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Ⅰ. 머리말
Ⅱ. 신생기업 감소 현황
Ⅲ. 신생기업 감소의 원인
Ⅳ. 신생기업 감소의 거시경제적 영향
Ⅴ. 맺음말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Tel. 02-759-4434
samil.oh@bok.or.kr
이상아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조사역
Tel. 02-759-4291
lee.sanga@bok.or.kr
강달현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조사역
Tel. 02-759-4262
kangdalhyun@bok.or.kr

신생기업(startup)은 고용창출의 주요 경로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신상품을 시장에 도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한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감
소하고 기업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startup deficit)이 전 산업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신생기업 감소가 기존기업의 퇴출 감소
와 함께 진행되면서 기업동학의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신생기업 감소에는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신생기업 감소에 의한 기업 고령화는 노동생산
성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전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 연령별 분포 변화로 인해
2017~18년중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순고용창출률이 2001~02년 대비
각각 2.1%p, 1.2%p 하락하였다. 또한 고용탄력성이 높은 젊은 기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는 신생기업 감소가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쟁 심화 등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들은 정책
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도 기업의 시장진입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
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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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노동생산성 증가가 음(-)의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신생기업 감소가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를 제약한다고

신생기업(startup)은 고용창출의 주요 경로일 뿐만

분석하였다.

아니라 생산성 등 거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국내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신생기업 감소 현상

먼저 신생기업이 전체 고용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약 9%이며 이후에도 확장, 축소 및 퇴출을 거치며 고

국내 기업체 단위 데이터(firm-level data)3)를 이용

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신생기업은

하여 신생기업 감소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

신기술과 신상품을 시장에 도입(innovation)하고 시

한 이를 바탕으로 신생기업 감소가 노동생산성, 고용

장경쟁을 촉진(pro-competition effect)하여 전체

창출 및 경기와 고용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신생기업 진입

는지를 살펴보았다.

과 기존기업 퇴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별과 자원재배
치는 노동생산성 증가의 주요 동력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절은
신생기업 감소 현상을 분석하고, 제Ⅲ절은 신생기업

그러나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신생기업 출현이

감소의 원인을 살펴본다. 제Ⅳ절에서는 신생기업 감

감소하면서 경제의 역동성(business dynamism)이

소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제Ⅴ절은 주요 결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 미국의 경우

과를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1980년대 초반 약 13%였던 신생기업 비중이 2012
년 약 8% 수준으로 추세적으로 감소하였다. 문헌에서

Ⅱ.신생기업 감소 현황

는 이러한 현상을 ‘startup deficit’이라고 부르며 그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주요 문헌을 살펴보면, Pugsley & Sahin(2019)
은 신생기업 감소에 의한 기업 고령화가 고용창출을
둔화시키고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한다고 분석
하였다. Decker et al.(2014)은 신생기업이 감소하
면서 고용재조정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였다.
Karahan et al.(2019)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
동공급 증가율 감소가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

본고는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였다. 전국사업
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전국 및 전산업 단위의 조사
로 2018년 기준 조사대상은 사업체 410만개, 종사자
2,220만명이다. 한편 본고는 Alon et al.(2018)을
따라 기존기업에서 파생된 사업체의 경우 신생기업이
아닌 기존기업의 확장으로 해석하였다.4) 따라서 본사
소속의 공장,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은 분석 대상에

고 평가하였다. 또한 Alon et al.(2018)은 기업 연령

1) Criscuolo et al.(2014)는 신생기업 감소 현상이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였다.
2) 최근 기업동학(firm dynamics)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규모(size)뿐 아니라 연령(ag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Haltiwanger et al., 2013).
3) 전국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4) 기존기업에서 파생된 사업체는 신규 사업체의 특성보다는 기존기업의 특성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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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하였으며,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이용 가 <그림 2>

8년 이상 기업 및 고용 비중1)

