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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ssues and Perspectives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

장근호

1)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
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
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 ․ 하
청관계, 대 ․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
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
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
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 ․ 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
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
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
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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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고용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그 배경과 고용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
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고용이 둔화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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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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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
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고용구조의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
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 ․ 하청관계, 대 ․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
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청년 실업 및 구직기간 장기화는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상승
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
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
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 ․ 출산 이후의 뚜렷
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
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
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
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변화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을 바탕으로 어떠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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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 배경이 무엇이며, 고용구
조 악화가 초래할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Ⅳ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고용구
조 문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1. 우리나라 고용 현황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노동력 규모와 고용구조는 <Figure Ⅱ-1>과 같다. 2017
년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는 4,393만명인데 이 가운데 63.2%
인 2,775만명은 경제활동인구이며, 36.8%인 1,618만명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경
제활동인구 가운데 96.3%인 2,673만명이 취업자이며 나머지 102만명은 실업상
태로 실업률은 3.7%이다. 또한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보면, 74.6%인 1,993만명이 임금근로자이며 25.4%인 679만명은 비임금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이다. 임금근로자중 67.1%인 1,343만명이 정규직이며
32.9%인 658만명은 비정규직이다.1)
또한, <Figure Ⅱ-1>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바람직한 고용구조가 고용을 늘리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 화살표
방향이 대체로 고용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경제활동인
구 및 취업자를 증가시켜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임금근로자 및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것이 큰 틀에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라 하겠다. 한편, 오른편 점
선 박스는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배경 내지 요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
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 및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노
동력 증가, 즉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활동참가율 제고의 애로요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 니트 현상 등이 지적
되고 있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기술진보 등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알려져 있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 비
중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임금 일자리 부족이 과제이고 정규직 고용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는 2017년 8월 기준 경제홛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그 합이 2017년 기준의 임금근로자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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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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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Korea’s Employment Structure(2017)
(unit: thousands of people)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
러 사회제도적 제약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최근 제기되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고용탄력성을 계산하였다. 고용창출 정도가 낮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져서 고용증가가 낮아진 효과와 ② 같은 성장률
하에서도 과거에 비해 고용창출이 낮아진 효과를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노
동에 대한 수요는 본질적으로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노동수요 역시 높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
져서 고용증가가 낮아진 부분은 고용창출 효과의 하락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
가 있다.
고용탄력성(  )은 “고용증가율/생산증가율”로서 생산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 증가하는지를 측정하는데 아래 식과 같이 산업별 기여도로 분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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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산업부문별 고용탄력성,  는 GDP증가율 대비 산업부문별 생산증
가율,   는 산업부문별 고용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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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탄력성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과거에 비
해 하락하였다고 말하기 힘들다.
1980년에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의 고용탄력성(A) 0.262에 비하여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서 2017년의 고용탄력성(B)은 0.369로 크게 상승하
였다. 두 기간 사이에 고용탄력성이 상승한 이유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고용증대 효과가 큰 폭 증가한 데 있다.
1998년~2008년(C)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7년(D)의 두 기간을 비
교하였을 경우 고용탄력성은 0.371에서 0.366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제조
업의 고용탄력성 기여도가 작은 크기의 마이너스였으나 서비스업으로부터의
고용창출효과에 힘입어 전체 고용탄력성은 과거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두 차례의 위기기간 해당연도(1998년, 2009년) 제외2)하였을 경우에도
고용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지 않았다. 1980년~1997년(A)에 비해 1999
년~2017년(B′)의 고용탄력성은 0.068만큼 상승하였다. 1999년~2008년(C′)과 비
교시 2010년~2017년(D′)의 고용탄력성은 0.178만큼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2010년~2017년(D′) 기간은 1999년~2008년(C′) 기간에 비해 제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9년~2008년(C′) 기간에는 제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정보통신 산업 위주로 성장한 반면 2010년~2017년(D′) 기간에는
자동차 ․ 조선 산업 등에서 고용증대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고
용비중이 상승하면서 고용탄력성이 과거보다 하락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의 서
비스업 고용증가의 상당 부분이 은퇴연령층의 노후생계 등을 위한 자영업 진
입 등에 기인한다는 점은 고용의 질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제조
업의 경우 2000년대 고용탄력성이 주로 마이너스였으나3) 2010년~2015년 사이
에는 평균 0.76의 높은 고용탄력성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도 비교적 최근 시점까지는 좋은 상황이었다.

