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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동성(economic dynamism)은 기업가정신의 발현 등에 따라 자원배분
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파괴 및 혁신의 속도 또
는 규모로 정의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주목받았으나 근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
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 거시지표, 기업동학,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 측면에서 다각도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변화 모습을 점검해 보았다.
주요 거시지표를 보면 저성장의 고착화,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 축소, 성장잠재
력 약화, 생산성 둔화, 인구 고령화 등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기
업동학 측면에서는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 지연, 신생기업의 진입 감소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감소, 기업규모 간 이동성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약
또는 대기업 편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를 보면 변화속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산업의 역량은 일부 품목에 편
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기술혁
신 부진으로 선진기술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같이 부문별로 살펴본 여러 항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역동성지수를 시산해 본 결과 지난 15년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추세적으로 저하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
선하고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우선 기업부문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경쟁제
한적이거나 혁신적 기업가의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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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단행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혁신적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촉발하여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여 신생기업의 진입,
생산적인 젊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계기업이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긴요하다. 둘째,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높
고 생산성 파급효과도 큰 생산자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
하고 고용 비중이 큰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
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민간 주도 경제성장 구조 하에서 시장개입을 최소
화하고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불공정거래 감시 등에 주력하면서 민간의 혁
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혁신·도전에 따른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가정신 발현에 따른 위험부
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력 및
역동성 저하를 야기하는 장기적·근원적 요인 중 하나인 인구구조 변화(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률 제고 등을 통한 유효노동공급 확충 및 생
산성 향상이 긴요하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
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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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과 혁신(innovation)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

우리 경제는 전후 폐허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이

서는 경제 역동성을 기업가정신의 발현 등에 따라 자

라 불릴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 초

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

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

지는 창조적 파괴 및 혁신의 속도 또는 규모로 정의하

리 호랑이(또는 용)’으로 일컬어졌다. 이처럼 과거 우

고자 한다. 이같이 광범위하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주

경제 역동성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목받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저출산·고령화, 성장

고에서는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주요 거시지표,

잠재력 약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등의 현상이

기업동학,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과 같은 다양한 측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변화 모습을 점검해 보고

커지고 있다.1) 이에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경제

자 한다.

팀에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주요 거

명된2) 데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

시지표에 반영된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변화 모습을 살

원회, 2017) 및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 2017)

펴본 후 Ⅲ장에서는 기업의 진입·퇴출률, 일자리 창

에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국정전략 및 정책방향이 반

출 및 기업규모 간 이동성을 통해 기업부문의 역동성

영된 것으로 보인다.3)

을 살펴본다. 이어 Ⅳ장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속도,

그렇다면 경제 역동성(economic dynamism)

산업간 생산성 격차 및 수출산업의 역량을 통해 산업

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우려하는 만큼 과연 우리 경

역동성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혁신역량 측면에서 우

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것일까? 경제 역동성은 그 개

리 경제의 역동성을 점검해 본다. 마지막으로 Ⅵ장에

념이 추상적인 데다 포괄범위가 넓어 한 마디로 정

서는 Ⅱ~Ⅴ장에서 살펴본 여러 지표를 합성하여 역동

의하기 쉽지 않지만 일찍이 Schumpeter (1942)

성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변

가 자본주의의 본질로 칭한 창조적 파괴(creative

화 모습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도한 후 역동성 제고를

destruction)4) 과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다. 창조적 파괴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1)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2015년 KBS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1%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침체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홍직·김태경·허수정(2017)은 최
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축소 원인의 하나로 경제 역동성 저하를 들고 있다.
2)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해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존재 이유”(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5.18).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는 것입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17.6.15).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20대 국정전략 중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과 4대 경제정책방향 중 ‘혁신 성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The

fundamental impulse that sets and keeps the capitalist engine in motion comes from the new consumers’ goods, the new method of
production or transportation, the new markets, the new forms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at capitalist enterprise creates. [...] that incessantly
revolutionizes the economic structure from within, incessantly destroying the old one, incessantly creating a new one. This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is the essential fact about capitalism.” (Schumpeter, 194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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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거시지표로 본 경제 역동성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세

일부 경제지표로 경제 역동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장기적 움직임에는 역동성의 변
화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성장, 내수, 생산성 지표의 추세적 움
직임과 장기적으로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인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에 대한 점검을 시작해 보기로 한다.5)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보면 둔화 추세가 뚜렷

주: HP 필터로 추세 추출
자료: 한국은행, OECD

한 가운데 최근 들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나타

<그림 2>

일인당 GDP 증가율 추세

내고 있다.6) <그림 1~2>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우
리 경제의 성장률 추세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주
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최근 5
년간(2012~16년) 연평균 성장률(2.8%)은 10년 전
(2002~06년, 4.9%)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일인
당 GDP는 2006년에 2만 달러 문턱을 넘은 이후 지금
까지도 2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림 2).
주: HP 필터로 추세 추출
자료: 한국은행, OECD

5) 권규호·조동철(2014)은 이러한 관점에서 거시경제지표와 경제 역동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김도완·이은경·한진현(2017)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내외 수준에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16~20년 중 2.8~2.9%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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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그림 3>

민간소비 및 투자 둔화
(가계소득·기업소득·가계부채)

제약을 받는 모습이다(그림 3). 우선 소비를 보면 최
근 5년간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50.1%로 10년
전에 비해 3%p나 낮아졌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이 있겠지만 가계소득 증가세를 훨씬 상회하는 가계
부채 및 기업소득 증가세가 민간소비의 구조적 제약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2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또한 동 기간 중 기업
소득이 8배 이상 늘어난 데 비해 가계소득은 2배 남짓

주: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은 순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가하는 데 그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증가세 격
(민간소비)

차도 확대되었다.7) 이는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의 비
중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적 소비 부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를 보면 미래 성장동력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가 총고정투자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
다. 설비투자의 감소는 현재의 수요 제약요인에 그치
지 않고 미래의 공급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과거에 비해 기업
의 투자성향이 감소한 데는 기대수익률 하락, 불확실

주: 1) HP 필터로 추세 추출
자료: 한국은행

성 증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업투자 둔화가
(설비투자)

경제 역동성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은 부
인하기 어렵다.

자료: 한국은행

7) 기업소득은

국민계정 상 기업부문(non-financial corporations)의 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저축(corporate saving)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소비의 주체가 아닌
기업부문의 경우 저축과 처분가능소득이 같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기업의 매출 증가에 비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몫(피용자보수)이 덜 늘어날 경우 영업잉
여가 증가하여 가계소득에 비해 기업소득이 빠른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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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생산성)

셋째, 생산성 지표를 보면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
본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도 추세적으로 증가율이 둔화
하고 있다(그림 4).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0.9%에 그쳐 10년 전(5.2%)에 비해 무려
4.3%p나 하락하였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8) 하락하
고 한계고정자본계수(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ICOR)가9) 추세적으로 커지는 등 자본생산성
도 하락하였다. 또한 총요소생산성도 추세적으로 증
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

자료: 한국은행, 저자추산

산요소의 양적 확장에 기반한 성장이 더 이상 유효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세)

지 않은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해 갖는 함의는 클 수밖에 없다.10)

<그림 4>

생산성 하락
(노동생산성 증가율)

