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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
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
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
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고용구
조의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
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
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
년 실업 및 구직기간 장기화는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
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
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
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
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
였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점과 배경에 비추어,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
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도급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
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지불능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졸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
편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
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 주제어: 고용구조, 고용률, 실업률, 노동시장 이중구조
JEL classification: E24, J01, J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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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최근 고용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그 배경과 고용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고용이 둔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고용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용상의 문제는 우리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려 하거나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 구조적 문제 및 배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경제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
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고용
구조의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
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
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실업 및 구직기간 장기화는 1990년대 이후 대
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
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
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
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
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
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변화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우
리나라 고용의 특징을 바탕으로 어떠한 고용구조의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구조적 문
제를 초래한 배경이 무엇이며,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할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4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고용문제를 근본적으
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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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1. 우리나라 고용 현황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노동력 규모와 고용구조는 <그림2-1>과 같다. 2017년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는 4,393만명인데 이 가운데 63.2%인 2,775만명
은 경제활동인구이며, 36.8%인 1,618만명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96.3%인 2,673만명이 취업자이며 나머지 102만명은 실업상태로 실업률은 3.7%이다.
또한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보면, 74.6%인 1,993만명이 임금
근로자이며 25.4%인 679만명은 비임금근로자(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이다. 임금근
로자중 67.1%인 1,342만명이 정규직이며 32.9%인 651만명은 비정규직이다.
또한, <그림2-1>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바람
직한 고용구조가 고용을 늘리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 화살표 방향이 대체로
고용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를 증가
시켜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임금근로자 및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것이 큰 틀에서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라 하겠다. 한편, 오른편 점선 박스는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배경 내지 요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 및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노동력 증가, 즉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의 애로요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청
년 니트 현상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기
술진보 등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알려져 있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임금 일자리 부족이 과제이고 정규직 고
용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러 사
회제도적 제약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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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규모 및 고용구조
(2017년)

․ 저출산
․ 고령화

․ 여성 경력단절
․ 청년 NEET 현상

․ 노동수급 미스매치
․ 기술진보, 일자리 소멸

․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생산성 격차

․ 이중구조 고착
․ 사회제도적 제약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구조 변화 추이 및 특징
2.1. 인구보너스 효과의 소멸
한 나라의 잠재적인 노동력 규모를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를 OECD 기준에 따라
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
가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도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
시장의 주축을 형성하는 핵심 노동연령층(30~54세) 인구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인구규모의 증가 및 연령별 구성 변화는 그동안 성장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 즉 “인구 보너스” 효과로 작용하여 왔으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요인은 앞으로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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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령별 인구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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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2. 경제활동참가율의 꾸준한 상승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그동안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 기준)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참가율도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중반
55% 내외였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는 63%
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OECD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15~64세 기준) 가운데 학업이나 가사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2017년 현재 31%로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림 2-4>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5>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국제비교1)

주: 1) 15-64세,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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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 부진
고용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 큰 폭 하락하였다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7년
현재 외환위기 직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용률
을 OECD 기준1)(15~64세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2017년 현재 67%로 OECD 평균
68%에 근접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 선진국들이나 일본의 경우 고용률이 75%대인 점
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고용률을 높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여 왔
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17년 현재 56.9%
로 OECD 평균(60.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남성 고용률(76.3%)과 비교해 볼 때
여성 고용률은 20%p 가까이 낮으며 이에 따라 남녀 고용률 갭이 OECD국가 중 4번째
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2-6>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7> 고용률 국제비교1)

주: 1) 15-64세,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가능인구, 고용률, 실업률 등 모든 고용통계를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공식
발표하고 있다. 반면 OECD는 고용통계를 15~64세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추이를 분석할 경우에는 통계청 기준으로, 국제비교는 OECD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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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여성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0> 성별 고용률갭1) 추이

주: 1) 남성고용률 - 여성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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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여성 고용률1) 국제비교

주: 1) 15~64세,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2-11> 성별 고용률갭1) 국제비교

주: 1) 15~64세,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의 고용률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은 2017년 현재 42.1%
로 OECD 평균(53.3%)에 비해 10%p 이상 낮다. 청년 고용률을 전체 고용률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청년/전체 고용률이 0.69배로 OECD 평균 0.94배에 비해 현저히 낮
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층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뚜렷이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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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청년1)/전체 고용률 국제비교

<그림 2-12> 연령대별 고용률

주: 1) 2017년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Database

주: 1) 15~29세,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청년(15~29세)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현재 9.8%로 외환위기 이후 최
고 수준이다. 청년인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노동력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OECD 평균(9.8%)과 같은 수준이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할 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연령층에서 군 복무자와
높은 학생 비율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 실업급여 수준이 낮
다는 점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
한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14> 청년1) 실업률2) 및 청년인구추이

주: 1) 15~29세 기준
2) 1990~1999년은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4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5> 청년1) 실업률 국제비교

