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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16년에 한국은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은 생활수준이 OECD의 상위 
국가에 근접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이러한 노력의 근간에는 투자와 혁신 그리고 인적 
자본이 있었다.  

한국은 학생들이 OECD의 국제학생평가시험(PISA Test)에서 최고 득점자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편, 연구 개발 투자 부문에서도 선두 자리에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과거 십 년간 
대다수의 다른 OECD 회원국이 겪었던 불평등 심화의 문제도 피해갈 수 있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더 낮다. 

한국의 개발 전략은 효과적이었으나 향후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과제에 대처하려면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다른 어느 OECD 회원국보다도 가장 
급속한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우선 순위들을 제시한다. 

박대통령은 선도적 혁신 국가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2013년에 국가 
주도의 “창조 경제(Creative Economy)”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였다. 동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국의 민간 부문, 특히 뒤쳐지고 있는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생산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의 영향을 증대시킬 상당한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연구 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결속 강화와 혁신적 기업가들을 위한 규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들에게 정보 통신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기회를 포착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창조경제는 ‘제2차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을 통해, 2015년 12월에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합의될 
‘온실가스의 국가별 자발적 감축 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이행의 
주요 목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노령인구 빈곤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한국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길을 계속가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과 불평등 감소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량에 대한 투자와 같은 ‘상생적(Win-Win)’ 개혁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 밝힌, 그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었던 권장사항들을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GDP 
수준이 2½ 퍼센트 증가하여 약 1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OECD는 이 권장사항들 및 기타 우선 순위 정책에 관해 한국 당국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설계, 개발 및 제공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실속 있는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Angel Gurría 

사무총장,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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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속 성장을 통해 한국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상위 OECD 회원국들의 생활 수준에 근접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은 일관되게 연구개발 투자와 학생들의 표준화된 시험 성적 부분에서 
상위 국가들 중에 속하며, 소득 불평등 정도는 많은 OECD 회원국들보다 양극화가 덜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낮아졌고, 생산성은 여전히 상위 OECD 회원국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노동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공공 재정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한국이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긴급한 정책 
조치들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Three-
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을 추진해왔다. “창조 경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최근의 
개혁은 한국의 과학, 기술, 혁신 및 문화 생태계의 모든 잠재력을 최고로 높이는 데에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14년에 2차 녹색성장을 위한 5개년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색 성장’의 주도적 
지지자였다. 규제 부담의 완화와 경쟁의 제고는 특히 주요 서비스 부문,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대기업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임금 수준은 절반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고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생산성 증가와 사회적 포용성은 상호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역량을 노동 시장 수요에 맞도록 하는 것은 구직자들이 보수가 더 나은 
직장을 찾게 도와주고 동시에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본 보고서는 한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혁 우선순위들을 선별하고 계량화한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가 중 하나였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991년에는 OECD 회원국들 중 상위 절반 평균의 39%에서 2014년에는 75%로 증가했다(그림 1). 

이 기간 동안 수출은 두 자릿수로 성장하여 한국은 세계 7번째 수출국이 되었고, 경제 규모로는 세계 

15번째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 수준이 최고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는 속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다. 생산량 성장률이 2001~2011년 동안 연간 4¼ 퍼센트에서 2011년 이후에는 2¾ 퍼센트로 

낮아졌다.  

중저가 시장에서 신흥 경제권, 특히 중국과, 그리고 고급 시장에서는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되고 있다.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 집단들에 속하는 

대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게다가, 높은 

가계 부채, 정체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생산성, 그리고 부진한 중소기업들은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에 생산성 격차가 큰 경제의 이중 구조도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격차는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 

간의 노동 시장 분절화와 연계되어 1990년대 중반에 끝난 고성장 시대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데 

기여했다. 불평등 수준은 지난 10년 동안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동시에, 

상대 빈곤율은 OECD에서 8번째로 높지만, 이는 연령에 따른 상대 빈곤율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층의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2013년에 66세 이상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하게 사는데 이 비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의 4배에 이른다.  

한국 청년들의 고등 교육 정도는 OECD에서 가장 높지만, 한국 청년들 중 상당한 비율이 취업하지 못하고,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있다(NEET족). 또한 한국은 남녀간 고용률 격차도 OECD에서 가장 크다. 



 
2  “Better Policies” 시리즈 - 한국: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창조적인 경제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 OECD 2015 

그림 1.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최고 소득 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하는 속도 둔화 
OECD 의 최고 절반 = 100 

 

1. 2010년 PPP 환율을 사용한 1인당 GDP. 
2. 노동시간당 GDP. 
3. 1인당 총 근로 시간. 

출처: OECD Going for Growth Database. 

한국은 최고 소득 국가들 수준으로의 지속적 수렴을 촉진하고 OECD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는 현재 OECD에서 4번째로 젊지만 
2050년에 3번째로 고령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의 부분적 원인은 한국이 OECD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회원국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퇴자들을 부양하는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예상되는 노동 투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노동 인구는 2016년에 정점에 도달하며 근로 시간은 계속해서 OECD 평균을 향해 감소하고 있다.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공공부채를 낮게 유지하고 노령인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OECD 전체 노인 부양 비율의 수렴 
선정된 국가에서의 연금 연령(65+) 인구 1인당 근로 연령(20~64) 인구의 수, 1950~2050년 

 

 
출처: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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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향상도 또한 한국인들의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4개 카테고리, 즉 
사회적 연계,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상태, 그리고 환경의 질 부문에서 OECD 회원국들 중 하위 5분의 1에 
속한다(그림 3). 동시에, 한국은 신변 안전, 교육 및 기술, 그리고 시민 지원 및 지배구조에서 상위 5분의 1에 
속한다. 한국은 또한 주택 분야에서 거의 평균 순위이다.  