주: HP 필터로 추세 추출
자료: OECD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8)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완전경쟁요소시장 및 Cobb-Douglas 생산함수(
) 가정 하에 자본소득분배율과 자본계수역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다:
.
9) 한계고정자본계수는 생산량 1단위 증가에 필요한 고정자본 증가분의 크기를 의미한다.
10) Cho and Kwon (2017)은 성장회계를 이용하여 2016~20년 중 노동과 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연평균 성장률 기준)를 각각 0.6%p, 1.1%p로 추정하였다. 이는 총요소생
산성의 성장기여도가 1.3%p 이상이 되지 않는 한 동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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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나라는 OECD 최저수준의 출산율, 기

<그림 5>

인구구조 변화

대수명 연장 및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의 영향
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그림 5). 행
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
(15~64세)가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
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8월 처음으로 전
체 인구의 14%를 초과하였다. 이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는데11)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
하는 데 걸린 기간을 주요 선진국(프랑스 115년, 미국

주: 2016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
라에서 고령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림 6>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

가늠해 볼 수 있다.12)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1)(좌측)
경제성장률 추세2)(우측)

자체가 노동공급 측면의 역동성 약화를 통해 경제성장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데다(그림 6)13)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를 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주: 1) 점선은 전망치 2) HP 필터로 추세 추출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1) UN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14%, 20% 초과 시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12) UN(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현재 7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60년에는 동 비중이
51%로 크게 낮아지는 반면 2015년 현재 13%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60년 37%로 높아져 OECD 최고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13)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Bloom et al. (2010), Maestas et al. (2016), Acemoglu and Restrepo (2017), 안병권·김기호·
육승환(2017)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2

논고

한편, 이 같은 성장·소비·투자·생산성 둔화 및

이후 지금까지 12년째 2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

인구 고령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고 있다. 또한 일인당 소득 2만 달러대 기간 중 G7 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발전단계에

진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0.7%p 둔화에 그친 반면 우

있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 모

리나라는 2%p나 낮아졌다. 아울러 동 기간 중 우리나

습이 뚜렷이 드러난다(그림 7). 예를 들어, 일본의 경

라는 G7 선진국에 비해 민간소비 비중(GDP 대비) 및

우 1987년 일인당 소득 2만 달러대 진입 후 불과 5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고령인구 비중

만에 3만 달러대로 도약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은 큰 폭 상승하였다.

<그림 7>

일인당 GDP 2만 달러대 기간1) 중 주요 거시지표 변화2)

G7 평균3)

노동생산성
증가율4)
주: 1) 일본 1987~91년, 미국 1987~95년, 영국 1995~2002년, 한국 2006~현재
2) 2만 달러대 진입시점과 종료시점의 3년 중심이동평균 차이
3) 독일은 일인당 GDP 2만 달러대 기간(1990~94년) 중 통독효과로 인해 거시지표가 크게 변동하였기에 G7평균 계산 시 제외
4) 근로시간당 GDP 증가율
자료: World Bank, OECD, UN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모습,

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세

즉 저성장의 고착화 및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 축소,

장에서는 기업동학,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 측면에서

민간소비·투자 증가세 둔화, 생산성 하락, 인구 고

이 같은 역동성 저하 현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등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

고 있는지 차례대로 점검해 보기로 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23

Ⅲ. 기업 역동성

변동률(churn rate)도 2013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하
였다(그림 9). 한편 2014년 기업변동률은 퇴출률 및

경제 역동성 관련 기존문헌의 대다수는 기업 역

진입률 반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였으나 향후 상승세

동성(business dynamism), 즉 기업동학(firm

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2015년 진입률이 다시 하락한

dynamics) 측면에서 역동성을 다루고 있다. 기업 역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확실해 보인다.

동성 저하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여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역동성은 기업부문

<그림 8>

진입률과 퇴출률

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장에서는 기업의 진입률·퇴출률, 일자리 창출력, 기
업규모 간 이동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업 역동성
이 과연 약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 진입·퇴출률

기업생태계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즉,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활발히 진입하고 비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부실기업이 적기에 퇴출될

<그림 9>

순진입률과 기업변동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져 역동적이고 건강한 기
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
기업변동률(우축)

고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업 퇴출률은 크
게 변하지 않은 반면 신생기업의 진입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기업 역동성이 약화된 모습이다(그림 8).14)
이에 따라 진입률과 퇴출률의 차이인 순진입률이 추세
적으로 하락하고, 진입률과 퇴출률의 합으로 활동기
업(active firms) 구성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14) 기업은

단수 또는 복수의 사업체로 구성되며 사업체의 신규 설립 및 폐쇄가 단순히 노후 사업체 교체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 수준보다 기업 수준의 진입률·
퇴출률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기업 역동성은 진입률과 비례관계에 있으나 퇴출률과의 관계는 불분명한데 이는 퇴출률 하락이 생산적 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경우 긍
정적,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 지연에 의한 경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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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진입률의 추세적 하락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계
형 기업(subsistence firm)의 성격이 강한 개인기업
과 변혁형 기업(transformational firm)의 성격이
강한 법인기업에서 모두 나타나는 반면, 퇴출률 하락
은 법인기업에서만 뚜렷한 모습이다(그림 10).15) 이
에 따라 개인기업의 순진입률이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
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법인·개인기업의 진입률·퇴출률과 자영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법인기업)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진입률·퇴출률이 광공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모습이다(그림 11). 퇴출률의
경우 광공업에서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개인기업의 비
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는16) 최근 상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11>

업종별 진입률, 퇴출률 및 순진입률
(광공업)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개인기업)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15) 생계형 기업은 대개 창업자 자신과 일부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변혁형 기업과 달리 기술혁신 등을 통한 고성장 가능성이 낮다.
16) 서비스업 내 개인기업의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93%에 이르고 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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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퇴출률)

주: 기간중 연평균 퇴출률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서비스업에서의 퇴출률 상승과 이에 따른 순진입률

(비중)

하락은 최근 과당경쟁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폐업 증
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퇴출률이
상승한 부동산및임대업, 운수업 외에도 전통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큰 음식숙박업에서 높은 수준의 퇴출
률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12).

<그림 12>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진입률, 퇴출률 및 비중
(진입률)
주: 2012~14년중 활동기업 기준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주: 기간중 연평균 진입률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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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진입률과 일자리 창출

<그림 13>

신생기업의 고용 비중 및 일자리 창출 기여율
(고용 비중)

‘일자리 대통령’ 표방, ‘일자리 위원회’ 및 ‘일자리 상
황판’ 설치,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볼 수 있듯
이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과제로 대두
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17)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활발히 일어
날수록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는 기업 진입률이
높을수록 비중이 커지는 신생기업과 젊은 기업이 일자
리 창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일자리 창출 기여율)

(1) 신생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선 <그림 13>을 보면 기업 진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생기업의 고용 비중 및 일자리 창출
기여율도 하락하는 추세다.18) 2015년 현재 신생기업
의 고용 비중 및 일자리 창출 기여율이 2007년에 비
해 각각 2.9%p 및 9.0%p 감소하는 등 진입률 하락
은 신생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저자 추산