주: 1) 15~29세,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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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도한 자영업 근로자 비중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면 1980년대 이후 임금 근로자 비중이 계속 상
승한 반면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임금 근로자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를 의미하는데 201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25.4%를 차지
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우리보다
산업화가 덜 진행된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높다. 한편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소득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그림 2-19>의 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과의 평
균적 관계를 나타내는 추세선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정도이면 취업자 가운
데 자영업 비중은 대략 17.7% 정도이어야 하나 실제는 7.8%p나 더 높은 실정이다.
<그림 2-16> 자영업자 종사자 규모 및 비중

<그림 2-17>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2-18>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 추이1)

<그림 2-19> 1인당 GDP1)와 자영업자2) 비중

주: 1) 전체 자영업자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구매력평가(PPP), 2016년 기준
2) 비임금 근로자 기준
자료: OECD

9

BOK 경제연구 제2018-34호

2.5.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다음으로 임금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나누어 보면 2017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
자 가운데 67.1%가 정규직 근로자이고, 32.9%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정규직과 비
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고용기간을 정하는
지 여부에 따라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정규직, 기간제 근로나 시간
제 근로, 또는 파견․용역․호출 등의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
다. OECD가 조사하는 임시직 근로자2)(temporary worker)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동 비중이 20.6%에 달해 OECD 평균 11.2%에 비해 크게 높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3.3%로 OECD 평균인 1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비자발적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림 2-20> 임시직1) 비중 국제비교

주: 1) Temporary worker,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그림 2-21> 시간제근로자 비중 국제비교1)

주: 1)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한국 자료는
통계청

2)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 다만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
성을 기준으로 “temporary worker”를 정의하여 각 국가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매년 8
월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단기기대 근로자+파견 근로자+일일 근로자” 자료를 OECD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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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업규모의 영세성
근로자를 취업중인 기업3)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85%를 상회(2016년 기준 85.7%)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이 높은 수준4)이다.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10인 미만 기업 취업자 비중이 40%를 상회
하고, 20인 미만 기업 취업자 비중은 50%를 상회하여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종업원
수 20인 미만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5).
<그림 2-22> 종사자 규모별1) 취업자 비중

주: 1) 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3) 정확한 의미로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로서 개인사업자, 영리․비영리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종업원수 25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중(OECD SDBS Database, 2015년 혹은 이용가능한 최근연도 기
준)을 보면 한국 87.2%, 미국 40.7%, 일본 52.9%, 독일 62.9%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5)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기반하여 비영리 법인 등을 제거한 후 작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종사자규모
별 종사자수 통계에 의할 경우에는 2015년 현재 종업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88.1%
이다. 10인 미만 기업 취업자 비중이 46.4%, 10~19인 기업 취업자 비중은 10.6%, 20~299인 기업
취업자 비중은 31.1%이고, 300~499인 기업 취업자 비중은 3.2%, 500명 이상 기업 취업자 비중은
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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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
1.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앞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
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기업․정
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되고 양시장간 근로
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동가능성이 제약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상 임금수준과 직업안정성이 높고 근무환경이 양호한 시장을 ‘1차
노동시장’(primary sector)이라 하고 임금수준과 직업안정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나
쁜 시장을 ‘2차 노동시장’(secondary sector)이라고 부른다(Doeringer and Piore
1971). 1차, 2차 노동시장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본고에서는 임
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정규직에 속하면 1차 노동시장으로, 비정규직 또는 중소
기업에 속하면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6).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17.8월 현재 대기업 정규직에 근무하는 1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213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1%이고, 2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89%인 1,787만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2차 노동시장 종사자
비중 추이를 보면 동 비중이 상승하여 2011년 90.7%까지 달했으나 이후 완만히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1> 1, 2차 노동시장 근로자수 및 비중
(명, %)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기업규모

종사상지위

대 기 업
대 기 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 규 직
비정규직
정 규 직
비정규직
계

소
합
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8월), 통계청

인원

비중

213만
33만
1,130만
624만
1,787만
2,000만

10.7
1.7
56.5
31.2
89.3
100.0

6)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Doeringer and Piore(197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인재(2009) 등
에서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에 속하는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으로 보고 나머지를 2차 노동시장
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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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차 및 2차 노동시장 근로자 추이
패널 A. 1차․2차 노동시장

패널 B. 정규직․비정규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1.1. 1․2차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 격차 확대
우리나라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이 임금, 직업안정성, 퇴직연
금 등 여러 면에서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17년 현재 1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398만원으로 2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25만원)의 약 1.8배에 달한
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슷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에 있어서도 1차 노동시장 근로
자와 2차 노동시장 근로자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2년으로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5.2년의 2.3배 수준이다. 국민연
금, 퇴직급여, 상여금 수혜율 등 여타 근로조건에서도 1, 2차 노동시장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급여, 상여금의 수혜율
이 95% 이상인 반면,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수혜율이 70%를 하회한다.