그림 3. 복지 지표는 한국에서 개선의 여지 시사 

 

출처: How’s Life? (2015a), 2015년 6월 개정판 

한국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한국의 생산성(노동시간당)은 2014년 OECD 회원국들 중 상위 절반의 55%였다. 그러나 1인당 소득에 대한 그 
영향은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 투입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된다(그림 1). 한국의 따라잡기 성장의 여지가 큰 
것을 고려해 볼 때, 다요소 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MFP) 성장은 역사적으로 OECD 평균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높았다. 한국의 MFP 성장률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글로벌 지식 최선단에 접근하면서 
2001~2007년의 연평균 4.9%에서 2007~2014년에 3.1%로 둔화되었다.  

첨단 상품을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 부문 대기업들의 생산성과 중소기업, 서비스 기업들 및 일부 제조업 
부문들의 낮은 성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은 GDP의 59%를 차지하여,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한국의 제조업 주도 개발은 자본, 인재 및 기타 자원을 서비스 부문에서 제조업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생산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제4장), 서비스 부문의 전체적인 생산성은 제조업 부문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에, OECD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 부문의 92%에 달한다(그림 4). 한국의 일부 대형 
제조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했다. 실제로, 한국은 자동차, 철강, 선박, 휴대폰, DVD 및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세계 10위 이내에 속한다. 한국의 기업 부문에서 높은 연구개발 투자, 뛰어난 학생 학력 시험 
점수, 그리고 젊은 성인 중 대학교 졸업자의 높은 비율과 같은 한국의 여러 장점들은 생산성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견실한 기초가 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성장 모델의 약점을 인식한 박 대통령은 창업 및 고성장 소기업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혁신에 중심을 둔 “창조 경제” 이니셔티브를 2013년에 발표했다(제2장). 생산성은 또한 2014년에 시작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춘 3개년 경제 혁신 계획을 통해서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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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의 낮은 2014년 서비스 부문 생산성1  

 

주 1. 2010년 부가가치 가격에 근거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및 OECD STI Database. 

한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창조경제 육성 

창조 경제는 다양한 개혁에 좌우된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활용(제2장): 한국은 전세계 과학 및 혁신 네트워크들을 더 잘 활용하고, 
혁신 분야에서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며, 공공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술 이전을 개선함으로써 대규모 혁신 투자의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 공동 저작 및 공동 특허 수준은 OECD의 중간 수준보다 상당히 낮다. 한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지출은 높지만, 아직도 세계적 명문 대학교는 거의 없다. 

 지식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화(제2장): 기업들이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많은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게 만드는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서 ICT의 활용을 높여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큰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  

 녹색 혁명을 통한 녹색 성장 및 창조적 성장 강화(제2장): 온실 가스 배출 및 에너지 집중도는 한국의  
2009~2013년의 녹색 성장 계획에도 불구하고 증가세에 있다. 정부는 녹색 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 비율을 
증가시켜 왔다. 이와 같은 투자가 1990년 이후 133%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미 있는 감소로 
이어지도록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기준으로 37%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역과 투자 기회 포착(제 2 장): 한국은 이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 내에 고도로 
통합되어 있지만,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서비스 부문에서의 뒤처진 생산성을 반영한다. 
특히 해상 운송, 화물 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택배 서비스 및 법무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촉진시키는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은 선도적인 무역 경제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부담 완화와 경쟁 촉진(제3장): 혁신을 하려면 자본과 노동을 쇠락하는 부문들에서 성장하는 
부문들로 이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높은 제품 시장 규제 수준을 낮춘다면 이와 같은 자원 흐름이 촉진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 개혁 이니셔티브는 규제의 양에서 질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벤처 캐피털 장려(제4장): 신생 기업들은 혁신의 주요 추동력이다. 벤처 캐피털을 포함한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시킴으로써 창업을 장려한다면 중소기업 부문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보다 더 
기업가적인 문화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 인구 참여, 사회 통합 및 생산성을 촉진시키는 보완적 개혁 

 노동 시장과 연계성이 더 높은 교육 훈련 제공(제5장): 교육 및 직업훈련의 노동 시장 연계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은 3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감소를 완화시키며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 훈련은 
고령 근로자들이 노동 인구로 남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교육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A. GDP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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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통합과 잠재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제6장): 취약 계층인 여성, 청년 및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다양한 개혁들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핵심 방안이다.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21% 낮은데, 이것은 OECD에서 가장 큰 격차이다. 보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투자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 개혁의 정량적 평가  

이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구조 개혁을 실행하면 고용과 생산성을 높여서 한국의 중기 경제 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과거 실증적 연구에 근거한 정량화에 따르면 이 개혁들은 한국의 GDP 
수준을 5년 후에 약 1¼ 퍼센트(표 1), 10년 후에 2¼ 퍼센트(그래서 두 기간 모두 연간 성장률을 평균 ¼ 

퍼센트 제고함)만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구조 개혁 영향의 약 3분의 2는 생산성 증가를 통해 실현되지만, 

고용은 5년 후에 약 100,000개의 일자리(2014년 노동인구의 0.4%)를 늘리고 10년 후에는 약 

180,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량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서 제공된다.  

권고되는 구조 개혁의 일부는, 시행되는 경우, 가계 소득 불평등을 분명히 줄일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성과 향상과 기술 향상은 취업자들의 고용 전망을 개선하고 임금 편차를 줄일 것이다.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일 것이고, 여성의 전일제 근로 증가는 
성별 임금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다.  

표 1. 향후 5년 동안 GDP수준에 미칠 영향 

  GDP 증가율 
(%) 생산성 기여도 고용 기여도 

      
혁신 촉진 0.2 0.2  
규제 부담 완화와 경쟁 촉진 0.7 0.7  
교육과 역량에 대한 투자 0.0  0.0 
참여와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 0.3 0.1 0.2 

노동 시장 이중구조 완화  0.1 0.1  
보육 서비스의 심층적 발전 0.2  0.2 

합계 1.31 1.0 0.31 

    향후 10년 동안 GDP 수준에 미칠 영향 

  GDP 증가율 
(%) 생산성 기여도 고용 기여도 

      
혁신 촉진 0.4 0.4  
규제 부담 완화와 경쟁 촉진 1.1 1.1  
교육과 역량에 대한 투자 0.1  0.1 
참여와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 0.9 0.3 0.6 