17) “재임기간 250만개 일자리 창출”(노무현), “7% 경제성장으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명박),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박근혜) 등의 대선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창출’은 과거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국정우선과제로 등장하였다.
18) 신생기업의 고용 비중 및 일자리 창출 기여율은 각각 총고용 중 신생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 및 전체 신규 일자리 중 신생기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비중을 의미한다.
전체 신규 일자리(gross job creation)는 고용보험통계의 신규보험취득자(중복취득 제외)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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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은 일자

<그림 14>

기업상태별 순일자리 창출

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신생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존속
기업이 순창출하는 일자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신
생기업은 2007~15년 중 창업 첫 해에 연평균 1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0~14년 중에는 존속
기업이 순창출한 것보다 연평균 3배 이상 많은 일자리
를 창출하였다.19) 한편, 앞서 살펴본 법인기업의 퇴출
률 하락은 한계기업의20) 비중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그림 15), 이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상태의

주: 2015년은 신생기업의 종사자수만 이용 가능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저자 추산

지속·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생기업의 진입을 저
해하여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그림 15>

법인기업 퇴출률과 한계기업 비중1)

다. 물론 부실기업 퇴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
우 신생기업의 진입뿐 아니라 생산적인 존속기업의 일
자리 창출·성장 및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주: 1) 전체 외감대상 비금융기업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KIS-Value

19) <그림 14>의 기업상태별 순일자리 창출 작성방법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본고에서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인 외감대상 비금융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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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연령과 일자리 창출

<그림 16>

가젤기업수

앞서 살펴본 신생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창
업 첫 해에 그치지 않고 생존에 성공할 경우 어느 정
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혁신적이고 생산성
이 높은 일부 창업기업만이 생존에 성공하기 때문에
(Audretsch, 1995)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대개 낮은
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생존
율이 낮은 데다21)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2012년
31%에서 2014년 현재 27%로 하락하였다(표 1). 한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편 일반적으로 법인기업 및 규모가 큰 기업이 상대적으
로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경향에22) 비추어 볼 때, 이들

국내외 기존연구(Decker et al ., 2014;

기업의 진입률 하락 추세는23)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정

Haltiwanger et al., 2013; Pyo et al., 2016;

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실제로 <그림 16>

Cho et al., 2017)에 의하면 업력이 창업 후 5년 이

을 보면 진입률 하락 등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내인 젊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성장 젊은 기업, 즉 업력 5년 이내의 젊은 기업 중 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수 증가율이 20% 이

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진입한 기업의 업력이

상인 기업(소위 가젤기업)이 감소하는 추세다.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림 17>을 보면 업력

<표 1>

신생기업의 기간별 생존율
(%, %p)

이 5년 이내로 짧은 기업일수록 퇴출로 인한 일자리 소

2012(A)

2014(B)

(B)-(A)

멸률이 높지만 존속할 경우 일자리 창출률도 높게 나타

1년 생존율

59.8

62.4

2.6

나고 있다.24)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젊은 기업

2년 생존율

46.3

47.5

1.2

3년 생존율

38.0

38.8

0.8

4년 생존율

33.4

31.9

-1.5

를 들어, 업력 5년 이내의 젊은 기업(신생기업 제외)은

5년 생존율

30.9

27.3

-3.6

2013년 현재 총고용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예

일자리의 40%를 창출하고 있다(그림 18).

21) 통계청(2014)이 2010년 기업생멸통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EU 회원국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30%)는 주요국(프랑스 51%, 이탈리아 50%, 스페인
46%, 영국 41%, 독일 40%)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22) Audretsch and Mahmood (1995), Mata et al. (1995) 등에 의하면 기업 규모와 생존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신생기업을 종사자수 10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진입률을 비교해 보면 10인 미만 기업의 진입률은 2011~15년 중 15% 내외 수준을 유지한 반면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1년 7%에서 2015년 6%로 하락하였다.
24) <그림 17>의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 작성방법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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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기업연령별 일자리 창출·소멸률

이처럼 업력 5년 이내의 젊은 기업이 고용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은 실제로는 신생
기업이 창업 첫 해 일자리 창출에 압도적으로 큰 기여
를 한 데 기인한다. <표 2>를 보면 2005~14년중 연
평균 35.7만개의 일자리가 순창출되었으나 이는 전
적으로 새로 진입한 창업기업 덕분임을 알 수 있다.
신생기업이 창업 첫 해에 125만개의25)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한 반면,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그림
14> 및 <그림 17>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퇴출로
인해 소멸된 일자리가 존속기업이 순창출한 일자리를

주: 2005~14년중 자료를 대상으로 추산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미시자료, 저자 추산

능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순창출 규모가 마
<그림 18>

1)

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수 50인 미만 기

젊은 기업과 일자리 창출

업의 경우 업력이 짧을수록 퇴출로 인한 소멸률이 높
2)

신규일자리 기여율

아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향
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종사자수 100인 이상 기업은
대체로 업력과 무관하게 일자리 순창출 규모가 플러
스를 기록하고 있어 퇴출기업에 비해 성장기업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
주: 1) 2005~14년중 자료를 대상으로 추산
2) 업력 1년 이상 기업이 신규 창출한 일자리(기존 일자리 감소분 제외) 중 업력 1~5년
기업이 신규 창출한 일자리의 비중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미시자료, 저자 추산

기업연령 및 기업규모별 연평균 순일자리 창출
(천명)

기업규모
(종사자수)

기업연령

1~9

10~
49

50~ 100~ 300~
500+ 합계
99
299 499

창업

1015.1 160.2

31.1 24.9

5.4

13.3

1~5년

-597.5 -45.4

-0.6

5.2

5.2

-0.1 -633.1

6~10년

-157.7 -21.9

0.4

3.2

1.8

5.3 -168.9

11~15년

-52.3 -10.4

-0.1

3.4

2.1

3.5

-53.7

16년 이상

-50.1 -16.7

-3.5 -0.9

2.0

31.5

-37.6

합계

157.5

27.3 35.8

16.5

53.6

356.6

65.9

주: 2005~14년중 자료를 대상으로 추산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미시자료, 저자 추산

25) 이는 <그림 14>에서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통해 파악한 창업기업의 연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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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

한편,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전체 종사자수 및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
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26)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기
업과 젊은 기업이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27) 업력요
인을 통제하고 기업규모와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업력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양자 간 역의 관계는 사라지고(그림 19), 기

자료: Pyo et al. (2016)

업규모와 순일자리 증가율 간에 별다른 관계가 없거나
(Cho et al., 2017) 종사자수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 진입률의 하락 추세, 그로 인

으로 보면 오히려 양자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 신생기업 및 젊은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비중 감

28)

한다(Pyo et al., 2016). 이 같은 결과와 <그림 17>

소 추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 및 젊은 기업이

에 비추어 볼 때 기업규모보다는 기업연령이 일자리 창

지닌 상대적으로 큰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은 지속적인

출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활발히 생겨
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함을

<그림 19>

1)

2)

기업규모가 순일자리 증가율 에 미치는 영향

시사한다.