<표 3-2> 1·2차 노동시장 간 월임금 및 근속연수 격차
(만원, 년, 2017.8월 기준)

1차 노동시장

기업규모

종사상지위

대 기 업
대 기 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 규 직
비정규직
정 규 직
비정규직
계

월임금

근속연수

398.1
12.2
257.7
4.0
263.8
6.7
2차 노동시장
151.5
2.5
소
224.5
5.2
합
계
243.0
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8월) 원시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은행 조사국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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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민연금, 퇴직급여 및 상여금 수혜율
1)

(%)

국민연금

퇴직급여

상여금

1차 노동시장

98.3

99.5

96.1

2차 노동시장

65.6

69.4

67.7

주: 1) 지역가입자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8월) 원시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은
행 조사국 계산

이와 같은 시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는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확
대되어 왔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10~29인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임금의 90%에 달할 정도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임금추이를 보면 대략적으로 3차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계기가 있었다(조성재, 2017). 먼저 1987년 이후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에서는 노조결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웃
소싱이 확대되면서 소수로 남은 대기업, 공기업과 주변 인력이 된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그동안 진행된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 심화로 인해 우수 인적자본의 대기업 쏠림 및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
서 기업규모,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는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중소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크
게 벌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근속연수도 2000년 이후 대체로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4년 정규직의 34.8%이었으나 2017년 비정규
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30개월로 정규직(91개월)의 33.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림 3-2> 기업규모별 상대임금 추이

자료: 조성재 (2017)

<그림 3-3> 정규직・비정규직 근속연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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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차 노동시장 간 이동의 단절
1차 및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심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성과에 따라 양
시장 간 이동이 활발하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 2차 노
동시장간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1년 6개월 초과 근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2016년 16.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직의 3년후 정규직 전환율이 22%
에 불과해 16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노동시장은 이직률 및 해고율이 1차 노동시장보다 크게 높아 고용안정성이 낮
다. 또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확률이 4.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auer, 2018).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겨 가기 위한 가
교(stepping stone or bridge) 역할을 하기 보다는 한 번 비정규직에 종사하면 고용
안정성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 함정(trap)에 가까운 모
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7)

<그림 3-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1)

<그림 3-5> 정규직 전환율의 국제비교1)

주: 1) 1년 6개월 초과 근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

주: 1) 임시직 3년후 정규직 전환율
자료: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2013, OECD

7) 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남재량․김태기(2000), 류기철(2001),
류재우․김재홍(2001), 금재호․조준모(2001), 장지연․양수경(2007) 등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가교)보다는 함정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
다. 다만, 유경준(2004)은 40세 미만의 청장년층 고학력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입직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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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고용형태별 이동확률1)

<그림 3-6> 이직율 및 해고율

To

F
r
o
m

자료: Schauer(2018),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

정규직

임시직

자영업

미취업

정규직

92.5%

1.4%

0.9%

5.1%

임시직

4.8%

81.4%

1.7%

12.2%

자영업

1.3%

2.2%

92.1%

4.4%

미취업

3.6%

4.1%

0.9%

91.4%

주: 1) KLIPS 자료(2013~2014년)로 계산
자료: Schauer (2018)

1.3.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및 기업 단위 중심
의 노동조합 활동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가.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우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
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990년대 들어 중국 등 신흥시장국이 세계 경제에 본격 등장
하면서 세계 무역질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의 통합이 진전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흥시장국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
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핵심업무만 남기고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을 늘리는 한편 아
웃소싱을 크게 확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제조업의 해외 생산비중이 2003년 4.6%
에서 2017년에는 19.1%로 4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과
외주화 확대를 통해 수출 대기업들은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원가 및 노무관
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반면, 대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들
은 원가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거나 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 재하청
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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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해외직접투자1) 및 해외생산2) 비중

주: 1) 제조업 투자실행금액 기준
2) [해외법인 매출액/(해외법인 매출액+국내
법인 매출액)]×100 (제조업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16

<그림 3-8> 중소제조업 하청기업 비중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와 같이 하도급이 확대, 중층화되면서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임금,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사업체가 1993년에는 전체 고용의 21.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동 비중이 12.0%까지 떨어졌고 그 후 소폭 증가하면서 2016년 14.3%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수 9인 이하 소규모 업체의 고용 비중은 1993년 39.0%
에서 2016년에는 40.5%로 상승하였으며, 10~19인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동 기간중
8.8%에서 11.0%로 높아졌다8). 기업체 수도 대기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소규
모 기업의 개수는 크게 늘어났다. 1993년~2016년 기간 중 300인 이상 업체는 1,100
여개가 늘어난 반면 1~9인 업체는 148만개, 10~19인 업체는 9.9만개가 늘어났다.

8)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보면 원청기업에 해당하는 완성차 업체의 고용은 정체된 반면
하청기업인 자동차부품 업체의 고용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자동차부품 업체 내에서도 하도급 구조의 하
단에 위치한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산업 고용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자동차부품산업내 기업규모별 고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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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추이

<그림 3-10>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나. 대기업 우위적 원․하청 관계
이와 같이 대기업의 외주화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대기업 우위적 원․하청관계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
라 대기업들은 생산물시장에서 대체로 독점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생산과정
에서 하청기업에 대해 수요독점적 지위로 나타났다. 원청기업의 수요가 독점적인 경
우 원청기업은 원․하청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에 비용요인을 전가하려는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가 불공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중소기업 중앙회, 2016). 특히 대기업들은 하청기업에 대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빈번하게 요청함에 따라 1차 하청기업은 2차․3차 하도급을 통해 비
용인하 압력에 대응하였고 하도급의 아래 단계로 갈수록 임금 지불능력의 격차가 확
대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게 되었다. 임금, 사회보험 수혜율, 노동조합 가입율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하위 하청단계로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안주
엽, 2015).

