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2018년 ‘7월 고용동향’ 현황 함의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자료

: 통계청 매월 고용동향 발표자료 ‘2018년 7월 고용동향’

□ 특징

: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보다, 산업구조/ 내수경제 침체요인 봐야 함

→ 취업률 하락 : 제조광공업, 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이 전년 대비 다수

→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의 해석 여부

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 :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전월 대비 미세 감소)

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 :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 (전월 대비 미세 증가)

→ 전년 대비 정규직 규모 증가, 임시일용 비정규직 취업자 감소(고용의 질 증가)

□ 해석

: 결국 전년 6,470원(‘17년)에서 16.4%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18년)이

금년 상반기 노동시장에 미친 요인은 미약하거나 부수적인 현상으로 보여 지며,

지난 몇 년간 구조적인 산업경기가 심각한 영역과 경기침체 요인이 주된 영향

2018년 7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17. 7 2018. 6 2018. 7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27,078 1.2 27,126 106 0.4 27,083 5 0.0

w 농림어업 1,407 1.6 1,497 41 2.8 1,468 61 4.4
w 광공업 4,635 1.1 4,502 -129 -2.8 4,501 -133 -2.9

․제조업 4,611 1.0 4,482 -126 -2.7 4,484 -127 -2.7

w 건설업 2,003 5.5 2,034 10 0.5 2,040 37 1.8
w 도소매·숙박음식점업 6,099 -0.6 5,989 -31 -0.5 6,020 -80 -1.3

w 전기·운수·통신·금융 3,023 -2.9 3,132 99 3.3 3,153 130 4.3

w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9,912 2.7 9,972 117 1.2 9,901 -11 -0.1
w 상용근로자 13,472 3.1 13,772 365 2.7 13,743 272 2.0

w 임시근로자 5,112 -3.1 4,999 -130 -2.5 5,004 -108 -2.1

w 일용근로자 1,590 2.9 1,475 -117 -7.4 1,466 -124 -7.8
w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87 -0.5 1,662 74 4.7 1,659 72 4.5

w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144 1.2 4,039 -90 -2.2 4,042 -102 -2.5

w 무급가족종사자 1,175 -0.8 1,180 4 0.3 1,169 -5 -0.5

◦ 실 업 자 958 -1.5 1,034 -26 -2.5 1,039 81 8.4

자료 : 통계청 7월 고용동향(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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