3. 기업규모 간 이동성

기업생태계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
고 생산적인 기업의 진입과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의 규모가 확장(scale-up)될 때 기업
주: 1) 연간 고용증감을 전년도와 당년도의 평균고용규모로 나누어 계산
2) 세로축은 순일자리 증가율의 기업규모에 대한 회귀계수를 나타냄
자료: Cho et al. (2017)

은 물론 경제 전체도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

26)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14년 현재 전체 사업체수의 99.9%,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09~14년 중 중소기
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율이 89%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16).
27) 전국사업체조사

미시자료에 의하면 2006~14년중 업력 5년 이내 존속기업(신생기업 포함)의 약 89%가 4명 이하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종사자수는 3명에 불과하다.
28) <그림 19>에서 보듯이 연령통제 후 기업규모가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Cho et al. (2017)과 Pyo et al. (2016)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기초자료 처리 방
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Pyo et al. (2016)의 분석 결과와 같이 종사자수 50인 미만 구간에서 나타나는 기업규모와 순일자리 증가율 간의 정의 관계는 <표 2>에 비추
어 볼 때 영세 자영업자의 퇴출률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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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창출될 수 있다. 반면, 기업규모 간 이동성 저하는

<그림 20>

기업규모 이동성지수

기존 기업의 고착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반영하므로
경쟁 약화 및 기업 진입·성장·퇴출의 역동성 약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의 기업규모 간 이동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주식시장 상장기업을29) 대상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의 기업규모 간 이동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
히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낮은 모습이다. <그림

자료: 한국거래소, DataGuide Pro, 저자 추산

20>을 보면 종사자수 기준으로 분류한 기업규모 계
층을 대상으로 시산한 이동성지수가30) 추세적으로 하

<표 3>

종사자수별 기업 이동률

락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규모 간 이동이 점차 어려워

종사자수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 3>을 보면 종사자수

1~9

100~299인 기업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차상위 계층 규모로, 즉 중
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
미한다.31) 이같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낮게 나

하방

상방

하방

상방

-

59.3

종사자수
500~999

25.0

15.9

10~49

3.7

34.3

1,000~1,999

32.0

21.3

50~99

13.1

37.6

2,000~2,999

18.5

37.0

100~299

11.7

19.5

3,000~4,999

18.6

32.6

300~499

23.1

23.1

5,000이상

8.6

-

주: 2010년 대비 16년에 규모계층이 달라진 기업의 비율
자료: 한국거래소, DataGuide Pro, 저자 추산

타나는 모습은 상장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제조업 사
업체 단위를 대상으로 살펴보아도 관찰된다(이병기,
2015). 이와 대조적으로 종사자수가 2000인 이상
5000인 미만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9)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기업 기준이며 현재 상장 페지된 기업도 포함한다.
30) 이동성지수는

기업규모 계층 간의 이행행렬을 바탕으로 기업규모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의 크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측정한다. 동 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Shorrocks (1978)를 참고하기 바란다.
31) 일부에서는

‘피터팬 증후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많은 정부 지원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새
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같은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 제약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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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방향별로 보면 최근 들어 규모가 확대된 기업의

(이동거리)

비중이 축소된 기업의 비중보다 크지만 축소폭에 비해
확대폭이 작아 규모 확장성이 제약되는 모습이다(그림
21).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규모가 확대된 기업수
가 축소된 기업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변동폭
까지 고려한 이동거리를32) 보면 하방 이동거리가 상방
이동거리보다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규모가 확
대된 기업의 평균적인 확대폭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기업의 평균적인 축소폭이 더 커 전체적으로는 축소폭
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이동방향별 규모 이동성
(규모이동기업의 비중)

주: 이동거리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자료: 한국거래소, DataGuide Pro, 저자 추산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약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또는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종사자 10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
체의 1.2%(2013년 기준)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집단
의33) 출하액 비중이 50%를 초과하는34) 것은(정규승
등, 2016) 대기업 편중 현상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대기업 편중 현상 또는 기업규모 간 이동성
제약은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비중 또
는 분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35) 우리나라는 시가총
액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주: 전체 상장기업 대비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DataGuide Pro, 저자 추산

편이다(표 4). 특히 시가총액 상위 3개 기업(삼성전
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의 비중을 보면 금융위
기 이전인 2007년말 17.8%에서 2016년말 25.3%
로 크게 늘어나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편중 현상이 심
화된 모습이다. 시가총액 최상위 1개 및 상위 2개 기
업의 비중도 각각 2007년말 8.8% 및 14.2%에서

32) 이동거리는 규모이동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또는 현재 계층에 비해 보다 멀리 떨어진 계층으로 기업규모가 이동할수록 길어진다.
33) 대규모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34) 2011년 50.7% → 2012년 52.0% → 2013년 51.5%
35) 대기업 편중 현상은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017년 상반기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으나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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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 20.2% 및 22.7%36)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의 경우 Alphabet, Amazon, Facebook과 같이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구성을 보

다수가 존재한다. 또한 2016년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면 10여 년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규모 확

10위권 기업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가 2005

대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주요국에 비해 제

년말 기준으로도 동 지위에 있었던 반면, 미국의 경

약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5). 예를 들어, 시가총

우 2005년말 기준으로는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던

액 상위 10위 비금융기업 중 1990년 이후 설립된 기

Apple과 Alphabet가 2016년말 현재 각각 시가총액

업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가 유일한 반면, 미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1) 비중

<표 4>
한국

미국

일본

영국

Euronext2)

독일

상위 1개

20.2%

2.1%

4.0%

5.1%

6.7%

5.5%

상위 2개

22.7%

3.7%

5.9%

7.0%

11.9%

10.9%

상위 3개

25.3%

5.2%

7.0%

8.9%

15.5%

15.4%

상위 10개

38.8%

12.4%

15.2%

18.2%

33.9%

39.8%

상위 30개

59.7%

24.1%

29.4%

33.2%

56.2%

68.2%

총기업수

746

5,665

2,002

982

854

485

주: 1) 2016년말(미국은 2017.3월말) 기준, 상장폐지업체 포함
2)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증권시장이 통합해 출범한 범유럽 단일증시
자료: KOSPI,

NYSE, NASDAQ, Japan Exchange Group, London Stock Exchange, Deutsche Borse, Euronext

시가총액 상위 10위 비금융기업1)4)

<표 5>
(한국)

(미국)

2005년

2016년

순
위

2005년

2016년

삼성전자

삼성전자

1

General Electric

Apple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2

Exxon Mobil

Alphabet2)3)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3

Microsoft

Microsoft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4

Wal Mart

Berkshire Hathaway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5

Procter & Gamble

Exxon Mobil

LG디스플레이

네이버3)

6

Johnson & Johnson

Amazon3)

SK텔레콤

삼성물산

7

Pfizer

Johnson & Johnson

LG전자

포스코

8

Altria Group

General Electric

KT

아모레퍼시픽

9

Intel

Facebook3)

기아자동차

SK텔레콤

10

IBM

AT&T

주: 1) 2017.5월말 기준 상장폐지기업 제외 2) Google의 지주회사 3) 1990년 이후 설립
4) 음영은 ’16년말 기준 상위 10위권 기업 중 ’05년말 기준으로는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던 기업을 나타냄
자료: Datastream

3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전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9.22일 현재 26%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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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동학 측면의 특징, 즉 비효율

1. 산업구조 변화속도

적 기업의 퇴출 지연, 신생기업의 진입률 하락 및 이
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감소, 기업규모 간 이동성 감

기업의 진입·성장·퇴출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약 또는 대기업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장

편중 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의 기업 역동성

기적으로 산업구조에도 역동적인 변화 모습이 나타날

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구조변화와 경제성장 간에는 양의 상관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Wölfl, 2005),

Ⅳ. 산업 역동성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가 소득탄력성이 높
은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이전 두 장에서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기업동학 측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기간을 제

면의 변화 모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

외하면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일인당 경제성장률과

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속

산업구조 변화속도37)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

도, 산업간 생산성 격차, 수출산업 역량 등에 대한 점

한다(그림 22). 다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8~13

검을 통해 우리 경제의 산업 역동성도 저하하고 있는

년) 중 구조변화속도와 성장률 간에 역의 관계가 나타

지 살펴보기로 한다.