9)

원하청 단계별 근로조건 격차
1)

임금

국민연금 수혜율

상여금 적용율

원청기업
100.0
99.5
하청기업
51.1
87.3
1차
52.0
86.6
2차
49.9
91.7
3차 이상
42.2
83.0
주: 1)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 기준으로 원청기업을
자료: 안주엽 (2015)

(%)

노동조합 가입율

97.2
68.6
69.0
68.9
62.0
100으로 한 상대임금

39.2
6.8
7.7
4.1
2.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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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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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불공정거래 행위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자료: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6.8

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차이도 노동시장 간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대외적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대기업들은 외주화를 통해 원가절감을 꾀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대기업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서 글로벌 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데다 인적자본 및 R&D 투자자원이 상대적으로 풍
부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도모할 수 있었
다.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선도부문과 내수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확
대는 노동시장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
라는 제조업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의 32% 정도
로 50~6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Schauer(2018, IMF)는 우리나라 노
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지적하였다.

19

BOK 경제연구 제2018-34호

<그림 3-13> 대·중소기업 생산성1) 격차
추이

주: 1) 부가가치/투입인원, 제조업 기준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그림 3-14> 대·중소기업 생산성1) 격차
국제비교

주: 1) 부가가치/투입인원, 제조업, 2015년 기준
2) 일본은 2014년 기준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라.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데다 기업 단위로 단체교
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사관계 시스템 상의 특징이 노동시장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
을 기업규모별로 볼 때 30인 미만 소기업은 0.1%로 노조결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반면 300 인이상 대기업은 63%에 달한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 노조가입률은 10% 내외로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3-15> 기업규모별 노조가입률

주: 1) 2015년 기준
자료: OECD(2018)

<그림 3-16> 노조가입률 국제비교1)

주: 1) 2014년 기준, 한국은 2012년 기준
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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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노조가입률만 높은 상황에서 노사협상이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내
부자-외부자(insider-outsider) 구조가 조성되었다. 즉,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내부
자인 대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하게 되고 기업들
은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외주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비용부담을 2차 노동시장으
로 전가하였다. 반면, 노조조직률이 낮거나 아예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해는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였다10). 한편 노사협상이 기업단
위 보다는 산업별 또는 상급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은 유사 직무에 대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사협상의 상급단체 집중
도가 낮은 국가에 속하고 노사협약의 적용범위를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11)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단위 노사협상에 대한 사회
적 조정 기능이 부족함에 따라 유사 직무에 대해서도 기업에 따라 임금격차가 나타나
게 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림 3-17> 단체협약 적용률1) 국제비교

<표 3-5> 단체교섭 상급단체 집중도1)
결정단위

국가

기업

터키, 에스토니아, 멕시코,
미국, 한국, 폴란드, 헝가리,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 영
국, 체코, 아일랜드, 일본

기업/부문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그리
스, 호주, 룩셈부르크

부문

스페인, 스위스, 독일, 네덜
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프랑스, 포르투
갈, 이탈리아

약
함

강
함

주: 1) 2014~2016년 기준, OECD 평균은 2016
년 기준
자료: OECD Trad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부문/국가
핀란드, 벨기에
주: 1) 2015년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2017)

10) 해고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소규모 기업 근로
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저해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제한규정이 적
용되지 않으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다.
11)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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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연공급 중심인 점도 1·2
차 노동시장 간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현재 전체 300인 이
상 기업 가운데 68.4%가 호봉제를 채택한 반면 5인 미만 기업은 14.4%만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근로자는 근속연수가 증가하고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연령이 높아져도 임금 상승폭
이 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임금체계의 특징이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8> 기업규모별 호봉제 채택 현황1)

주: 1) 2016.6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

<그림 3-19> 사업체1) 규모별 연령-임금 곡선

주: 1) 제조업 생산직 기준
자료: 조성재 (2014)

1.4.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영향
가. 소득 불평등 심화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하청
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소득불평등 확대에 상당부분 기
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 연구에 따르면 2차 하청기업의 최고 임금수준이 원청
기업의 최하 임금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노동시장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정동관, 2016).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임금격차가 큰 편이다. 임
금격차를 나타내는 10분위 최하위 임금 대비 상위임금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이
스라엘, 미국, 칠레에 이어 4번째로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계는 소득 가운데 근로
소득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임금격차의 확대는 소득불
평등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소득불평등 확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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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에 달하는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다수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제약하여 내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생산-분배-수요 증가
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0> 원・하청 기업들의 임금분포

자료: 정동관(2017)

<그림 3-22> 종사상 지위1)별 소득원천 비중

주: 1) 가구주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21> 임금 분위별
비율(D9/D1)의
국제비교1)

주: 1) 2016년 기준. 벨기에, 아이슬란드, 칠레, 이
스라엘은 2015년, 스페인은 2014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Statistics

<그림 3-23> GINI 계수1)