노동 시장 이중구조 완화 0.3 0.3  
보육 서비스의 심층적 발전 0.6  0.6 

합계 2.5 1.8 0.7 

                                        
1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의 합계에 오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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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 촉진 

2013년에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창조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한국이 창조 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역량을 활용하고, 디지털 경제의 이점들을 포착하고, 녹색 혁신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의 패키지로 간주되는 이 장에 제시된 
권고사항들은 GDP를 5년 동안 0.2%만큼, 그리고 10년 동안 0.4%만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활용  

오늘날,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연구개발 중심 국가이다. GDP의 4.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2013년) 매우 발전된 혁신 시스템의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3차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S&T) 기본계획(2013~2017년)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적 번영과 공공 복지 달성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 계획은 정책 중점을 다양한 부문과 기술에 두어 한국 경제의 

다변화를 추구한다. 또한, “창조 경제”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과제(불평등 및 실업률 증가, 빠르게 노화하는 

사회,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환경 문제 등)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혁신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STI 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과학기술과 혁신(STI)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왔다. 한국의 연구개발 공공 
지출은 높지만(그림 5(a)) 아직 세계적 명문 대학교가 거의 없고 OECD 기준에서 볼 때 영향력이 큰 연구 
간행물은 거의 없다(그림 5(b), (c)). 한 가지 이유는 공공 연구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정부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응용 및 개발 중심의 연구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 연구개발을 5년 동안 
92.4조원(2014년 GDP의 6.2%)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을 포함하여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연구소와 대학교들은 연구 결과를 특허 등록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그림 5(i)), 산학 
연결은 전통적으로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개선시키기 위해 산학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다른 기업들의 공공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서 정부 연구소들과 대학교 및 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교와 정부 연구소 간에 연구원 교환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현행 이니셔티브들,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개의 새로운 산업-대학교-정부연구소 공동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도 중요하다. 

제조업의 대기업들은 기업 연구개발의 주요 원천이며, 중소기업들과 신생 기업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훨씬 작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의 이니셔티브들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증가시키고(2011년 12.4%에서 2017년 18.0%로), 정부 연구소들이 (2012년 7%에서) 2017년까지 총 예산의 
15%를 중소기업 지원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하며, 확장 프로그램들과 혁신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동시에, 정부는 창업에 대한 장벽을 낮춰서 기업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그림 5(p)) (제3장 및 4장).  

한국의 국제 공동 저작 및 공동 특허 수준은 OECD에서 최저 수준이다(그림 5(j), (k)). 대부분 정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응용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전통적으로 강한 중점을 두는 것은 낮은 수준의 국제 공동 저작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외국 공동 발명가들과의 특허 출원 수준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기술 개발 결과를 
그룹 내에서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재벌 산업 구조가 원인이다. 한국이 기초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기업들이 갈수록 기술적 최전선에서 일함에 따라,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해 해외 STI 전초기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과학기술 공식 
개발 지원 확대, 과학 외교 강화, 국제 공동 연구 촉진, 그리고 대규모 연구개발 시설 공유를 강조하는 글로벌 
협력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조치들을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 환경의 추가 개선으로 보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한국이 글로벌 과학 혁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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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의 국가 과학 혁신 시스템, 엄선된 지표들, 2014년 
OECD 중앙값에 대해 정규화된 성과 지표(지수 중앙값 = 100) 

 

출처: OECD (2014b),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4. 

디지털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화 

정보통신 기술(ICT) 상품 공급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서의 지위를 기반으로 삼아서, 그리고 광범위한 
광대역 구축의 이점들을 이용하여, 정부는 생산성,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창조 경제 이니셔티브는 “기존 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 기술 및 ICT의 결합”과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개발”을 요한다.  

“창조적 한국” 전략의 목표들 중 하나는 경제 전반적으로 ICT의 사용을 주류화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ICT의 채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어려운 과제지만, 2013년에 한국 기업들 중에서 
단지 15.3%만 전자 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OECD의 평균인 20.8%보다 낮은 것이다. 
대규모 한국 기업들(직원 수 250명 초과)의 33.8%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기업들(직원 
수 10~49명) 중에서는 14.9%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ICT 채택을 촉진시키는 것을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최근 기업들의 ICT 사용과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의 
사용을 통해 필요할 때 애플리케이션 및 컴퓨터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더 쉽고 더 유연한 사업 모델로 
컴퓨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소기업들에게 더 유익한 기술이 될 수 있다. 2014년에는 OECD 
국가들에서 22%가 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12년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한 기업들은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이것은 활용도를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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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규모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 2014년 
각 고용 규모 등급의 기업들의 비율 

 

출처: OECD (2015b),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디지털 경제를 활용하여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벤처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역할 강화”라는 창조 경계 
계획의 목적과 일치한다. 디지털 기술의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활용은 중소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기업과의 큰 노동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직원 1인당 USD 150 000 PPP인 한국의 ICT분야 생산성은 2013년에 OECD에서 3위였고, 전체 경제 분야의 
생산성보다 2.5배 더 높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겨우 4분의 1에 불과하고, 
임금은 약 절반이다(제4장). 디지털 경제는 창업에 필요한 자원의 양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 확장 
범위를 증가시켜서 창업 장벽을 낮춤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를 달성하려면 시장 점유율 변화를 통해 자원을 재배정해야 한다.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중소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문을 닫는 것이다. 기업들 간의 자원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핵심 요소다. 