난 것은 그리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국가들
이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그림 22>

산업구조 변화속도와 경제성장률
(1996~2001년)

(2002~07년)

(2008~13년)

자료: OECD

37) 산업구조 변화속도는 개별 산업의 비중 변화율을 동 산업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측정하는데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산업의 비중, 는 산업의 기와
기 비중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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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는 1980년대 이래

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속도 하락폭은 여타 OECD

하락하는 추세다(그림 23). 산업별로 구조변화속도를

회원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그림 24). 이는 우리나

보면 서비스업은 全산업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

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은 1990년대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더디게 일어났을

중반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동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

이와 같이 구조변화속도가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3>

산업구조 변화속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한국은행, 저자 추산

<그림 24>
(2002~07년 vs 1996~2001년)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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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속도 변동
(2008~13년 vs 2002~07년)

(산업구조 변화속도 변동폭)

2. 산업간 생산성 격차

<그림 26>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
(한국)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큰 상황에서 산업구조의 고도
화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성장에 부정적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대 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그림 25).

<그림 25>

산업별 노동생산성
자료: 이근희(2016)

(주요국 비교)

주: 근로자 일인당 부가가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추세

주: 2014년 기준
자료: 이근희(2016)

적으로 확대되면서 2014년 현재 동 격차는 OECD 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26).

가운데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제조
업에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 증가하고 있다(그림
27).38)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으

38) 제조업 생산방식이 자본집약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제조업 취업유발계수가 서비스업에 비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10억원)
►제조업(A)
►서비스업(B)
(A)/(B)
자료: 한국은행

2000년
20.3
30.7
0.66

2005년
14.6
24.0
0.61

2010년
9.4
18.3
0.51

2014년
8.8
17.3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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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취업자수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 있다. 주요국의 경우에도 서비스업 취

부가가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에 따

업자수 비중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업과

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이 우리 경제

기타 업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아 서비스업 부

전반의 생산성 및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보몰효

가가치와 취업자수가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가39)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40) 물론 문제는 산업구

(그림 28).

조 고도화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가 아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1) 및 취업자수2) 비중

<그림 27>
(제조업)

(서비스업)

주: 1) GDP 대비 비중 2)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서비스업 부가가치1) 및 취업자수2) 비중

<그림 28>
(미국)

(일본)

(독일)

주: 1) GDP 대비 비중 2)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9) 보몰효과는

고생산성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노동이 이동하면서 저생산성 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40) 이홍직·장준영(2007)은

우리나라의 산업간 생산성격차 확대가 고용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시켰고 생산성격차가 고용구조의 변화
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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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역량을 수출품목의 다

3. 수출산업 역량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요국에 비해 일부 수출품목
우리나라와 같이 성장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하고 상위 수출품목42) 구성에

미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출산업의 역량이 다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수

화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출액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점

수출이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차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 현재 전체 수출액의 1/3

확대되면서 수출 순위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현

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

41)

재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9).

다(그림 30). 또한 수출액 상위 50개 품목의 비중도
2015년 현재 전체 수출액의 70%를 초과하고 있어 주

<그림 29>

수출 비중
(우리나라)

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수출액 상위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5.2, 2015년 기준) 수출품목의 집중도가
주요국(일본 5.1, 중국 4.8, 미국 4.7, 독일 4.6)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43)

(주요국 비교, 2015년 기준)

주: 전세계 수출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41) 12위(2005) → 11위(’06) → 9위(’09) → 7위(’10) → 6위(’15)
42) 수출품목은 HS 4-digit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43)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수출액 상위 50개 품목의 비중을 각각 제곱한 후 더하여 산출하였으며 동 지수의 값이 클수록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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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위 품목1) 비중

<그림 30>
(상위 5개 품목)

주: 1) 품목은 HS 4-digit 기준
자료: UN Comtrade

(허쉬만-허핀달 지수2))

(상위 50개 품목)

2) 상위 50개 품목 기준으로 산출

다음으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액 상위 5

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무역수지(통관기준)는

개 품목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간 수출역량의 저변 확

2000년대 중반 흑자로 전환된 이후 그 규모가 점차

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반도체·전자제품, 자동차,

확대되어 왔으며, 2017년 1~8월중 341.3억 달러의

석유제품 등에 집중된 모습이다(표 6). 최근 우리 경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무역수지

제의 반도체 의존도 심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흑자의 무려 5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44) 예를 들

출역량이 일부 품목에 집중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

어, 2017년 상반기 중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에

요 수출품목이 중국 등 후발 추격국의 경쟁력 있는 수

대한 업종별 기여율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

출품목과 겹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 수출경쟁력이

도체·전자 1개 업종이 무려 65.3%를 차지하는 것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45)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5개 품목1)

<표 6>
2000년
1

2005년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11.6)

2

승용자동차

3

사무용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2010년

2015년

승용자동차

(9.6)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8.1)

전자집적회로

(9.9)

(6.9) 전자집적회로 와 초소형 조립회로

(8.6)

화물선, 부선, 유람선 등의 선박

(8.0)

승용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7.9)

(5.8)

(7.1)

승용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6.8)

석유 및 역청류

(5.8)
(5.7)
(4.4)

무선통신용 송신기 및 카메라 등

4

자동자료처리기기

(5.4)

석유 및 역청류

(5.3)

석유 및 역청류

(6.5)

전화기 및 송수신용
기타 기기

5

석유 및 역청류

(5.2)

화물선, 부선, 유람선 등의 선박

(5.3)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및 기타
광학기기

(6.4)

자동차 부속품

주: 1) HS 4-digit 기준 2) ( ) 내는 수출비중
자료: UN Comtrade

44) 앞서

<표 5>에서 살펴본 2016년말 현재 시가총액 상위 2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 심화
현상은 수출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편중 현상은 근래 설비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5) 실제로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국가와 경합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현창·김보경(2017)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 대해 중국 등 교역비중이 높은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수입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은 성장세가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출구조 다변화 등을 통한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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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우리 경제의 산업 역동성에 대해 점검해

<그림 31>

혁신부문 경쟁력 순위
(혁신)

본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속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
는 가운데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 수
출산업의 역량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간 우리 경
제의 산업 역동성이 저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Ⅴ. 혁신 역량

지금까지 거시지표, 기업동학 및 산업구조 측면에
(과학연구기관의 질)

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혁신부문 경쟁력,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기술혁신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역
량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혁신은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 종종 경제성장의 근원적 요인으로 간주될 정
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46)

1. 혁신경쟁력

역동성이 높은 경제일수록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
(과학기술자)

과정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지속적
인 생산성 향상 및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 혁신경쟁력은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 세계경제포
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평가한 우
리나라의 혁신부문 경쟁력 순위는 2007년 8위에서
2016년 20위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31). 또한 동 기간 중 과학연구기관의 질 경쟁
력은 11위에서 34위로, 과학기술자부문 경쟁력은 13
위에서 39위로 각각 크게 하락하였다.
자료: WEF