2) 심각한 경제위기 기간에는 평소에 비해 정리해고 등 고용을 큰 폭으로 감축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이와 같은 고용조정을 일반적인 시기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동 시기를 제외하고 분
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감축이 가능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평
소에 고용조정이 작게 이루어 진다고 본다면 동 시기를 포함한 분석이 타당하다. 본고에서는 두 가
지 경우를 모두 보았다.
3) 한편, 2009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매우 높은 플러스이지만 당해 연도에 제조업 성장률이 마이너
스였으므로 이는 제조업 부문의 큰 폭의 고용감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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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Ⅱ-1> Changes in Employment Elasticity and Sub-sector’s
Contribution to Them1)
Total
(Manufacturing)

(Services)

1980~1997 A

0.262

0.080

0.188

1998~2017 B
(1999~2017 B′)

0.369
(0.330)

0.020
(-0.007)

0.400
(0.407)

1998~2008 C
(1999~2008 C′)

0.371
(0.298)

0.038
(-0.012)

0.343
(0.351)

2009~2017 D
(2010~2017 D′)

0.366
(0.476)

-0.002
(0.096)

0.469
(0.403)

B — A
(B′ — A)

0.106
(0.068)

-0.060
(-0.087)

0.211
(0.219)

D — C
(D′ — C′)

-0.005
(0.178)

-0.040
(0.108)

0.127
(0.051)

Note: 1) Numbers in parentheses exclude the crisis year of 1998 and 2009.
Sources: Bank of Korea, Statistics Korea

<Figure Ⅱ-2> Employment Elasticity <Figure Ⅱ-3> Employment Shares
by Industries

Sources: Bank of Korea, Statistics Korea

Sources: Bank of Korea, Statistics Korea

<Figure Ⅱ-4> Employment Elasticity <Figure Ⅱ-5> Employment Elasticity
for Manufacturing
for Services

Sources: Bank of Korea, Statistics Korea

Sources: Bank of Korea,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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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취업자수 증가가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여(9.7만
명, 전년대비) 고용창출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일
부 시기의 50만명을 넘는 수준의 취업자수 증감과 최근(2011년~2017년 평균)
의 38만명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보여진다. 경제성장률(전망치)과 최
근의 고용탄력성(2001년 이후 평균)을 감안할 때에도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4)
생산인구 감소의 영향, 조선 ․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의 여파, 최저
임금 인상 등 제도변화의 영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주의깊게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0.51, 2011~2017년 기준)은 OECD
평균(0.62)에 비해 낮으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0.68), 일본(0.69), 독일(0.91) 등
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긴 시계에서 보았을 때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된 것으
로 보이는 것은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된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감안한다면 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과거에 비해 하
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낮으며
2018년 들어 취업자수 증가가 크게 부진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 배경으
로 고용구조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달성가능한 고용창출효과가 충분

1)2)
<Figure Ⅱ-6> Changes in Employment1)2) <Figure Ⅱ-7> Employment Elasticity
by Country

Notes: 1) Counter-factual changes are calculated Notes: 1) Calculated using each countries’ GDP
growth rates and employment changes.
considering both each year’s growth
2) Date refers to the period average
rates and employment elasticity for
between 2011 and 2017.
post-2001 periods.
2) Growth rate for 2018 is forecasted value.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Bank of Korea, Statistics Korea
4) 2001년 이후의 고용탄력성을 적용하였을 때 2018년에는 23.8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기대되지만 실제
로는 9.7만명에 그쳐 14.1만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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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발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술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하에서 청년
고용의 미스매치 현상,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포기 가능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들은 이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3. 고용구조 변화 추이 및 특징
가. 인구보너스 효과의 소멸
한 나라의 잠재적인 노동력 규모를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를 OECD 기준에
따라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그동안 지
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앞으
로도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
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주축을 형성하는 핵심 노동연령층(30~54세)
인구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인구규모의 증가
및 연령별 구성 변화는 그동안 성장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 즉 “인구 보너
스” 효과로 작용하여 왔으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요인은 앞으
로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Ⅱ-8> Population by Age

<Figure Ⅱ-9> Working Age Population

Source: Population Projections (Statistics Korea)

나. 경제활동참가율의 꾸준한 상승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그동안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 기준)가 증가하
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
년대 중반 55% 내외였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는 63%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OECD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
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가운데 학업이나 가사 등으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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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Ⅱ-10>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igure Ⅱ-11> Inactivity Population
Rate1),2) by Country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Notes: 1) Data for 2017
(Statistics Korea)
2) Based on 15-to-64 year-olds
Sourc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017년 현재 31%로 여전히 높은 편
에 속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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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의 고용률을 OECD 기준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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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고용률을 높일 여지가 충분
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에 기여
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1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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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5)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가능인구, 고용률, 실업률 등 모든 고용통계를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공식 발표하고 있다. 반면 OECD는 고용통계를 15~64세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과거 추이를 분석할 경우에는 통계청 기준으로, 국제비교는 OECD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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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Ⅱ-13> Employment Rate1),2)
by Country

Note: 1) 15 years old and older
Note: 1) 2017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2) 15-to-64 year-olds
(Statistics Korea)
Sourc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Figure Ⅱ-14> Female Employment <Figure Ⅱ-15> Female Employment
Rate
Rate1),2) by Country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Notes: 1) 2017
(Statistics Korea)
2) 15-to-64 year-olds
Sourc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Figure Ⅱ-16> Gender Employment <Figure Ⅱ-17> Gender Employment
Gap1)
Gap1),2) by Country

Note: 1)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Notes: 1) 2017
employment rates
2) 15-to-64 year-olds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ourc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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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Ⅱ-18> Employment Rate
by Age