또한, 중요성이 증가할 분야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다. 한국은 공공 행정(공공 서비스 개선), 
산업 (생산성과 효율 개선), 그리고 삶의 질(안전, 편의성 및 기타 삶의 질 관련 측면들의 향상)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IoT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고 있다. IoT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IoT에서 제공하는 기회들, 예를 들어 
원격 의료 등에 대한 현재의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21세기 인프라인 광대역 가용성과 속도 면에서 선도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은 100 Mbps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광대역 가입자 수가 가장 높다. 이것은 광섬유 설치 수준이 높은 것을 반영한다. 총 
유선 광대역 보급률 측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및 프랑스에 이어 5위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연료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이다.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해주고, 새로운 제품, 공정, 체계적 방법 및 시장의 상당한 개선 또는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공공 
기관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데이터 접근 개선과 데이터 사용 확대는 더 큰 경제적 가치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  

녹색 혁명을 통한 녹색 성장 및 창조적 성장 강화 

한국은 녹색 성장과 창조적 성장에 초기부터 헌신했고 지속적으로 헌신해왔다. 한국은 온실가스(GHG) 
배출을 “배출 전망치” 대비 202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는 2005년 수준에서 4%의 
감축을 의미한다. 녹색 성장에 대한 대규모 지출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2007~2011년의 기간 동안에 
18% 증가하여, 1997년에 시작된 GDP대비 배출비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반전되었다(OECD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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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녹색 성장 전략 2차 5개년 계획(2014~2018년)은 다음 4가지 주요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1) 녹색 기술 및 
사업 개발, 2) 기후 변화 대처 및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 3) 환경 성과에 둔 중점을 더 
늘리고, 4) 관련 국제 협상 및 협력을 발전.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10년에 발효되어, GHG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감소시킨다는 2009년 UNFCCC 감소 서약을 재가하였다.  

최근의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 제도(ETS) 개시는 녹색 성장을 위한 어려운 과제들 중 하나인 한국의 GHG 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조치다. 동시에, 녹색 기술 연구, 개발 및 검증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한국의 자발적 감축 기여 목표(INDC;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37% 감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은 관련 기술의 혁신과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2015년에, 한국 정부는 
2014~2020년 동안 시행할 “기후 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산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섯 가지 핵심 기술(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연료, 이차 전지, 파워 IT, CCS) 
개발을 목표로 한 것이다. 2011년에, 에너지 기술에 대한 총 공공 연구개발 지출은 명목 GDP의 0.049%에 
달하여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이 지출비용중 가장 큰 몫은 재생 에너지원(26%), 원자력(20%) 그리고 
에너지 효율(168%)에 배정되었다(IEA, 2015). 정부는 녹색 혁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확대해 왔고, 
2008년에 13.3%에서 2012년에는 17.1%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인 투자(6조원)뿐만 아니라 국가 
자금의 지원(1.553조원) 및 민간 투자(6000억원)를 받는 에코 혁신 기술 개발 프로젝트(Eco-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2011~2020년)를 포함하여 다양한 녹색 기술 기금들을 확대해왔으며, 그 
대상은 물,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폐기물 회수와 같은 GHG 배출량 감소 기술을 넘어서는 여러 기술 분야다. 
또한 한국은 녹색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 산업은 20%, 소기업은 30%의 감세를 제공한다. 

또한 녹색 제품 인증 제도, 탄소 라벨링 및 구매 그리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그린카드(Green Card)” 
프로그램은 친환경 소비를 위해 포인트 또는 공공 서비스 할인을 제공하고 “탄소 포인트 제도” 이니셔티브는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녹색 요구사항은 공공 구매 절차에도 
적용된다. 이 조치들은 대기업들을 위한 녹색 기술 개발에 기여해야 하고 녹색 혁신을 장려해야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들의 녹색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 투자 수준(GDP의 2%)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조치들이 의미 있는 GHG 
배출량 감소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녹색 혁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녹색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투자와 노동에서 오염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보완해야 한다.  

녹색 성장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녹색 성장은 급속한 산업화에 수반되었던 환경 악화를 
반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권 지역의 공기 질은 OECD에서 최악에 
속하며(OECD, 2015a), 미세 먼지가 일으킨 대기 오염으로 인한 인간 보건 비용은 2012년에 GDP의 1%로 
추정되었다(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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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OECD 권고사항 
과학기술 활용 

 공공 연구 개발 투자의 전체적인 효율을 향상시키고 기초 연구를 강화한다. 

 정부 연구소들의 연구 방향을 광범위한 사회경제 개발 목표들로 확대하여 공공 연구의 관련성과 유용성을 
개선한다. 

 연구 개발에서 대학교들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산업과 정부 연구소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신생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혁신 잠재력을 촉발시키기 위해 창업 기본 조건들을 개선한다. 

 글로벌 STI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제 연구개발 투자와 경쟁에 대한 규제 환경을 
개선한다.  

디지털화 

 자원의 재분배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생산성 증가를 감소시키는 구조적 
장애물들을 줄인다. 

 특히,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기업들 내부의 ICT 채택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한 조치들에는 전체 가치 
사슬의 디지털화, ICT 전문가들을 ICT 채택율이 낮은 기업들에 파견시키고, 현장 ICT 기술 교육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기업들의 개념 이해를 지원하고, 계약 조건들의 투명성을 
높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의료 및 운송과 같은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의 사용과 이점들에 대한 장벽들을 조사하고 최소화시킨다. 
특히, 원격 의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녹색 혁명 장려 

 온실가스 배출의 유의미한 감소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도록 담보하면서, 녹색 성장과 녹색 혁신 
이니셔티브에 대한 높은 투자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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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부담 완화와 경쟁 촉진 

한국의 규제는 OECD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에 속하며, 서비스 부문과 서비스 부문 투입에 의존하는 
모든 하방 연관 부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은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서 충분한 성장 기회를 
잡는 것을 방해한다. 행정 부담과 복잡한 규제 절차도 신생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부담을 
준다. 한국 정부는 규제 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하였다. 다수의 규제들이 제거되고 있지만, 초점을 규제의 질과 이들이 경쟁, 생산성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 장에 제시된 권고사항들은 GDP를 5년 동안 
0.7%만큼, 그리고 10년 동안 1.1%만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엄격한 규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한국의 2013년 OECD 제품 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지표 점수는 OECD에서 4번째로 
높았다(그림 7). PMR은 OECD 전체적으로 총 생산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예: 
Koske et al., 2015). 한국이 총 PMR을 낮춘다면 혁신 활동에 대한 민간 투자, 지식 확산, 경영 성과 개선 및 
신생 기업들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행정 부담과 복잡한 규제 절차도 신생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부담을 주어서, 시장 진입과 생산성 증가(제4장) 및 규모 확대를 억제한다. 