46) 연구개발투자 및 혁신에 기반한 창조적 파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Stokey (1995), Aghion and Howitt (1992)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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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주요국의 R&D 투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4년 현재
4.3%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2). 또한 취업자 가운데 R&D 종사자가 차지
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
이고, R&D 투자에 따른 특허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건수는 미·
일·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기준으로 세계 4

주: 2014년 기준
자료: OECD

위, 특허협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주요국의 R&D 종사자수)

가입국에 일괄적으로 효과가 있는 PCT 특허 기준으
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32>

R&D 투자 및 종사자 비중
(우리나라의 R&D 투자)

주: 2014년 기준
자료: OECD 기준

그러나 이 같은 양적인 측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R&D 경쟁력 및 효율성은 높은 간접비 등
으로 인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의 저조한 R&D 투자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
자료: OECD

중·일 상장기업의 평균 R&D 투자 대비 무형자산 배
율을 비교해 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11.8, 일본
22.1, 중국 29.7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정민·한재진, 2015). 2010년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동 배율이 각각 1.5배, 2.5배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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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0.6배 감소하였다.47) 한편

3. 기술혁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R&D 투자 비중(GDP 대비)
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추세) 간에 역의 관계를 보이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 혁신부문 경쟁력 약화

고 있다(그림 33). 이는 낮은 투자효율성 등으로 인해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R&D 투자 비중 상승이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이어

있다. <표 7> 및 <그림 34>에서 보듯이 미국 등 주요

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진국에 대한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혁신
적인 선행기술 개발에 뒤처져 선진기술에 대한 수입의

<그림 33>

R&D 투자와 총요소생산성
(한국)

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OECD 주요국의 경우 연
구개발집약도(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가 높을
수록 대체로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48),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집약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기술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투
자의 낮은 효율성과 기술혁신의 부진을 동시에 보여주
는 것이라 하겠다.

<표 7>

주요 선진국에 대한 기술무역수지 적자
(연평균, 백만달러)

2001~05(A)

2011~15(B)

(B)-(A)

미 국

1,969.8

6,030.8

4,061.0

일 본

429.5

565.7

136.1

독 일

104.7

303.4

198.7

(일본)

영 국

132.7

318.6

185.9

합 계

2,636.7

7,218.5

4,581.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자료: OECD

47) 김세직(2016)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을 투자율로 나눈 투자효율성 지표가 지난 15년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R&D 투자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48) 예를 들어 독일, 일본 및 미국의 경우 2015년중 연구개발집약도가 2010년 대비 각각 0.21%p, 0.15%p 및 0.05%p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기술무역수지 흑자규모도
38.8%, 27.3% 및 35.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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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 선진국에 대한 기술무역수지 적자

요 거시지표를 보면 저성장의 고착화, 선진국과의 성
장률 격차 축소, 성장잠재력 약화, 생산성 둔화, 인구
고령화 등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기
업동학 측면에서는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 지연, 신생
기업의 진입 감소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감소, 기
업규모 간 이동성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
성 제약 또는 대기업 편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를 보면 변화속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산업의 역량은 일

주: 對미국·일본·독일·영국 적자 합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이전 세 장에서 주요 거시경제지표, 기업동학 및 산
업구조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 모습을 확

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혁신역량 측면에
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기술혁신 부진으
로 선진기술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 살펴본 혁신경쟁력 순위

이와 같이 정성적으로 평가해 본 우리 경제의 역동

하락,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 기술혁신 부진에

성 저하 모습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요 거시

따른 선진기술에 대한 수입의존도 심화 등 혁신역량

지표, 기업동학,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 측면에서 점

약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관련한 또 다른 단

검해 본 항목 중 13개를 선정한 후 각 항목의 표준화

면으로 볼 수 있다.

점수를 산출해 보았다(그림 35). 동 방식으로 산출한
2015년의 항목별 표준화 점수를 보면 모든 항목에 걸
쳐 2007년에 비해 낮은 모습인데 이는 그간 우리 경

Ⅵ.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제의 역동성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 경
제의 전반적인 역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1. 종합평가

참고할 목적으로 연도별로 항목별 점수를 합성하여 경
제 역동성지수를 작성해 보았다.49) 그 결과를 나타낸

지금까지 주요 거시지표, 기업동학, 산업구조 및 혁

<그림 36>을 보면 앞서 정성적으로 평가한 바와 같이

신역량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본 우리 경제의 역동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지난 15년간 추세적으로 저하

성은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9) <그림 35~36>의 역동성지수 작성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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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우리 경제의 역동성 상황1)

<그림 36>

우리 경제의 역동성지수3)

기준선2)

주: 1) 다음과 같이 거시지표, 기업동학,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 측면의 13개 항목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 상황을 요약: 【거시지표】 경제성장률(추세), 소비·투자(GDP대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비중 추세), 생산성(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세, 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세), 인구구조(고령인구비중); 【기업동학】 기업진입(진입률), 기업퇴출(법인기업 퇴출률, 한계
기업 비중), 젊은 기업 고용(젊은 기업의 고용 비중), 기업규모 간 이동성(이동성지수 추세); 【산업구조】 산업구조 변화속도(추세), 산업간 생산성 격차(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
추세), 수출집중도(허쉬만-허핀달 지수 추세); 【혁신역량】 혁신경쟁력(WEF 혁신부문 경쟁력 점수), 기술혁신(기술무역수지 적자 추세)
2) 각 항목별 점수는 2002년 이후 자료를 대상으로 표준화 후 평균이 3이 되도록 조정하여 산출
3) 연도별로 항목별 점수를 합성하여 시산(자세한 방법은 <부록 3> 참조)
자료: 저자 추산

2. 정책과제

출 및 성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계기업이 적
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비할

이와 같이 저하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필요가 있다.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

한편 성장잠재력 약화, 투자수요 감소 등 경제 전반

하고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끊임

의 활력 저하를 야기하는 인구구조 변화(생산가능인구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

감소 및 고령화 진전)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를 주

히 역동성 제고 및 이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은 새 정

도하는 근원적 요인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의 국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직·간접적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용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진입률 하락 추세,

참가율 제고 등을 통해 유효노동공급을 확충하고 생산

신생기업과 젊은 기업의 높은 일자리 창출력 등에 비

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

추어 볼 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적

쇄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편

창업기업의 진입 활성화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을

의상 기업 역동성, 산업 역동성 및 혁신역량으로 나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

어50)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및 제반 여건 조성

여 신생기업의 진입, 생산적인 젊은 기업의 일자리 창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0) 이는 논의 전개의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업 역동성, 산업 역동성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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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동성 제고)

부통제’, ‘기업활동장벽’, ‘무역·투자장벽’의 세 항목으

우선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

로 구성되는데 OECD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히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혁신적 기업

가격통제를 통한 기업경영간섭 등 정부통제가 점차 강

가정신의 발현 및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완화하

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53) 우리나라에서 정부통제

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51) 기업지배구조 개

가 강화되는 모습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정부규제

선,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순위를

할52) 필요가 있다.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동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OECD가 경