능한 모든 통계를 활용하였다.
먼저 <그림 1>을 보면 신생기업 비중5)이 2000년
대 초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2년
19.0%였던 신생기업 비중은 2018년 11.7%로 크게
감소하였다. 신생기업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신생기
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1.1%에서
2018년 6.1%로 감소하였다.6) 반면, <그림 2>를 보
면 연령이 8년 이상(mature)인 기업이 전체 기업 및

주: 1) 1994~2018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저자 계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그림 1>

산업별 신생기업 비중 변화

신생기업 및 고용 비중1)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저자 계산

주: 1) 1994~2018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저자 계산

신생기업 감소 현상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특정 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을 보
면 2001~02년 대비 2017~18년 중 신생기업 비
중은 제조업(12.4% → 7.4%), 건설업(19.6% →
11.6%), 도소매업(16.7% → 12.2%) 및 여타 서비
스업 등에서 일제히 감소하였다. 또한 통신·금융·

5) 신
 생기업 비중(%)=

(당해년도에 시장에 진입한 신생기업 수)
(당해년도 전체 기업 수)

×100

6) 이
 는 신생기업의 감소(extensive margin)가 고용규모가 큰 신생기업의 등장(intensive margin)에 의해 상쇄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신생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200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2001~06년 2.8명 → 2007~12년 2.8명 → 2013~18년 2.9명)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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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사업서비스업 등 하이테크(high-tech)

<그림 5>

연령별 기존기업 퇴출률

산업의 경우에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 신생
기업 비중은 역시 감소(17.7% → 13.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 산업에 걸친 신생기업 감소는
동 현상이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sectorspecific factor)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공통 요
인(common factor)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림 4>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감소가
기존기업의 퇴출 감소와 함께 진행되면서 기업동학의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저자 계산

역동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모습이다. 신생기업 감
소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기존기업 퇴출률 하락에 영

<그림 6>

연령별 기업 비중

향을 미친다. 먼저 신규 진입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퇴출률이 높은 젊은 기업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구성효
과(composition effect)에 의해 기존기업 퇴출률이
하락한다.7) 다음으로 신생기업 감소는 경쟁 완화 등
을 통해 기존기업의 퇴출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림 5>를 보면 7년 이하(young) 및 8년 이상
(mature) 기업의 퇴출률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성효과 경로 외에도 신생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저자 계산

<그림 4>

신생기업 비중 및 기존기업 퇴출률

기업 감소가 경쟁 완화 등을 통해 기존기업의 퇴출률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8)
이러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 감소는 결과적으로 기
업의 고령화로 이어진다. <그림 6>은 연령별 기업 비
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젊은 기업의 비중이
줄고 8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고령기업 비중이 늘어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저자 계산

7) <그림5>를 보면 7년 이하 기업의 퇴출률이 8년 이상 기업의 퇴출률보다 2배 이상 높다.
8)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연령별 기존기업의 퇴출률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기업의 퇴출률 하락은 대부분 구성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Pugsley & Sahin, 2019, Karahan et al., 2019).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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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Ⅲ.신생기업 감소의 원인

신생기업 비중 및 인구 증가율

2000년대 초반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신생기업 감소 현상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
려우며,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쟁 심
화, 상품시장 규제 강화, 시장집중도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세 둔화와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경쟁 심화가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 )는 식 (1)의 동학식(a law of motion)을 따른

1. 인구구조 변화: 노동공급 증가세 둔화

다.10)
(1)

기업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진입비용과 채용비용
을 부담하게 된다. 진입비용은 행정규제, 세금, 기술
관련 비용을, 채용비용은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초기 인건비를 의미한다. 이때 노동공급의 증가는
임금상승 압력을 둔화시키고 구인 기간을 단축시켜 기
업의 채용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채용비용 감
소는 기업의 시장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유인으

반면 노동공급은 t기에 존재하는 인구( )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비율( )
로 증가한다(
상태에서 노동자 1인당 기업 수(

). 따라서 완전고용
)는 식 (2)

의 동학식을 따른다.