주: 1) 2인이상 도시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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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인적자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차 노
동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무연한이 짧다. 이러한 상
황에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교육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고 근로자들도 근속 가능성이 낮은 직장에 특화된 업무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작다. 또한, 2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취업
동기가 생계나 대안적 일자리 부족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근로자들이 업무에 몰입
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생산성도 낮아지게 되고 장기 근무를 해도 숙련도가 축적되
기 어렵다. 한편, 1차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들도 노조의 배타적 이권 보호를 통해
지대를 추구할 수 있으므로 인적자본 투자유인이 약화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성숙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활력 있게 유지하기 위
해서는 요소투입보다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성장잠재력을 유지 확충해 나가는 데도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4> 정규직․비정규직 교육훈련 경험자
비중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그림 3-25> 근로형태별 일자리선택동기 중
자발적 사유1) 비중

주: 1) 자발적 사유로는 근로조건에 만족, 안정적인
일자리 등이고, 비자발적 사유로는 당장 수
입이 필요,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이 있음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24

다. 고용안정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리나라는 2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근로자들의 이직률과 입직률
이 높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입직률과 이직률의 합으로 정의되는 노동이동률12)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노동이동률이 높으면 그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제
고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성(job security)은 저하되게 된다. 실업에 대한 사
회적 보장이 충분하고 구인・구직시장이 효율적이면 직업안정성이 낮더라도 근로자
들의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고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높다고 볼 수 없어 근로
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잦은 실
업이 전체적인 실업급여 지급규모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그림 3-26> 노동이동률(turnover rate)
국제비교1)

<그림 3-27>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1)
국제비교2)

주: 1) 2017년 기준, 미국은 2016년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주: 1) 5년평균 순소득대체율 기준, 순소득대체율은
실업전 순소득 대비 순실업급여의 비율
2) 2015년 기준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12) 입직률(기준시점에서 1년 이내에 입직한 근로자의 비중)과 이직률(기준시점에서 1년 이내에 이직한 근
로자의 비중)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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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실업의 증가
2.1. 구조적 실업, 구직기간의 장기화, 고학력자 중심의 실업 증가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증가는 구조적 실업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자 중심으로 실업이 증
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경기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전체실업률에 비해 지속적
으로 높아졌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0년에 전체실업률에 비
해 1.8배 정도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에는 청년실업률/전체실
업률 비율이 2.7배로 높아졌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7배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
준이다. 경기변동에 따라 청년실업률이나 전체실업률이 함께 상승 또는 하락하므로
구조적 실업이 늘지 않았다면 동 비율은 일정한 수준을 전후로 움직이는 대체로 수평
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그
동안 청년실업률 상승이 구조적 실업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
다. 또한 청년층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다보니 실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
사람들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기회가 주어지면 취업을 원하는 잠재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청
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체감실업률13)은 실제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청년층은 실업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학교
를 졸업(중퇴)하고 첫 직장을 찾아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이 2004년에는 12.3개월이
었으나 2017년에는 14.4개월로 늘어나 첫 직장을 갖기까지 청년들은 대부분 1년 이
상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준비기간의 직업군별 기간을 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교육직의 경우 2년 가까이(21.6개월) 걸리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정도(19.2개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체감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
재경제활동인구)×100]로 나타내는데 공식실업률과의 격차가 청년층은 15%p로 전체 인구의 7%p의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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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청년/전체(실업률・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비중)

주: 1) 15~29세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30>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1)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
시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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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공식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격차1)

주: 1) 고용보조지표3 – 공식 실업률
자료: 통계청

<그림 3-31> 직업군별 취업 준비기간

자료: 신한은행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청년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일을 하지도 않고 일할 준
비도 하지 않은 청년,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청년인구 가운데 NEET 비율이 2008년 7.8%에서 2016년에는
9.9%로 상승하였다. 특히, 장기화되면 비노동력화될 가능성이 큰 비구직 청년 NEET
가 2008년 53.4만명에서 2016년에는 60.6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비구직 NEET 가운
데 6개월 이상 장기 NEET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종욱, 2017). 청년
기에 NEET를 경험하면 그 영향은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가
능성을 낮추고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하는 한편 임금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남재량・김세움, 2013). 따라서 이처럼 청년층 NEET 증가 추세가 지속
되면 향후 우리경제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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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을 학력별로 보면 고졸 실업률 보다 대학 졸업자나 전문대 졸업자의 실
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10년 동안 2.9%p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중 고졸실업률은 1.6%p 높아진 반면
전문대 졸업자 및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은 각각 2.9%p 및 4.8%p씩 증가하였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인적자본 축적 정도가 높으므로 고등교육자들의 실업은 성
장잠재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 졸업자가 찾는 직무일수록
고숙련업종인 만큼 조직 내 직무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축적해나가야 하나 청년기 실
업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잃거나 늦어지면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 소위 이력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3-32> 청년층1) NEET 비율 추이

주: 1) 15~29세 기준
자료: 김종욱(2017)

<그림 3-34> 연령대별 청년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33> 장기 NEET1) 비율 추이

주: 1) 비구직 NEET 중 6개월 이상 NEET
자료: 김종욱(2017)