2007년 8위에서 2016년 105위로 크게 하락하여 정

제 전반에 걸친 규제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 개발한 시

부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

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지수

업활동장벽’은 창업에 요구되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소

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경쟁제한적 규

요시간 단축 등으로 과거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으

제가 강한 편에 속한다(그림 37). 동 지수는 크게 ‘정

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그림 37>

시장규제지수 및 정부규제부담
(우리나라의 시장규제지수)

자료: OECD

(주요국의 시장규제지수)

주: 2013년 기준
자료: OECD

(우리나라의 정부규제부담)

주: 숫자가 클수록 부담이 커짐
자료: WEF

51)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무조정실(2017)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
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도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
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2)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위해 제시된 5대 국정전략 중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3) 정부의

가격통제 및 기업경영간섭에 대한 PMR 지수(2013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3.09 및 2.28로 OECD 평균(1.44 및 1.67)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높은 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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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

나 쇠퇴기에 진입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혁

선해야 하는 이유는 동 규제가 강할수록 신생기업의

신적이고 성장지향적인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요구가

진입 및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어려워져 역동성이 저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58)

하되고 기술혁신,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제 전반
의 생산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회

(산업 역동성 제고)

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경쟁제한적 규제

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구조조정 시

완화가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고(Nicoletti and

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

54)

Scarpetta, 2003; 2005) , 시장규제가 완화될수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활력법59) 등을 활용하여 기업

록 생산효율성이 개선되며(김도완·한진현·이은경,

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

2017),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수록 기업 진

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60) 또한 기업 인수합병 등

입률이 상승하는(OECD, 2003)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으로 기업·연구기관·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관련 법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의 정비도 필요하다.

통해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기업생태계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간 생산성 격차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조성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대외개방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벤처캐피

확대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

55)

탈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 , 창업실패 용인 및 재기 지

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61) 특히 우리 경제의

원56) 등을 통한 벤처기업57) 창업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강점인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생산성 파급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성숙기를 지

큰 생산자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62) 다만, 제

54) 한성훈·임시영(2008)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규제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며, 산업별로 보면 동 효과는 주로 서비
스업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동렬·이종한·최종일(2015)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규제지수와 노동생산성 간 장기균형 관계에 대한 패널공적분 벡터를 추정하
여 경제규제지수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55)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규모는 2009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M&A 시장의 미발달로 자금회수단계에서 어려움이 존재하여 벤처캐피탈 사이클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56)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산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출 및 정책금융 중심의 벤처생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대출에 의존한 창업은 실패 시 창업가의 재기가능성을 낮추고 도
전정신을 저해하여 벤처산업으로의 재진입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7)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 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목표로 창업하는 신생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등
을 의미하기도 한다.
58)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였다. 또한 가칭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엔젤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새 정부는 지난 7월말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반영된 8000억 원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8300억 원을 한
국모태펀드(정부 벤처펀드 출자금)에 신규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단순 출자 확대보다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 등 역동적인 벤체생태계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9)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정상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상법상 사업재
편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지원 등)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6년 2월에 제정되어 동년 8월에 시행된 특별법이다.
60) 일본은 장기불황 극복 과정에서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법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보
다 효과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61)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경제 구축을 위해 금년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
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62) 생산자서비스업은 연구개발, 정보처리, 디자인, 마케팅 등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업으로 대부분이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권우현(2017)에 따르면 지식
재산서비스업은 전문지식 및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제조업과의 긴밀한 협력 등 전후방효과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
는 생산자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신현열, 2005).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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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서비스업 간 가치사슬이 아직 취약한 상황임을

가 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인

감안하여 정부가 R&D 투자63), 공공구매 등을 통해

정하고 규제를 통한 간섭이나 개입을 자제하면서 시장

초기 시장조성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시장을 제대로 설계

64)

한편,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는

중소기업의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McMillan, 2003).67)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65) 완화

그런데 그간 우리 정부가 자유로이 발현된 기업가정

및 우리 경제 전체의 R&D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신을 바탕으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있다. 예를 들어, 민관 공동 투자기술 개발사업66) 등의

수 있도록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했

추진은 중소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주역으로 발

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경쟁제

전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구축, R&D 성과 사업화 등

한적 규제가 강한 편임을 이미 살펴보았다. 일부 연구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

(이주호·최창용, 2017)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업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D

혁신을 위한 정부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투자의 산출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업에 R&D

하고 한국 정부의 혁신 관련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투자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R&D 투자

대학정책 등이 선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확대는 우리 경제 전체의 R&D 투자 효율성 개선으로

것을 장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게 만들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우리 경제의

었고 각 기술단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차단함으

혁신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로써 선도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그 동안의 통제와 간섭 위주

(혁신역량 제고)

의 관치를 혁파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을

였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설문조사

바탕으로 생산요소 간의 자유로운 신결합 등을 통해

(Executive Opinion Survey) 결과에 우리나라에

활발한 창조적 파괴 및 부단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서의 주요 기업 애로사항으로 정책 비일관성, 비효율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

적 정부관료주의, 경직적 노동규율 등이 주요국에 비

업·민간 주도형 경제성장 구조 하에서 시장개입을 최

해 비중있게 언급되고 있는 점에(그림 38) 비추어 볼

소화하고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지대추구행위

때 아직 혁신적 기업가정신이 자유로이 발현될 수 있

감시 등에 주력하면서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필요

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3) 우리나라의

全산업 대비 서비스업 R&D 비중은 2014년 현재 8.3%로 일본(12.4%), 독일(13.2%), 미국(2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6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2011년 현재 27%로 OECD 평균(4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65) 2014년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0.5%에 불과하다.
66)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 출연해 조성한 협력펀드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동 사업은 기술 상용화와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67) McMillan

(2003)에 의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사유재산권 보호, 정보의 원활한 유통, 약속에 대한 신뢰기반, 경쟁 장려, 시장거래로 인한 제3자 피해
최소화 등이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여기서 소유권과 재산권을 명확히 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결정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등
기본적인 규범을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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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주요국의 기업경영 애로사항

주: 설문조사에서 기업경영 애로사항(most problematic factors for doing business)으로 가로축 상의 항목을 응답한 비중
자료: WEF 「Executive Opinion Survey 2016」

기업가정신이 자유로이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리 정부의 각종 혁신 관련 정책이 선도자들의 위험 감수

될 경우 혁신적 창업기업의 진입도 활발히 이루어져

및 도전을 장려하기 보다는 위험 회피 성향을 높인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실증된 사실이라면68),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혁신·

다.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노력과 더불어 합

도전에 따른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

리적 기준·절차에 따른 유연성 제고도 인력의 선순환

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실패가 개인

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파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등 관련 제도를 정

있을 것이다.

비하여 기업가정신 발현에 따른 위험부담을 일정 수준

한편, 앞서 언급한 일부 연구에서 제기한 비판, 즉 우

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만 하다.69)

68) 이주호·최창용(2017)의 비판이 실증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69) 미국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시행으로 파산 시 창업자는 투자금만 손해를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대보증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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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통계로부터 바로 구해진다. 따라서 기업상태별로 순
창출한 일자리를 파악하는 문제는 특정연도의 존속기

기업상태별 순일자리 창출(그림 14) 작성방법

업이 순창출한 일자리를 파악하는 문제로 귀결되며 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본문의 <그림 14>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연도

먼저 년도의 활동기업 종사자수에서 소멸기업 종사

별로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의 종사자수 정보

자수를 차감하여 구한 년도말 현재 총일자리수(고용

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청「기업생멸행정통계」이다.