그림 7. 한국의 제품 생산 규제의 엄격성은 OECD에서 4번째로 높다 
 

 

주: OECD 제품 시장 규제 지표들은 정책이 경쟁을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종합적이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의 집합이다. 실증적 연구는 이 지표들이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0점(가장 느슨함)에서 3점(가장 
엄격함)까지 점수를 매기는 이 지표는 30개 OECD 국가들에 대해 제공된다. 전체적인 지표는 700개가 넘는 질문들에 기반하고 
있다. 

출처: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and Koske et al. (2015). 

서비스 교역과 투자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서비스 부문 개혁 

한국은 이미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고도로 통합되어 있지만, 점진적으로 부가가치가 더 큰 활동을 벌이는 
것이 국가 주도 창조 경제의 성공과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OECD-WTO Trade 
in Value Added (TiVA: 부가가치 교역) 데이터베이스(2015년)에 의하면 2011년에 한국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원산지 비율이 모든 G20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41.6%). 이 비율은 지난 20년 간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아시아 공장’으로서의 역할은 ICT 및 전자 부문과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핵심 산업 부문에서의 한국 수입량은 최대 3분의 2까지가 수출 물품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2011년에,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총 부가가치 중에서 58.5%는 해외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으로, 
OECD 평균치(41.9%)보다 현저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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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 수출량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40.1%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에서 국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여, OECD 지역에서 
3번째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제조 상품 수출 면에서는, 2011년에 총 부가가치 중에서 불과 29.7%만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된 것이며, 이것은 OECD에서 2번째로 가장 낮은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외부 업체들에 의뢰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수행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상품 수출은 아직도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기업군(재벌)이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서비스 
수출 비율도 낮다.  

핵심 서비스 분야과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부양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교역 제한 지수(STRI: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그림 8)에 의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들 중 몇 가지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해상운송, 화물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택배 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진입의 장애물에는 일부 전문 서비스를 위한 이사회 임원 및 관리자에 대한 제한 외에도 통신, 항공운송 
및 해상운송과 같은 부문에서의 외국지분 제한도 포함된다. 일부 부문에서는 주요 기업체들을 아직도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이 적은 편이기도 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운송, 보험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과 같은 부문에서는, 그 환경이 상당히 경쟁적이다. 

그림 8: 한국의 부문 및 정책 분야별 STRI 

 

주: STRI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1이 가장 제한적인 경우이다. 이 지수는 34개 OECD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남아프리카의 규제 정보가 들어있는 STRI 규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계산된다. STRI 데이터베이스는 
최혜국 대비 측정치를 기록한다. 특혜 무역협정들(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은 고려되지 않는다.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은 
(동행자가 있는 경우) 상업 기관만 포함한다. 데이터는 OECD 회원국들이 검증하고 상호 평가하였다.  

출처: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2014 

규제 개혁은 정부의 우선적 과제이다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정부는 규제 기요틴(Regulatory Guillotine), 
손톱 밑 가시(Thorn under the Nail), 그리고 시민들이 규제 개혁을 제안할 수 있는 신문고 등과 같은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규제 개혁 아이디어가 신문고 프로그램에 제출되면, 정부는 2주 동안 그 
개혁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이슈는 3개월 내에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  

2014년에 정부는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건수를 10% (9,876건 중 995건) 감소시켰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핵심적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영향력을 지닌 기존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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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투명성 경쟁에 대한 장벽 기타 차별 조치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제한 외국인의 진입에 대한 제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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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거나 완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규제의 비용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스트 인, 코스트 아웃(Cost-
In, Cost-Out)”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의 상한선을 정한다. 이 제도는 2014년에 8개 부처에 도입되었고 
2015년에 14개로 확대되었다. 2014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2016년에는 다른 
대부분의 부처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의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러한 개혁들이 시행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개혁 의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근의 또는 계획된 개혁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은 핵심 규제의 질적 평가 도구들, 특히 사후 평가의 시행에 있어서 최고 점수 국가들보다 뒤처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초점은 규제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량적 목표에서 규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새로운 법규를 입안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의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모든 규제나 신규 법규의 15%만 행정부에 
의해서 발의되었고 그 부분만 영향 평가와 공공 협의와 같은 품질 관리 조치들이 적용됐다.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규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경쟁 평가도 행정부의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법규에 대한 
경쟁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에서 작성한 권고사항들 중 약 60%만 법률 입안 과정에 
반영된다. KFTC는 국회에서 발의하는 입법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잠재적으로 반경쟁적 
입법이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요 OECD 권고사항 
 생산성 증가의 여지가 큰 서비스 부문, 특히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로 삼는다.  

 특히 해상 운송, 화물 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택배 서비스, 법무 서비스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초점을 규제의 양에서 질로 전환한다. 

 규제 개혁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경쟁 평가를 포함한 규제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들의 사용을 국회에서 입안하는 입법을 포함하여 모든 
새로운 규제들까지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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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가 정신과 벤처 캐피털 장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낙후된 생산성으로 인해 국가의 상당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가 
제한적이다. 특히 비-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중소기업들, 특히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에 중소기업은 기업들 수의 99.9%와 고용의 86.8%를 점했다. 이것은 OECD 평균(68%)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한국 경제에는 소규모 기업(직원 수 10명 미만)이 전체 기업의 93.1%와 고용의 44.2%를 점하여 
지배적이다(OECD는 각각 89.9%와 29.1%) (OECD, 2015c). 중간 규모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대조적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은 자본 집약적 분야에서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그림 9 참조, OECD, 2015c). 이는 
중소기업들의 전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제한한다. 

