특성상 고학력 출신의 실업자 비중 

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요인의 하나는 우리나 

라 경제발전 단계 과정에서 국가의 지역적 공업화 

및 산엽화 정책의 차이에 기인한다. 

공장자동화 후 학력과 관련된 구미지역의 유휴 

노동자의 특징으로 고졸 출신의 노동력을 중심으 

로 학력의 하향화를 가져온다. 즉 자동화 전·후 학 

력별 노동력 구조에서 공장자동화는 고학력 경향 

을 이끌고 있듯이， 유휴 노동력은 그와 반대로 저 

학력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 고졸 출신 노동 

地理學論輩 第25號(1995. 2). 

력을 중심으로 유휴 노동력의 저학력화 경향이 뚜 

렷한 반면， 구미지역 노동시장에서는 광주지역 노 

동시장보다 유휴 노동자의 학력에서 고학력 출신 

의 비중이 더 높게 분석된다. 이것은 구미지역 노 

동시장이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으로 특화 되어 발 

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전·후 학력별 

노동력의 비중에서 고학력 출신 노동력의 비중이 

높다. 그러므로 고용·실업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유휴 노동력에서 고학력의 비중이 높다고 유추된 

다. 

4) 성별 구조 

광주지역에서 공장자동화 후 성별 유휴 노동력 

의 특징은 남성 노동력이 공장자동화를 통해 창출 

되는 비중이 8.8% 증가하는 반면 유휴 노동력으 

로 발생하는 비중은 감소한다. 이것은 여성 노동 

력은 공장자동화 전에 남성 노동력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동화 후에 유휴 노 

동력이 발생하는 비중이 남성 노동력보다 높다는 

것올 의미한다. 

표 16. 자동화 후 성별 유휴 노동력 구조 
( 단위 : 명， % ) 

남자 여자 합 계 

:ìlJ- 2ζ「 173(38.3) 278(61.7) 450 (100.0) 

구미 492(61.2) 282(38.8) 774 (100.0) 

자료:설문조사 

이라한 특정은 새로운 자동화기기 등을 운용하 

고 도입 후 보수·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남성 노동력의 고용이 크기 때문 

이다. 결국 공장 자동화는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의 참여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 

다. 

한편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으로 발달한 구미지 

역 노동시장에서 공장자동화 이후 성별 유휴 노동 

력의 비중에서 구미지역 노동시장은 남성 노동력 

의 유휴 노동력으로의 경향이 크고 여성 노동력의 

비중은 작다. 

이러한 요인은 구미지역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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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가 지역노동시장 노동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 

가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남성 노동력의 비중 

이 증가해 지면서 신규 노동력의 증가 비중이 높 

아지기도 하지만 더불어 유휴 노동력의 비중도 증 

가하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공장자동화와 같은 

기술변화를 통해 노동력의 구조에서 남성 노동력 

의 증가도 이루어지지만 그와 함께 감소하는 비중 

도 커지는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었다. 

5) 출신 지역 비중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 공장자동화의 결과에 

따른 유휴 노동력의 출신 지역의 범위 및 비중에 

대한 특정은 공장자동화 전·후 출신 지역별 노동 

력 구조에서 광주·전남북 출신 노동력 비중이 

2.5% 줄어드는데， 이러한 노동력 비중이 유휴 노 

동력과 관련되어 강한 고용대체를 보여준다. 

표 17. 유휴 노동력 출신 지역 
( 단위 : 명， % ) 

一τδg- T 구미 

서 걷 。r 5(1.1) 12( 1.6) 
인천·경기 3(0.6) 15( 2.0) 
부산·경남 8( 1.7) 42( 5.5) 
대구·경북 600(78.4) 

| 광주·전남북 424(96.6) 72( 9.4) 
대전·충남북 21( 2.7) 
강 원 3( 0.4) 

합 계 440(100.0) 756(100.0) 

자료:설문조사 

이와 같이 광주에서 공장자동화는 지역노동시장 

내부 지역 출신 노동력을 유휴 노동력으로 만들 

가능성이 구미보다 더욱 강하다. 