규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한

특정연도의 활동기업에는 그 해 새로 진입한 신생기

일자리수를 차감하면 년도에 순창출된 일자리수( 년

업, 그 해 영업활동을 영위하다가 퇴출된 소멸기업이

도의 고용 증감)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의상 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소멸기업에 대한 정보는 그 다

에 순창출된 일자리수는 년도 존속기업이 순창출한

음 해에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므로 1년의 시차를 두고

일자리수에 신생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수를 더하고 소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반영되고 신생기업은 전년도 활

멸기업의 일자리수를 차감한 것과 같아야 한다. 따라

동기업에 존재하지 않던 기업이 새로 진입한 경우이므

서 년도 존속기업이 순창출한 일자리수는 년도에 순

로 기업생멸행정통계 상의 첫 해에는 신생기업에 대한

창출된 일자리수에서 년도 신생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 같은 기업생멸행정통계의 특

수를 차감하고 년도 소멸기업의 일자리수를 더하여

성에 유의하면서 기업상태별 순일자리 창출, 즉 신생

구할 수 있다. 또는

기업, 존속기업, 소멸기업이 연도별로 순창출한 일자

은 년도에 존속하거나 소멸하므로 년도 존속기업 및

리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의상 특정연도의 신

소멸기업의 종사자수에서

생기업은 그 해에는 일자리 증가에만 기여하고 소멸기

기업의 종사자수를 차감하여 년도 존속기업이 순창출

업은 일자리 감소에만 기여하므로 특정연도에 신생기

한 일자리수를 구할 수도 있다.

년도말 현재 총

년도의 신생기업과 존속기업

년도 신생기업 및 존속

업과 소멸기업이 순창출한 일자리수는 기업생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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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 기업연령 산정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창설연월 정보를 포함

기업연령별 일자리 창출·소멸률(그림 17) 작성방법

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영업활동(종업원 고용, 매출
액 발생 등) 시작 시점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사업

(1) 기초자료
본문의 <그림 17>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연도
별로 사업체에 대한 식별번호, 법인식별번호, 산업
분류, 창설연월, 종사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

체가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에 처음 등재된 연도를 그
사업체의 창업연도로 간주하고71) 업력을 산정하였다.
기업연령(firm age)은 소속 사업체 중 가장 오래된
사업체의 업력을 사용하였다.

는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미시자료이다. 전국사업
체조사의 대상은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국방·
가사서비스, 국제기구·외국기관, 간이판매상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이다. <그림 17>은 이 중 해당 산
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도·소매업, 운
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
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
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
다. 또한 사업체식별번호와 법인식별번호가 함께 이
용가능한 첫 해인 2005년부터70) 가장 최근 자료 수
록 연도인 2014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사업체
(establishment) 수준에서 기업(firm) 수준으로 기

(3) 결측치/이상치 처리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통계이므로 결측치(missing
value) 및 이상치(outlier)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격년으로 등장하는 사업체는 결측연도에 존속한 것으
로 간주하고 그 해의 종사자수는 전년도와 차년도의 평
균 종사자수로 보정하였다. 연속으로 2년 이상 결측된
후 다시 등장하는 사업체의 경우 동 결측연도의 정보는
보정하지 않고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기업수준에서는
소속 사업체 모두가 신규인 경우 신생기업으로, 모두
가 퇴출된 경우 소멸기업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이상
치의 과도한 영향력을 조정하기 위해 기업연령별·종
사자규모별 일자리 증가율 분포에서 양 극단 부근에 위
치한 자료는 제거하였다.

초자료를 가공하였다.

70) 2004년 자료는 2005년중 신생/퇴출사업체 여부 판단 또는 결측치 보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71) 단, 전국사업체조사의 첫 조사연도인 2004년부터 등재된 사업체의 경우 조사표 상의 창설연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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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연령별 일자리 창출·소멸률 계산

한편, 기업연령별로 살펴본 퇴출로 인한 일자리 소

<그림 17>의 기업연령별 일자리 창출·소멸률은

멸률은 개념적으로 업력 인 활동기업의 전체 종사자

Decker et al. (2014)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연령

중 업력 가 되는 해에 소멸되는 기업의 종사자 비중

별로 존속기업의 일자리 창출률 및 퇴출로 인한 일자

을 의미한다. 업력 가 되는 해에 소멸되는 개별기업

리 소멸률을 계산한 것이다. 업력

의 일자리 증가율

인 존속기업

는 평균 증가율로 계산 시 항상

의 일자리 창출률 는 업력 인 개별 존속기업 의 일

–200%가 되며 그 기업의 종사자가 업력 인 활동기

자리 증가율

업의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를 동 개별기업의 종사자수로 가중평

는 아래와 같

균해서 구한다. 단, 개별기업의 일자리 증가율 계산

이 산출된다. 기업연령별로 퇴출에 따른 일자리 소멸

시 분모에는 동 기업의 전년도와 금년도 평균 종사자

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수

을 사용하며72), 가중평균 계산 시 사용되는 개별

기업의 비중

도 아래와 같이 평균 종사자수를 토대

▶

기업퇴출로 인한 일자리 소멸률:

로 산출한다.

▶

존속기업의 일자리 창출률:

( : 업력 인 활동기업의 전체 종사자수,

;

: 업력 가 되는 해에 소멸되는 개별기업
의 종사자수(

(  : 업력 인 존속기업 의 종사자수;
: 업력 인 존속기업들의 집합,

)

);

: 업력 가 되는 해에 소멸되는 기업들의 집합)

72) 이와 같이 “평균 증가율”을 사용하게 되면 증가율의 범위가 –200%와 +200% 사이로 한정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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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다음으로 항목별로 표준화된 개별 변수의 합산지수
역동성지수(그림 35~36) 작성방법

를 산출하고 이를 표준화한 후 평균이 3이 되도록
조정하여 항목별 역동성지수

를 산출한다.

본문의 <그림 35~36>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역
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참고할 목적으로

▶

항목별 역동성지수:

주요 거시지표, 기업동학,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 측면
에서 살펴본 항목 중 13개를 선정하여 항목별 역동성

,

,

지수를 산출하고 다시 이들을 합성하여 하나의 경제
역동성지수를 작성한 것이다. 물론 동 지수는 공식통
계도 아니고 구성 항목 및 각 항목 내 개별 변수를 어

( : 항목 를 구성하는 개별 변수의 개수)

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적인
시도로 보아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
식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항목별 역동성지수의 합산지수

출하고 이를 다시 표준화한 후 평균이 3이 되도록 조

우선 각 항목을 구성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개별 변

정하여 경제 역동성지수

를 작성한다.

수들은 단위와 변동폭이 상이하므로 특정 변수의 과도
한 영향력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
▶

변수를 2002~16년중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경제 역동성지수:

표준화한다.73)
,
▶

각 항목별 개별 변수의 표준화:

,
(

: 항목 를 구성하는 번째 개별 변수의 기
값,

,

;

: 항목 를 구성하는 번째 개별 변수의 표준편차)

73) 항목 내 개별변수가 2002~16년중 결측값을 가질 경우 실측값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값으로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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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를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