그림 9. 대표적인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들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들보다 뒤처짐 
도매업 및 소매업 직원 1인당 부가가치(자동차, 모터사이클 수리 포함)  

 

주:  a)  지표: 각 국가의 직원 수 250명 초과 기업 = 100; 2012년 또는 데이터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 
 b)   한국의 경우, 규모 등급 “50~249”는 “50~299”를 의미하며 “250+”는 “300+”를 의미한다.  
 c)  터키의 경우: 기업 규모 등급 1~9에 대해 보고된 데이터는 더 넓은 크기 등급 1~19에 해당된다. 노동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부가가치로 계산된다.  
 d)   이스라엘의 데이터는 2011년에 해당된다. 주의: 한국의 경우 전체 서비스 부문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데이터는 일부 하위 부문들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따라서 이 그림은 더 넓은 서비스 산업을 예시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출처: OECD (2015c)  

한국에서, 개선-중심의 창업(46%)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으며, 필요-중심의 창업은 비교적 보통 
수준이다(36%) (GEM, 2012). 2  한국에서, 이런 유형의 창업은 확대되거나 성장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의 
특징이다. 또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창업 
기회가 더 적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낮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실패를 더 두려워하며, 한국에서 창업이 바람직한 경력 선택으로 간주되는 비율도 더 낮다(OECD 2015c). 

                                        
2 창업은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었을 경우에는 “필요-중심의” 창업으로 정의하고, 창업의 주요 

추진요인이 독립하는 것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것일 경우에는 “개선-중심의” 창업으로 정의한다(GE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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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그리고 특히 여성이 사업가가 될 가능성은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다. 따라서 이런 창업에 
대한 문화적 장벽들을 없애서, 개선-중심의 창업을 더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화적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의 역량과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이미 취한 바 
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한국 정부는 “여성-소유 기업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금융, 정부 
조달 및 교육 서비스 면에서 여성-소유 기업에게 우선적 정부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 
정부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이 아카데미는 39세 미만의 청년이 운영하는 혁신적 벤처 기업 
중에서 선정하여 넉넉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2015년에, 혁신적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3천억원 규모의 청년 개발 기금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 지원에는 비-정부기관을 위한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태의 보조금이 포함된다. 

신생 성장-지향의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 자금 조달에 있어서 애로에 봉착한다 

중소기업 성장과 신규 창업은 특히 기업가들이 혁신 관련 기회를 포착할 때 생산성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금 조달은 중소기업, 특히 성장에 불균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생 기업들과 혁신 
기업들에게 창업과 확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이다. 한국에서 최근 몇 십 년 동안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대한 상당한 정부 지원은 직접 대출과 신용 보증과 같은 전통적인 부채 조달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시장-기반의 중소기업 금융의 발전이 방해를 받았다(Jones and Kim, 2014). 더구나 은행 대출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혁신 기업들에게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은행 융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장기 투자를 부양하고 혁신 기업의 진입 및 성장을 촉진시키려면 더욱 다양한 옵션들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금 인센티브와 직접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은 벤처 캐피털 시장을 키우고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그 결과, 벤처 캐피털 투자는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12.3% 증가했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18.4% 성장했으며, 2017년에는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90% 이상 감소한 엔젤 투자는 엔젤 투자의 세금 공제 증가, 엔젤 투자자들과 신생 벤처 기업들 간에 
매칭을 촉진시키기 위한 “엔젤 투자 지원 센터”의 설립, 그리고 공동 투자 제도(엔젤 투자 매칭 펀드) 수립과 
같은 정책 이니셔티브들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 확대되었다.  

신생 및 성장-중심의 중소기업들의 대안적인 금융 채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외의 최근 정책 
이니셔티브들에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을 위한 규제 체계의 도입,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증가, 
한국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의 개시, 중소기업 상장 전용 플랫폼, 신설 기업 또는 벤처 
기업들이 포함되는 인수 합병을 위한 촉진 방책들(세금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등)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투자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며 기업가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 중 보호 자산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신생 기업 및 성장-중심의 중소기업들의 주식 자금 조달 
통로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준비된 프로젝트들을 제공하거나, 창업 문화를 개선하며, 
창업자들에게 실패 후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 캐피털 시장에서 민간 부문 참여를 향상시키고, 
종자돈이 되고 초기 단계 금융에 투자될 자본금의 수준을 높이는 중소기업들의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Jones and Kim, 2014). 

뿐만 아니라, 2014년 총 국세 공제의 9.6%를 차지하는 한국의 연구개발 세금 공제는 신생 혁신 기업들에게 
필요한 요건에 잘 맞지 않는다. 특히, 이월 규정이나 현금 환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초기 몇 년 동안 적자를 보는 신생 기업 및 소기업들은 이 공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 
인센티브들의 설계를 재고하여 혁신적인 창업을 장려하는 효과를 증가시켜야 한다(OECD, 2014c).  

주요 OECD 권고사항 
 창업 교육과 재무 교육을 개선하고 기업가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한 개혁을 통해, 특히 여성과 

청년들의 보다 더 기업가적인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중소기업들과 사업가들을 위한 시장-기반의 자금조달을 촉진시키고 전통적인 은행 대출을 넘어서 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장려한다.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민간 부문과 위험을 공유하는 적절한 장치들을 개발하는 선별적 정책을 시행한다. 

 연구개발 세금 공제 제도가 신생기업들 및 소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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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시장과 연관성이 더 높은 교육 훈련 제공 

청년들은 역량 수준이 높고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노령 근로자들은 역량 
수준이 낮고 조기 퇴직할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의 노동 시장 
관련성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정책은 3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성공적인 “창조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반드시 보유하게 하고 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감소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서 사회적 통합도 촉진하는 것이다. 