<그림 3-35> 학력별 청년1) 실업률

주: 1) 20~29세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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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년실업 및 구직기간 증가의 배경
청년실업이 증가한 가장 주된 요인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가 공급
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급속
하게 상승하였다. 1990년대 초반 30%대였던 대학진학률은 2017년에는 68.9%까지
상승하였으며14) 이에 따라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대학졸업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진전되면서 고등교육 졸업자가
선호하는 1차 노동시장의 채용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추이를 보
면, 4년제 대학졸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34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300인 이
상 대규모 사업체의 채용계획은 그동안 6~7만명 내외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그동안 임금 등 1차・2차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
동시장 간 단절이 견고해지면서 졸업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은 심화되었다. 대
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선택은 평생의 커리어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우가 열악하고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도 낮은 2차 노동시장에 취업하
기보다는 1차 노동시장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실업은 물론 구
직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7년 청년층(20~29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1.6%는 취업시험 준비 등 스펙 쌓기를 위한 취업준비생15)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아울러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청년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3-36> 대학진학률1)

주: 1) 4년제 대학에 교육대학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3-37> 대졸자와 대기업1) 채용계획 인원

주: 1) 300인 이상 기준
자료: 교육통계,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14) 우리나라의 20~24세 고등교육 취학률은 2015년 현재 50.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 일반직공무원(15.8%), 고시 및 전문직(3.6%), 언론사 및 공영기업(3.3%), 교원임용(2.7%) 등 직업안정
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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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청년층(20~29세)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별 비중1)

주: 1)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7.5월) 원시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조사국 계산

<그림 3-39> 신입/경력직 채용비중 추이

자료: 경총, ‘17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2.3. 청년실업 증가의 영향
청년기의 실업은 다른 시기의 실업에 비해 근로자 개인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크다. 청년기는 직업을 처음 선택하고 직무경험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
고 평생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
는 이후 연령기에도 고용과 임금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력현상
(hysteresis)이 나타날 수 있다(Kawaguchi & Murao, 2014).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면 이후 세대에도 실
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김남주, 2018).
청년들의 구직기간 및 취업준비 비용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 및 비효율
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구직기간 증가로 첫 직장 입사 나이가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청년기의 노동시장 진입
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 자립과 재산형성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또한 청년
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과거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
리의 하나인 공무원의 경우 취업준비 비용으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제외하고도 평균
적으로 63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 그러나 취업 준비를 오래 하더라
도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산
적인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청년들의 본격적인 근로활동이 늦어지
16)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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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취업준비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기회비용
의 증가라 하겠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청년
들의 초혼연령은 1990대초 남성이 28세, 여성이 25세 내외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늦어지면서 2017년에는 남성이 33세에 이르고 여성은 30세를 넘게 되었다. 청년실업
과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청년실업은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기 이후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청년실업은 출산율 저하를 통해 노동력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림 3-40> 첫 직장 입직 나이1)

주: 1) 만 나이
자료: 서울경제에서 통계청 원시데이터 이용 계산

<그림 3-42> 초혼연령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41> 취업준비 비용1)

주: 1) 생활비 및 주거비 제외
자료: 신한은행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그림 3-43>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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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고용의 부진
3.1. 고학력 여성의 고용 부진 및 양호하지 못한 일자리의 질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고 남성과의 고용 격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 고용을 내용 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고학력 여성의 고용이 부진하고, 여성들이 고용된 일자리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력별 남녀 고용률 격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졸 이상의 남녀 고용
률 갭은 26%p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고용률 갭이 낮아져 우리와 상반된 모습이다. 많은 자원을 투
자하여 키워낸 고숙련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라 하겠다(OECD, 2016).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는 남성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중이 남성
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6.6%에 불과해 남성근로자의 13.9%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림 3-44> 학력별 성별 고용격차1),2) 국제비교

주: 1) 남성고용률 – 여성고용률, 25~64세, 2016년 기준
2) OECD 상위 및 하위 5개국은 각 학력별 성별 고용격차에서 순위 기준
자료: OECD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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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근로형태별․기업규모별 성별 고용비중1)
패널 A. 남성

패널 B. 여성

주: 1) 대기업은 300인 이상, 2017.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처럼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수, 고용
안정성 등 근로조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임
금을 남성보다 36.7%나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격차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임금격차가 25~29세에서는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40~44세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에 격차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6> 성별 임금격차1) 국제비교

주: 1) 남녀 임금격차/남성 임금, 2016년 기준
자료: OECD Earnings Database

<그림 3-47> 연령대별 성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자료: OECD Economics Survey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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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성고용 부진의 배경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이나 질적 수준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남성과의 격
차가 크게 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이 뚜렷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여성들이 30세를 전후로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
하게 되는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30대에 여성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
는 “M자”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세 이전까지는 여성고용률이 남성고
용률보다 오히려 높지만 30대 들어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에도
고용률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림 3-48> 연령대별 여성의 고용률1),2)

주: 1) 실선은 한국, 점섬은 OECD 평균, 2017년 기준
2) 음영은 한국을 제외한 OECD 범위(최대, 최소)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3-49> 연령대별 성별 고용격차1)