즉 구미지역 유휴 노동력의 특정에서 유휴 노동 

력의 출신 지역을 공장자동화 후 노동력의 출신 

지역과 비교해 보면 78.4%가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비특화 지역인 광주지역 노동시장과는 

달리 자체 지역 및 인근 지역 출신 노동력에의 의 

존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노동 

력풀이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노동력 비중이 커지 

는 특징을 볼 때 공장자동화 후 구미 및 인접 지역 

에서 유휴 노동력이 창출되는 비중이 광주지역 노 

동시장보다 낮은 경향이며， 이것은 공장자동화 

전·후 노동력의 출신 지역 비중과 비례한 관계에 

놓여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공장자동화 등 기술변화가 지역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으로 발달한 구미지역 노동시장 

과 그렇지 못한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 공장자동 

화의 지역적 특징은 특정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 

화지역이 비특화 지역보다 공장자동화 수준을 높 

게 유지하게 된 배경에는 자동화 설비를 일찍 도 

입할 수 있었던 점과 대자본의 대단위 분공장의 

입지 등 산업 시설의 입지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특정 산업에의 특화의 이점이 공장자동화 수 

준의 지역적 차이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동화 추진에 따른 특 

정의 발생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채， 총 

체적인 효과를 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화 전·후 노동력의 각 부문별 특정의 경우 

비특화 지역인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서는 공장자 

동화 후 직종별 노동력 구조는 기술직 부문과 연 

구개발직 등 상층 노동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생 

산직 등의 하층 노동력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감 

소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연령과 관련하여 자 

동화는 노동력의 장년화 경향을 이끌어 내는 역할 

을 해내고 있으며， 학력별 특징에서는 고학력화 

경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남성 노동력의 적극 

적인 참여와 여성 노동력의 비중 감소와 더불어 

소극적인 참여로 규정 지워진다. 공장자동화로 새 

롭게 참여하는 노동력 구조에서 광주·전남북 출신 

노동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외부 지역에서 

광주지역 노동시장에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 

는 바， 이것은 자동화 추진과 더불어 자동화 설비 

나 기기의 기획이나 설계， 운용 등에 대한 전문직 

의 상층 노동력이 유입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으로 발달한 구미지역 노 

동시장은 공장자동화 후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서 

비특화 지역인 광주지역 노동시장과 전체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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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구조는 외형적 경향은 유사하나 정도의 차이 

존재한다. 즉 직종과 관련하여 구미지역 노동 

장 내부 노동력이 전문 기술인력이 점유하고 있 

비중이 더욱 크다. 그리고 연령별 노동력 구조 

중·장년층에의 노동력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 

는 구조로 변하여 가고 있다. 학력별 특정에서 

학력 계층의 감소와 고학력화 경향을 주도하고 

다. 공장자동화 후 성별 노동력 구조와 관련하 

구미지역 노동시장은 구미공업단지가 조성된 

1980년대 초까지는 여성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남성 노동력의 비 

이 증가하여 1990년대 들어 성별 노동력 구조가 

미공업단지 조성 초기의 특징과는 반대의 양상 

남성 노동력의 집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 구조의 변화는 1980년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라 구미공업단지가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술 집약적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면서 기술 인력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즉 설비 자동화 투자로 

존의 여성 중심의 조립 생산 라인이 설비 집약 

으로 바뀌면서 여성 노동력이 남성 노동력 특히 

혼 남성 노동력으로 대거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 

자동화 후 노동력의 출신지역 비중에서 비특 

지역에서 자체 지역에의 높은 의존도와는 달리 

동력풀이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노동력 비중이 

지는 경향이다. 

그리고 공장자동화 후 1993년 1년간 발생한 유 

노동력의 구조상의 특징에 서 광주지역 노동시 

의 경우 공장자동화는 상층 노동력인 연구개발 

과 기술직에서 노동력의 증가를 이루었지만， 숙 

생산직과 미숙련 생산직 등 생산 관련부문에서 

노동력의 비중이 감소하는데， 유휴 노동력의 

조와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연령별 유휴 노 

력의 특징은 연령 계층이 높아질수록 유휴 노 

력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이것은 공장자 

화 전·후 노동력 구조의 특정인 장년화 경향에 

인한다. 노동력의 학력과 관련하여 주로 고졸플 

심으로 저학력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휴 노 

력의 저학력화 경향을 도출하고 있다. 성별 특 

에서 공장자동화 전에는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지만， 자동화 이후에는 자동화 전보다 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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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지는 반면， 남성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노 

동력의 비중이 증가한다. 결국 공장자동화는 성별 

노동력 구조에서 여성 노동력의 소극적인 참여와 

남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들 

노동력의 자동화 전·후 출신 지역 비중에서 자체 

지역인 광주·전남북 출신의 노동력 비중이 감소하 

는 반면， 외부 지역 노동력의 노동 참여 비중이 높 

아진다. 이것은 자체 지역의 노동력에서 유휴 노 

동력에의 비중이 증가함을 시사해 주며， 외부 지 

역에서 노동력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화 지역인 구미지역에서 공장자동화는 다양 

하게 유휴 노동력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직종별 특 

징에서 하층 노동력인 생산직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비특 

화 지역인 광주지역 노동시장과 같은 경향이지만 

그 비중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구미지역 노동시장이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으로 특화되어 노동력의 층이 폭 

넓고 다양한데 기인한다. 연령별 유휴 노동력은 

20대 연령 계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상태에서 중·장년층을 향해 유휴 노동력이 발 