한국 청년들은 OECD 성인 역량 조사(Survey of Adult Skills)에서 측정된 역량 숙련도 기준으로 최고의 
성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15~29세의 청년들의 노동력 참여율은 남성의 경우 42.0%, 여성의 경우 
44.4%에 그쳤다. 이것은 OECD 평균(각각 64.1%와 53.0%, OECD, 2013c)에 비해 낮다. 더구나, 청년 

미취업율은 비교적 낮지만 2012년 말부터 증가해왔으며, 2015년 1사분기에는 10.9%에 도달하였다. 청년 
미취업율은,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청년들 중 취업 중이 아니면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NEET족) 청년(15~24세)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 비율은, 비록 한국의 많은 NEET 족들이 교육 
또는 직업 훈련 과정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들은 공공 부문 또는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채용 시험 및 고시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림 10. 고등 교육 정도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 
2012년 백분율 

 

출처: OECD (2014b),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역량 불일치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활동성이 낮은 1차적 이유다(OECD, 
2013b). 지난 30년 동안 교육 수준의 빠른 증가와 고등 교육 이수자들의 높은 비율로 인해, 이와 같은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등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막거나 고숙련 노동자들을 저숙련 직업에 매칭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접근 방법은 고등 교육의 노동 시장 
관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노동 시장 성과가 우수한 직업 교육 훈련과 같은 양질의 고등 교육의 대안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 훈련 기관들은, 예를 들어, 실무-기반의 학습을 더 많이 도입하고, 프로그램 설계 및 
시행에 고용주들의 참여를 높이며, 최신 산업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을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공급에 
종사시킨다. 고등 교육 기관들보다 취업률이 더 높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은 성과가 우수한 직업 교육 
훈련 기관들은 모범 관행을 위한 벤치마크로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책 반응의 일관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목표들과 현실적인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메카니즘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간 OECD 저작물은 한국이 현재의 역량 소요를 평가하고 미래의 역량 불균형을 예측하는 분석 도구들을 잘 
개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 간에 역량 과제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움으로 인해 ‘역량 예측’ 도구들의 효과가 저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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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과 연관성이 더 높은 교육 훈련 제공 

한국에서는, 연령대 별로 역량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의 읽고 쓰는 능력은 OECD 성인 역량 
조사(Survey of Adult Skills)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45세 이상에서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강제적인 조기 퇴직과 적절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령자들은 흔히 불안정한 조건 하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다(OECD, 2013d).  

노령 근로자들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율은 낮다. 고용주들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들은 장기 고용 
가능성이 낮은 노령 근로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이는 높은 노동 시장 세분화에 
기여하며, 노령 근로자들과 같은 소외된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업 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며 인정해야 한다. 소외된 저숙련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기회에 관한 정보가 찾기 쉬워야 하며 안내 및 상담 서비스로 보완해야 한다.  

지역 수준에서는, 견실한 역량 체계를 위해 고용, 기술 및 경제 개발 정책을 통해 통합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은 고용 및 기술 정책 관리의 분권화를 향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숙련 근로자 공급과 
수요의 연결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 고용 심의회와 지방 4자 협회와 같은 연합적 접근 방법 및 
지배구조 포럼들이 탄생하였다 (OECD, 2014b). 한국은 이와 같은 제휴기관들에게 역량 전략 설계와 관련하여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고용주와 협력하여 역량 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제를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다.  

주요 OECD 권고사항 
 고용주들을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시키고, 산업 전문가들을 과목 수업에 참여시키는 실무-기반의 학습을 

통해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 훈련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제휴하고 산업 실무자들을 교사로 채용하여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생애 주기를 통해 성인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장려한다. 

 현재와 미래의 역량 소요에 관한 교육 및 고용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 평가 및 예측 도구를 계속 
개발한다. 

 지역 수준에서 기술과 생산성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여 질이 높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동시에 
고용주들, 특히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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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 통합과 잠재적 성장 지원하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 

한국의 노동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견실하다. 2014년 말 현재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으며, 장기 실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 청년 및 노령 인구와 같은 일부 인구 
집단의 낮은 참여율을 해결하고, 동시에 그들의 역량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은 노동 공급에 대한 고령화 사회의 영향을 상쇄하고 더욱 포용적인 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유아 교육 및 보육 제도에 대한 추가 투자는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 연령 남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74%) 보다 약간 더 높은 76% 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55%로 
OECD 평균(58%) 보다 약간 낮다. 이 21%-포인트의 성별 격차는 OECD에서 가장 크다. 또한, 청년의 
고용률(40.7%)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또한 노령 근로자들은 낮은 평균 퇴직 연령(53)으로 인해 
전성기 연령 근로자보다 고용률이 낮다. 여성, 청년 및 고령자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한국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이루어진 대규모 교육 투자로 인한 경제적 보상을 높이면서 2017년까지 70% 고용률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는  풀기 어려운 정책 과제 

한국에서 직원들 중 거의 3분의 1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개혁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회 보험과 고용 보호에 대한 
접근이 더 제한적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다(OECD 2015f). 특히 부당 
해고에 대한 해결 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고용 보호 격차를 좁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10년의 기간 동안 GDP를 0.3%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청년 및 노령 
근로자들은 취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성기 연령 남성보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고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따라서 노동 시장 개혁은 이중구조를 낮추고 이들 집단에 대한 고용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중 경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여성: 한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곡선은 뚜렷한 “M자 형태”를 보인다. 젊은 여성이 졸업하면 고용률이 
높아지지만, 육아를 위해 노동 시장을 떠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는 고용률이 낮아진다.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다시 높아진다. 그러나, 노동 시장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한적이다. 경력 단절 후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저임금 및/또는 불안정한 일자리뿐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 인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한국은 아동 발달 및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사회 정책을 현대화했다. 남성과 여성은 1년의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가지며, 유아 교육 및 보육 제도의 빠른 발전으로 0~2세 유아의 평균 참여율이 2002년 4%에서 
2013년 34%로 증가했고 3~5세의 참여율은 2012년까지 87%까지 증가했다. 이 두 경우 모두 OECD 평균(0~2세 
33% 및 3~5세 82%)을 넘는다. 그러나,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 직원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아 교육 및 보육 제도에 추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투자는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문화적 변화 
촉진 노력과 함께 여성 노동인구 참여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육 서비스에 더 투자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으며, 10년의 기간 동안 GDP를 약 0.6% 만큼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정책 변화가 더 큰 효과를 거두려면 직장 및 가정 문화에서 유급 및 무급 노동의 성별 
평등을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노동 시장 개혁(제6장)은 일정 기간 동안 노동 시장을 떠난 엄마들이 
정규직으로 더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년에 한국 여성은 무급 가사 노동에 하루에 3시간 
28분을 썼지만, 한국 남성은 하루에 47분밖에 쓰지 않았다. 여성의 노동 인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남성은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이 무급 노동의 성별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들은 여성 참여율도 비교적 높다.  