주: 1) 남성고용률 – 여성고용률, 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미혼과 기혼의 경제활동을 비교해 보면 미혼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
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남성과의 차이가 30%p 정도나 벌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 가운데 현재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51.3%
가 경력단절 상태이며 취업을 한 경우에도 46.3%도 과거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의 사유로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결혼과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과 이후의 고
용부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의 결혼
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우리 정도로 크지는 않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이 크게 나타난 것은 결혼과 육아 자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제도17) 및 문화18)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출산휴가 기간이
12.9주로 OECD 평균 18주에 비해 크게 낮으며 휴가기간중 소득대체율도 79.7%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육아휴
직기간 중 소득대체율이 28.5%로 OECD 평균 47.4%에 비해 크게 낮다.(OECD Family Datebase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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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성별․혼인상태별 고용현황
패널 A. 경제활동 참가율

패널 B.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그림 3-51> 경력단절 여성1)2) 비중

<그림 3-52> 경력단절 사유 비중1)2)

주: 1)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
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2)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경험비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7.4월)

주: 1) 비취업여성 기준
2) 육아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 자녀교육은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한 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7.4월)

18)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남성들이 가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다 여성 중심의 양육을 당연시
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남녀간 공평한 가사분담이 어렵고 여성들이 대부분의 양육과 가사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의 육아 분담시간1)
전체
2)

여성

남성3)

평일
주말
평일
주말

5.6
7.2
1.2
3.4

맞벌이
4.3
6.6
1.3
3.5

주 : 1) 평균시간 2)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15~49세)
3)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15~49세)의 남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비맞벌이
6.7
7.8
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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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 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졸업
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비교적 취업하기가 수월한 2차 노동시장에
많이 취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후 양육과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시간제나 한시제 고용과, 중
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
들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이 2차 노동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고학력 여성들은
눈높이에 맞는 재취업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고용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을 위주로 재취업함으로써
여성들의 근로조건도 전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낮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3-53> 근로형태별 성별 고용비중1)
패널 A. 남성

패널 B. 여성

주: 1) 2017.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3. 여성고용 부진의 영향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
다. 앞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
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를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
이 여성들의 출산 후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제도 및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경
제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19).
19)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30년까지 남성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 노동
력 규모(15~64세 기준)를 2,535만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350만명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30년까지 남성수준에 수렴하는 경우 2030년 GDP는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19.5%나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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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고학력 중심으로 남녀 고용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
도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여
성들은 대학진학률, PISA 점수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 성취도가 남성을 뛰어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거의 해소된 상
황에서 여성 고용구조 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격차를 해소해 나가지 않는다면 경
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림 3-54> 성별 대학진학률

<표 3-6> 2015년 국제 학업능력
평가(PISA)
결과1)
(단위: 점)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남성

여성

읽기

498

539

과학

511

521

수학

521

528

주: 1) 15세 기준
자료: OECD PISA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수렴이 노동력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패널 A. 노동력 규모1)

주: 1) 15~64세 노동시장 참여인구 기준
자료: OECD Closing the gender gap (2012)

패널 B. GDP1)

주: 1) USD 2005년 PPP 기준
자료: OECD Closing the gender ga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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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생산성의 자영업의 과도한 고용 비중
4.1. 생계형 서비스업에 집중
앞에서 자영업 비중이 우리 경제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
용면에서 보더라도 자영업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들이 주
로 운영하는 산업의 분포를 보면 2015년 현재 도소매업(23.6%), 부동산임대업
(21.5%), 숙박・음식점업(14.6%) 순으로 이들 업종의 비중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들은 서비스업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업종
에 속한다20). 더욱이 자영업이 진입하기 쉬운 일부 업종에 집중되다 보니 특정 업종
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자영업이 진입할수록 사업자당 인구수
가 줄어드는데 편의점, 치킨집을 포함한 패스트푸드점, 부동산중개업소, 여관업, 인
테리어 등에서 사업자당 인구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5>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1)

주: 1) 등록사업자, 2015년 기준
자료: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2016)

<그림 3-56> 주요 자영업자당 인구수 추이1)2)

주: 1) 부동산중개업소 외 좌축 기준
2) 인구/사업자 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한편, 자영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현재 자영업자의 연
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0.6%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과 40대가 각각 27.8%,
26.1%씩을 차지하고 가운데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미흡, 노후대비 저축 부족 등으로 근로자들이 법정 은퇴연
20) 음식숙박 및 도소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 기준)은 2016년 현재 각각 0.31% 및
2.58%로 서비스업 가운데 수익성이 가장 낮은 업종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과거 수익성이 높지 않
았으나 2016년에는 8.36%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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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래 잔류하려는 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 부머 세
대의 은퇴와 더불어 자영업의 고령화 추세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자
영업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
영업의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액 분포를 보면, 12백만원
미만 업자가 21.2%, 12백만원 이상 46백만원 미만 업자가 30.6%를 차지할 정도로 자
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7> 연령대/근로형태별 취업자1)

주: 1) 2017.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그림 3-58> 매출액 구간별 비중1)

주: 1) 2015년 기준
자료: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2016)