로 작용한다. <그림 7>을 보면 신생기업 비중과 핵심
(2)

연령층 인구 증가율이 유사한 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공급 중가율과 신생기업 간의 이론적 관계는 기
업동학 모형9)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제를 가정할 경우, 매기마다
의 기업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의 기업이 시장

에서 퇴출된다. 따라서 경제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1인당 기업 수가 일정한 값
( )을 가지는 균형 성장경로에서 신생기업 비중은 식
(3)과 같이 정해진다.
균형 신생기업 비중 =

9) 모
 형 도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Karahan et al.(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10) 여
 기서 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퇴출률을 의미하며, 개별 기업들은 동일한 규모(취업자 수)를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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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8>

<그림 9>

실제 및 균형 신생기업 비중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신생기업 비중 및 수입 비중1)

주: 1) 최종재 수입액/GDP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국민계정

결국 균형 신생기업 비중은 노동공급 증가율( )과 기
존기업 퇴출률( )의 함수로 표현되며, 균형 신생기업
비중은 노동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
기존기업의 퇴출이 늘어날수록(

<그림 10>

산업별 신생기업 비중 및 수입의존도 변화1)

),
) 높아진다.

이러한 이론적 관계를 기반으로 국내 노동공급 증가
율과 기존기업 퇴출률을 활용하여 산출한 균형 신생기
업 비중은 실제 신생기업 비중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그림 8> 참조). 이는 노동공급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인구구조 변화가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
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 1) 2003년 대비 2015년 변화를 나타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투입산출표

2. 국제경쟁 심화
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감소 현상은 대외개방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는 가격하락과 경

확대와 함께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

쟁심화를 통해 국내 잠재적 경쟁기업의 시장진입

업별로 신생기업 비중 변화와 수입의존도 변화를 살펴

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ugsley &

보더라도 수입의존도가 상승한 산업일수록 신생기업

Sahin(2019)은 국제경쟁 심화가 미국 내 신생기업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10>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였다. <그림 9>

참조).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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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시장 규제 강화 및 시장집중도 증가

<그림 12>

시장집중도1) 및 산업집중도2)

일반적으로 상품시장 규제 강화는 진입장벽을 높
여 기업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11>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단
행된 규제완화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신생기업 비
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ghion et
al.(2019)은 국내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외
환위기 이후 재벌해체 및 구조개혁의 영향으로 신생기
업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
나 2000년대 이후 국내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는 유의
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11) 오히려 다소 완화되었
다. 따라서 상품시장 규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나
타난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수의 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경우 신생기업의 시장진입 유인이 줄어든다. De

주: 1) 품목(8단위) 기준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평균
2) 산업(5단위) 기준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평균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Ridder(2019), Liu et al.(2019), Akcigit &
Ates(2019)는 각각 무형자산의 증가, 저금리, 지적
재산권 보호에 의해 미국 내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감
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장 및
산업집중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아, 소
수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
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12> 참조).

<그림 11>

상품 및 노동시장 규제1)와 신생기업 비중

Ⅳ.신생기업 감소의 거시경제적 영향
본 절에서는 신생기업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영향을 노동생산성, 고용창출, 경기와 고용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신생기업 감소에 의
한 기업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증가 및 고용창출을 제
약하고, 경기와 고용 간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주: 1)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및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 기준. 지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엄격
함을 의미
자료: OECD, 전국사업체조사

11) 같은

기간 노동시장 규제에도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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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1.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먼저 기업별 노동생산성을 1인당 실질 부가가치액
으로 정의한 후 이를 고용자 수로 가중평균하여 식 (4)

기업 연령과 생산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할

와 같이 전체 노동생산성(

)을 추정하였다.13)

경우 신생기업 감소에 의한 연령분포 변화(기업 고령
화)는 전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lon et

(4)

al.(2018)은 미국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연령
과 생산성 증가가 음(-)의 관계임을 보였다. 본고는

여기서,

Alon et al.(2018)을 원용하여 기업 연령대별 노동

실질 부가가치액,

생산성을 추정하였으며, 분석자료는 광업·제조업조
사(1992~2018년)12)를 활용하였다.