청년: 한국의 낮은 청년 고용률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에 취업하거나 정식 교육 또는 직업 훈련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반영한다(제5장 참조).  

고령 근로자: OECD 평균에 비해 비교적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고령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평생 일자리에서 강제 퇴직 당하므로 활용도가 낮다. 그들이 노동 시장에 남으려면 저임금 
비정규직을 수용하거나 수익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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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들이 포함된 “70% 고용률을 향한 
로드맵”을 작성했다. 1) 긴 근무시간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육아 휴직과 탄력 근무 시간제를 장려하며, 
양질의 시간제 근무직을 촉진시켜서 직장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개선시킴으로써 여성 참여율을 높인다. 2) 
견습직-기반의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시켜서 청년을 위한 직업 교육 옵션을 개선한다. 3) 
강제 퇴직을 지연시키면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임금 피크제”를 장려하고 
중년 및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 서비스를 개선하여 임금 제도 개혁을 통해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을 
장려한다. 4) 저소득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확대하면서 근로 인센티브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사회 복지 
제도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EITC)와 기초생활보장(BLS) 제도를 개혁한다.  

그림 11. 청년 및 여성은 한국의 70% 고용률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고용률(%), 2014년 실적 및 2017년 목표 

 

주: * 2013년 데이터임. OECD 평균은 모든 OECD 국가들에 대한 인구 가중치 평균이다. 단, 저숙련자에 대한 평균에서 일본은 제외된다. 
출처: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및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로드맵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4년 9월에 시작된 
3자 협의는 고용 보호 개혁과 사회적 보호 향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호혜적 관계, 그리고 노사 관계 
개선을 포함한 노동 시장에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위한 일반 지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제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이러한 지침들을 야심찬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법규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요 OECD 권고사항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줄이고 2017년까지 70% 고용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드맵에서 예측한 것 보다 

더 혁신적인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를 채택한다. 

 여성 경력 단절을 제한하고, 2년의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고용주들이 존중하도록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장기 고용 기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인다.  

 예를 들어, 최소 자격을 높이고(예를 들어, 국가 시험 도입) 직원의 전문 교육 및 개발을 
향상시킴으로써(예를 들어, 재교육 과정 개선)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임금 피크제’의 활용을 높이고 최소 의무 퇴직 연령법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활성화 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줄이기 위해 근로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보장 제도 시행을 개선하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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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조 개혁 정량화 

정량화 평가는 5년 및 10년 동안 잠재적 GDP에 대해 이 브로셔에서 권장되는 제품 및 노동 시장에서 구조 
개혁의 영향을 평가한다. 이 작업은 구조적 정책과 생산성 간의 연계와 고용에 대한 기존 OECD의 실증적 
연구에 의존하며, 다음과 같은 개혁 분야들을 다룬다. I) 제품 시장 규제, ii) 고용보호법, iii)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iv) 여성 노동 인력 참여, (v) 연금 개혁, (vi) 조세 구조, 그리고 vii) 연구개발 및 혁신. 이 실증적 
연구들의 범위는 실제 평가 가능한 지표들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동 평가에서는 정책 권고사항들의 일부 
측면만 고려한다. 따라서, 동 평가를 이 브로셔에 포함된 광범위한 권고사항들의 종합적인 정량화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 시장 규제(PMR) 개혁 

경쟁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제품 시장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대다수 선진 경제 국가의 
수준으로 생산성의 근접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다. 경쟁 강화는 기업들이 효율을 추구하는 것과 혁신 및 
지식-기반의 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창업 장벽을 낮추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기술들을 
실험하는 기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제품 시장 규제 개혁은 자본 및 노동 자원을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들로 배분하는 경제적 역량을 높여서 총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  

제품 시장 개혁의 영향 분석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는 1998년에 정교하게 만들었고 5년마다 갱신되는 
OECD PMR(제품 시장 규제) 지표다. PMR 지표는 업스트림 비-제조 부문에서 규제를 강조하는 경쟁, 창업 및 
무역과 FDI에 대한 범경제적 장벽들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업스트림 부문(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엄격한 PMR들이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통하여 그 부문의 다요소 
생산성(MFP)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간 투입 가격이 올라가서, 다운스트림 부문들에서 
경쟁과 혁신 인센티브가 저하된다. PRM 지표들에 근거한 제품 시장 개혁의 잠재적 영향의 추정치는 비교적 
빠르게 달성한 생활 수준의 장기적 이득과 함께, 견실한 수익을 나타낸다(Bourlès et al., 2010).  

노동 시장 개혁 

노동 시장 개혁은 노동 인구 참여와 고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엄격한 고용 
보호는 기업들이 직원 재배치 또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기술 변화 또는 제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효율이 낮은 자원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 및 해고 비용을 절감하는 
고용보호법 개혁은 생산성 증가를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엄격한 고용보호법은 이직률이 “당연히” 높은 
부문들에서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assanini et al., 2009).  

잘 설계된 활성화 정책은 일자리 매칭 과정을 개선시켜서 실업률을 직접 낮출 수 있다(Bassanini, and Duval, 
2006). 활성화 정책은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자금조달이나 일자리 보조금 지급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물론 때로는 그 범위를 넘어선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높은 비율의 여성들이 대체로 배제되고,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너무 많다. 가족 친화적 정책과 부모들이 근로 시간과 가족에 대한 책임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로 조건은 여성의 노동 인구 참여 또는 근로 시간 연장을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공공 보육 지출 증가는 여성 노동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Jaumott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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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정량화에서 포착된 권고사항들의 측면 

창조 경제 육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부양시킴 

규제 부담 완화와 경쟁 촉진 
 초점을 규제의 양에서 질로 전환한다 

 서비스 부문을 우선 규제 개혁 분야로 삼는다 
교육과 역량에 대한 투자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제휴하고 산업 실무자들을 교사로 
채용하여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기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생애 주기 동안 성인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참여와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고용 조건과 사회 보장의 
격차를 줄인다 

 보육 서비스의 심층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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