4.2. 생산성 낮은 자영업 과다의 배경 및 영향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화가 진행되면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
력이 도시의 임금근로자로 편입되면서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어 왔
으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 비중 하락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되었으나 임금근로자
로 취업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해 자영업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금재
호, 2012).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낮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인
구당 기업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가 크다. 일본은 5
인 이상 기업이 경제활동인구 만명당 309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191개에 불과하다. 또
한 일본은 종업원수 300인 이상 규모가 큰 기업도 경제활동인구 만명당 1.8개인데 비
해 한국은 0.9명으로 인구당 대기업수가 더 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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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한국과 일본 사업체 수 및 인구1) 대비 비중
패널 A. 사업체수

패널 B. 인구(만명) 대비 사업체 수

주: 1)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자료: 통계청,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정규직에서 은퇴하는 퇴직자가 늘
어나고 있는데 정규직 재취업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취
업기회는 2차 노동시장이거나 자영업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에 건실
한 중소기업이 부족하고 소기업들은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은 것은 이 같
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 유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 자영업의 가계수지가 악화되면서 빈곤화될 위험
성이 있다.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은 상용직 종사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가
계부채는 자영업 가구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이 자영업 가구는 166.8%로 전체 가구 평균(121.4%)에 비해 크게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34.8%로 전체 가구 평균(25.0%) 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자영업 종사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재
무건전성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빈곤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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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가구
경상소득1)

<그림 3-61>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가구 부채1)

주: 1) 균등화 소득기준(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그림 3-62>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가구 재무건전성1)
패널A. 금융부채 비율

주: 1) 가처분소득 대비, 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40

패널B. 원리금상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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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고는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
용구조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고용구조의 문제점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청년
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부문 등에 대해 각각 주요
현황 및 배경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양적․질적 측면
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용 상의 문제들은 앞에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
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고용구조 상의
특징을 보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구
요인이 앞으로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인구 보너스 효과의 소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7년 현재 67%로 OECD 평균(68%)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
임금 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해왔으나 동 비중이
2017년 현재 25.4%로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임금근로
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2.9%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고 근로자의 85% 이상이
종업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20인 미만 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5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고용구조의 문제
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 중심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2차 노동시장으
로 이원화되고 양시장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 시장간 이동이 단절되
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
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소득불평등을 심
화시키고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한편 고용안정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42

둘째,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증가는 구조적 실업의 측면이 강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대졸자 등 고학력자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
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
이 심화되면서 실업과 구직기간이 증가하였다. 청년기는 직무경험을 통해 인적자본
을 축적하고 평생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은 이력효과가 크
고 결혼․출산 등 청년기 이후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청년들의 구직기
간 및 취업준비 비용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 및 비효율의 증가를 초래하
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고학력일수록 여성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여성 고용의 질이 남성들의
일자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여성들의 남녀 고용률 갭은 26%p
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남성근로자의 1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6%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률이나 고용의 질적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결혼・출산 이
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재취업이 비정규직이나 중소
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조건이 좋지 않고 고학력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
는 재취업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고학력 여성 취업률이 특히 저조한 결과를 초
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거의 해소된 만큼
여성 고용구조 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격차를 해소해 나가지 않는다면 경제 전체
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경제 발전단계에 비해서 크게 높으며 내용
면에서 보면 자영업 고용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생산성이 낮고 진입하기 쉬
운 업종에 집중됨에 따라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익성
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영업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었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
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의 정규직 재취업 기회는 많지 않은데
2차 노동시장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부족하고 소기업들은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
다보니 은퇴자를 중심으로 생계형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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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
이비부머 유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 상당수 자영업은 가계수지가 악화되면서 빈
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점과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고용 확대
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인 것
으로 판단된다.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해지
고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실업과 자영업이 늘어나는 한편, 경력단절 문
제와 맞물리면서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면한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2차 노동시장 간 근로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간 격차를
확대시킨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 관계였던 만큼 도급거
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립
적이고 엄정한 시장감시자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법집행자로서의 정부의 역
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기업 지배적 원․하청관계는 근본적으로 원청기
업의 수요독점적 시장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독점적 시장질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 하청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내외 경
쟁력을 높임으로써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21).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불능력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윤을 축적함으로써 중견기
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기업단위 노사협상에 결
여된 사회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종별․지역별 교섭 등을 통해 단체교섭에
서 배제된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권익을 어떻게 하면 반영
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대졸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여성 고용 부진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
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21) 독일의 Bosch나 일본의 Denso 같은 부품 제조업체들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대등
하게 거래함으로써 이윤을 축적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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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ean economy grew, employment expanded steadily, with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creasing and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e
increasing. However, the working age population has started to decrease since 2017,
and the employment of women and young people has been sluggish. The proportion
of non-salaried workers is much higher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and also
excessive considering Korea’s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proportion of workers employed in small enterprises are
high among wage worker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in Korea, the urgent problem of
employment structure can be summarized by the deepening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increase of youth unemployment, the sluggish female employment,
and the excessive share of self-employment.
Overall, it is judged that labor market duality is the main structural factor of the
employment problem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employment probl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policy efforts to
alleviate labor market 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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