는 기업 비중,

,

는

는 고용자 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다음 이를 연령(age), 자원재배치
(reallocation), 선별(selection) 효과로 분해하
였다.14)

<그림 13>

연령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분해1)

주: 1) 연령 0은 신생기업을 나타냄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저자 계산

12)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기업식별번호(ID)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진입·퇴출을 고려하여 연령별 생산성을 엄밀한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사업체
조사를 이용하여 기업 연령별 생산성을 추정한 경우(기업의 진입·퇴출 효과 제외)에도 기업 연령과 생산성 증가는 여전히 음(-)의 관계를 보였다.
13) 노동생산성을

보다 엄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하나, 광업·제조업조사가 근로시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후 GDP 디플레이
터를 활용하여 실질화하였다.
14) Melitz

& Polanec(2015)의 동태적 Olley-Pakes 노동생산성 분해를 이용하였다.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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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이 젊은 기업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5)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업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창
출과 소멸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고생산성 기업의 시

여기서, 는 기업연령, 는 생존기업, 는 퇴출기업,

장점유율이 높아지는 한편 선별을 통한 저생산성 기업

는 생존기업의 생산성 증가율(가중치 미적용)을

의 퇴출도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기인한다.15)

나타낸다. 이때 연령효과는 기업 연령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생산성 변화(within effect)를 의
미하며, 자원재배치 효과는 고생산성 기업일수록 시장

결국 신생기업 감소에 의한 연령별 기업분포 변화
로 인해 2017~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6.3%)은
2001~02년(8.4%) 대비 2.1%p 하락하였다(<그림

점유율(고용자 수)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

14> 참조).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의 대부분이

에 기여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선별 효과는 저생산성

젊은 기업(0~3년)의 기여도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생산성 기업이 생존함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전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부분을 포착한다.
추정 결과,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령이 높

<그림 14>

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3> 참조).

연령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여도1) 변화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시장진입 초기(기업연
령 0~1년)에 3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후, 4년

0.9
1.1

차 이후에는 5~6%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

2.1

하였다.

2.0

또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연령, 자원재배치 및 선
2.2

별 효과로 분해한 결과, 젊은 기업의 높은 생산성 증

1.8
1.0
1.7
0.9
1.0

가율은 연령 효과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 1) 연령대별 기업비중×연령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1992~2018년 평균)로
시산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저자 계산

는 시장진입 초기일수록 신기술 및 신상품 도입을 통
한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며,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도 크게 나타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효과 외에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재배치와

연령별 고용창출·소멸률 및 기업퇴출률

15) 

(%)
0~1년

2~3년

4~8년

고용창출률

148.0

12.4

10.8

9.9

9.5

고용소멸률

46.4

61.0

36.2

32.1

20.6

기업퇴출률

27.9

24.3

20.9

17.5

14.3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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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년

14~18년

2. 고용창출 둔화

여기서,

는 고용규모 변화,

(
기업 연령은 고용창출 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

),

와

는 평균 고용규모

는 각각 확장 또는 축소되

는 기업, 는 기업 연령을 나타낸다.

어 있어 신생기업 감소는 전체 경제의 고용에도 영

추정 결과, 기업의 고용창출 및 소멸은 젊은 기업

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 위해 광업·제

일수록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5> 참

조업조사(1992~2018년)16)를 활용하여 기업 연령

조). 특히 순고용창출은 시장진입 초기(0~1년)에 집

대별 고용창출률(job creation rate), 고용소멸률

중되어 있다. 반면 연령이 2년 이상인 기업들은 순고

(job destruction rate) 및 순고용창출률(net job

용창출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존속

creation rate)을 추정하였다.

기업(continuing firm)의 고용창출이 퇴출기업의

먼저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고용창출, 반

고용소멸에 잠식당하는 데 기인한다. 이를 통해 기업

대로 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고용소멸로 정

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잠재기업의

의한다. 여기서 고용창출은 “신규기업을 통한 고용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젊은 기업들이 계속 생존하

창출(extensive margin)”과 “기존기업의 고용확

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

대(intensive margin)”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식

인할 수 있다.