생하는 비중이 크다. 학력과 관련된 유휴 노동자 

의 특정으로 고졸 출신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학력 

의 하향화를 가져온다. 즉 자동화 전·후 학력별 노 

동력 구조에서 공장자동화는 고학력 경향을 이끌 

고 있듯이， 유휴 노동력은 그와 반대로 저학력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공장자동화 후 노동력의 

구조에서 남성 노동력는 공장자동화 전·후의 특정 

인 남성 노동력의 증가도 이루어지지만 그와 함께 

감소하는 비중도 커지는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유휴 노동력의 출신 지역 및 비중에서 구미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자체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유휴 노동력이 발생하는 비중이 비특화 지역인 광 

주지역 노동시장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공장자동화플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노동력 구 

조 분석이라는 취지 하에서 설문분석과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를 마무리 짓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 갖는 어려운 점은 공장자동화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 

지 못한 채 공장자동화라고 하는 기술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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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가 지역노동시장 노동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역노동시장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장자 

동화 평가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공장자동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고용이 대체 

되거나 창출된다고 하지만 실제 공장자동화로 인 

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고용이 대체되거나 창출되 

는 인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한계에 직면한다. 

셋째， 공장자동화를 통한 노동력의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만을 분석하였으므로， 공장자동화가 

노동의 성격 변화 등 노동과정에 끼치는 영향이나 

하청 관계의 변화 등 노동과 관련된 영향을 알 수 

없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註>

1) 공장자동화 단계를 3단계부터 분류하는데 앞의 

단계， 즉 1단계와 2단계는 손으로 하는 수작업 

단계와 육체노동만을 기계장치로 하는 기계화 

단계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단계에 포 

함하지 않는다. 

2) 대기업의 경우 년간 설비 투자 금액이 약 26억 

4천만 원이지만 중소기업은 8억 5천만 원으로 

대기업의 약 32%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의 비용은 중소기엽이 4 

천 2백만 원으로 대기업의 4억 원과 비교해 볼 

때 약10%에 머무르고 있다. 

3)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미숙련 생산직 부문 

에 숙련 생산직이 포함된 생산관련 직종으로 

분류하였다. 

4) 공장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 

만 우리나라 직종별 제조엽의 취업자 비중의 변 

화로 인한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5) 1993년 중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 노동자가 1991년의 31.5%에 비해 

1993년 49%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력 구조에서 

노동력 연령층의 상승을 의미해 준다. 

6) 특히 전문 기술직 등의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 
되고 있는 상층 노동력의 경우 주거지는 광주이 

지만 서울 등 광주보다 더 큰 노동력풀(Labor 

p。이)에 가족이 거주하는 주말부부의 형태를 보 

여준다. 

7) 유휴 노동력이라 함은 공장자동화를 통하여 자 

연 감소로 인한 대체된 노동력， 타부문으로 전 

환 배치된 노동력， 해직된 노동력， 또는 기존 

작업라인에서 타부문으로 전환배치된 노동력， 

신규로 신설되는 부서(설비보전 등)로 배치된 

노동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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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Factory Automation(FA) on Regional Labor 
~arket Structure 

Dong-Seon Yang*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actory Automation in the 

specialized region and the non-specialized region. Especial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labor structure due to Factory Autom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actory Automation level of the two regions resemble superficially. However, in the two 

regions occurs some differentiation. The research findings from the two regions comparatively 

has it that the technological level in the specialized region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specialized region. This background ascribes to the location of industrial productive capacities, 
the advantages of specialization in specialized industrγ ， and the govemmental financial assistance, 
and so on. 

After the Factory Automation, the specialized region i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structure 

resembles the non-specialized region in appearance. On the contrary, the specialized region are 

abundant with upper-class labor composed, in general, of engineers, researchers, etc. Also the 

specialized region are affluent with more elder labors than younger labors. In addition to that, 
high education labors are found more in the specialized region. When it comes to the new 

workers' region of birth place, the specialized region depends upon intemal region and adjacent 

regions. However, the non-specialized region increases the number of workers from extemal 
regions, not in intemal region and in adjacent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unemployed labor relates to the characteristics of new labor in the 

specialized region and the non-specialized region after Factory Automation. The low-class laborer 

composed of skilled, semi-skilled workers, and productive laborer induces unemployment. The 

younger labours and low-educated workers also induce unemployment.. By Factory Automation, 
female labours take part in regionallabor market. However, participations of the female worker are 

restricted. In the birth region among the unemployed workers, the specialized region induces to 

unemployed workers from extemal regions; however, the non-specialized region creates redundant 

workers from intemal region and adjacent regions. 

Key Words Factory Automation, Regional Labor Market Structure, Upper-class Labor, 
Low-class Labor, Unemployed Labor, Change in Labo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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