(6), (7)과 같이 기업별로 고용창출률과 소멸률을 계
산한 후 이를 고용자 수17)로 가중평균하여 기업 연

<그림 15>

연령별 고용창출·소멸률 및 순고용창출률1)

령대별로 고용창출률과 소멸률을 추정하였다. 또한
순고용창출률은 고용창출률과 고용소멸률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고용창출률 =

(6)

고용소멸률 =

(7)
주: 1) 순고용창출률=고용창출률-고용소멸률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저자 계산

16)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기업식별번호(ID)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연령대별 고용창출률과 고용소멸률을 엄밀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7) 고용자 수는 t-1기와 t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신규진입 및 퇴출기업의 고용자 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이 경우 신규 진입 기업의 고용창출률은 200%,
퇴출기업의 고용소멸률은 -200%가 된다.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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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의 진입 및 퇴출 효과를 제외하고 존속기

<그림 17>

연령별 순고용창출률 기여도1) 변화

업의 순고용창출률을 계산한 경우18)에도 젊은 기업
(0~3년)의 순고용창출률이 업력이 긴 기업들에 비해

2.6
0.3

높게 나타났다(<그림 16> 참조).

0.7
1.4
0.1
1.2

<그림 16> 존속기업의 연령별 고용창출·소멸률 및 순고용창출률1)

0.6
0.5

0.3

0.1

주: 1) 연
 령대별 기업비중×연령대별 순고용창출률(1992~2018년 평균)로
시산. 존속기업 기준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저자 계산

3. 경기와 고용 간 관계 약화

주: 1) 순고용창출률=고용창출률-고용소멸률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저자 계산

기업 연령별로 경기에 대한 고용탄력성에 차이가 있
을 경우 신생기업 감소는 경기와 고용 간 관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Pugsley & Sahin(2019)은 미국

결국 신생기업 감소에 의한 연령별 기업분포 변화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젊은 기업이 고령기업보다 고용

인해 2017~18년 순고용창출률(1.4%)은 2001~02

탄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기업 연령대별로 고용

년(2.6%) 대비 1.2%p 하락하였다(<그림 17> 참조).

탄력성을 살펴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특히 순고용창출률 하락의 대부분이 젊은 기업(0~3

다음의 회귀식(식 (8))을 추정하였다.

년)의 기여도 감소에 기인한다.
(8)

여기서

는 산업별 고용증가율,

는 산

업별 생산갭, 는 산업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18) 이
 경우 고용창출은 “신규기업을 통한 고용창출(extensive margin)”을 제외하고 “기존기업의 고용확대(intensive margin)”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용소
멸은 “퇴출기업을 통한 고용소멸”을 제외한 “기존기업의 고용감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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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경기민감도 추정 결과, 연령 7년 이하

업동학의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young)인 기업의 고용탄력성이 연령 8년 이상

또한 신생기업 감소로 인해 전체 경제의 노동생산성

(mature)인 기업보다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표 1>

제고 및 고용창출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경기와 고용

19)

참조).

이는 신생기업이 감소할 경우 경기회복 시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경로를 제약하여 ‘고용 없는 경
기회복(jobless recovery)’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간 관계가 약화되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가
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율 둔화,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국제경쟁 심화 등은 정책적으

<표 1>

고용의 경기민감도 추정결과1)2)

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불확실성 증대는 잠재적 경

7년 이하 기업

8년 이상 기업

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높

고용탄력성

0.12
(0.16)

0.01
(0.14)

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장벽이 OECD

산업
고정효과

Yes

Yes

국가 중 높은 수준20)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진입

주: 1) 추정기간: 1994년~2017년, 산업단위 10개
2) ( ) 내는 표준편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저자 계산

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21)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요 결과는 기업동학을 포함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의 주요 모수 값으로

Ⅴ.맺음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기업체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동학
을 연령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감소
하고 기업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기업의 퇴출 감소와 함께 진행되면서 기

19) 다만 연간 시계열의 한계로 인해 고용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20)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2018년 기준)와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년 기준)은 각각
OECD 국가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1) Cacciatore & Fiori(2016)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비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장기적으로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을 통해
GDP는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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