<Figure Ⅱ-19> The Ratio of Youth1)
Employment Rate to
Overall Rate by
Country2)

Note: 1) 2017
Source: OECD Employment Database

Notes: 1) 15-to-29 year-olds
2) 2017
Sourc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의 고용률
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은 2017년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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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층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뚜렷이 낮은 실정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현재 9.8%로 외환위기 이
후 최고 수준이다. 청년인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
하고 있는 청년노동력 규모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OECD 평균
(9.8%)과 같은 수준이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연령층에서 군 복무자와 높은 학생 비율로 경제
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 실업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 등이 다
른 나라에 비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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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Ⅱ-20> Youth1)
<Figure Ⅱ-21> Youth1)
2)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2)
by Country
and Population

Notes: 1) 15-to-29 years-old
Notes: 1) 15-to-29 years-old
2) The reference period for job-seeking is
2) 2017
one week for 1990 to 1999, and four Source: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weeks after 2000.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라. 과도한 자영업 근로자 비중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면 1980년대 이후 임금 근로자 비중이
계속 상승한 반면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
임금 근로자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를 의미하는데 201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비
임금 근로자 비중이 우리보다 산업화가 덜 진행된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높다. 한편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
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소득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
이다. <Figure Ⅱ-25>의 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과의 평균적 관계를 나타내
는 추세선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정도이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비중은 대략 17.7% 정도이어야 하나 실제는 7.8%p나 더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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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Ⅱ-22> Size and Share of
Self-employment

<FigureⅡ-23> Share1) of
Self-employment and
Non-salaried Worker
by Country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Note: 1) 2017
(Statistics Korea)
Sourc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FigureⅡ-24> Break-down1) of
Self-employment by
Presence of
Employees

<Figure Ⅱ-25> GDP per capita1) and
Share of
Self-employment2)

Note: 1) Own-account’s share is calculated as the Notes: 1) Based on 2016 purchasing power
number of own-accounts divided by that
parity (PPP)
of the entire self-employed population.
2) Data refer to non-salaried worker.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ource: OECD
(Statistics Korea)

마.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다음으로 임금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나누어 보면 2017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67.1%가 정규직 근로자이고, 32.9%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고용기간을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정
규직, 기간제 근로나 시간제 근로, 또는 파견 ․ 용역 ․ 호출 등의 비전형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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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Ⅱ-26> Temporary Worker
Share1) by Country

<Figure Ⅱ-27> Share1) of Part-time
Workers by
Countries

Note: 1) 2017
Source: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Note: 1) 2017
Source: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Statistics Korea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OECD가 조사하는 임시직 근로자6)
(temporary worker)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동 비중이 20.6%에 달해 OECD 평
균 11.2%에 비해 크게 높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3.3%로 OECD 평균
인 1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비자발적 이유
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바. 기업규모의 영세성
근로자를 취업중인 기업7)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
업자 비중이 85%를 상회(2016년 기준 85.7%)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8)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10인 미만 기업 취업자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20인 미만 기업 취업자 비중은 50%를 상회하여 과반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업원수 20인 미만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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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단기기대 근로자+파견 근로자+일일 근로자”자료를 OECD에 제공하고 있다.
7) 정확한 의미로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로서 개인사업자, 영리 ․ 비영리 법인 등을 포함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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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기반하여 비영리 법인 등을 제거한 후 작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종사자규
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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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 취업자 비중은 31.1%이고, 300~499인 기업 취업자 비중은 3.2%, 500명 이상 기업 취업자 비중은
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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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Ⅱ-28>

Employment Share1) by Firm Size

Note: 1) 2016
Source: Census on Establishment (Statistics Korea)

Ⅲ.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
1.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앞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 대기업 ․ 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원화
되고 양시장간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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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시장을 ‘2차 노동시장’(secondary sector)이
라고 부른다(Doeringer and Piore, 1971). 1차, 2차 노동시장을 명확하게 구별하
는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본고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정규직에
속하면 1차 노동시장으로,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에 속하면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0)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17.8월 현재 대기업 정규직에 근무하는 1차 노동시

10)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Doeringer and Piore (197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인재 (2009)
등에서는 대기업 ․ 정규직 ․ 유노조 부문에 속하는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으로 보고 나머지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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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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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able Ⅲ-1> Number and Share of Workers in Primary and Secondary
Labor Market
(10 thousands of people, %)
Primary Labor
Market

Secondary Labor
Market

Frim size

Employment status

Persons

Share

Large
Companies

Regular Worker

213

10.7

Large
Companies

Non-regular Worker

33

1.7

SMEs

Regular Worker

1,130

56.5

SMEs

Non-regular Worker

624

31.2

1,787

89.3

2,000

100.0

Sub-total
Total

Source: BOK research department calculations using supplementary result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type, August 2017 (Statistics Korea)

<Figure Ⅲ-1> Number of Workers in Primary and Secondary Labor Market
Panel A.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Panel B.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Source: Supplementary result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type,
August 2017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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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 2차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 격차 확대
우리나라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이 임금, 직업안정성,
퇴직급여 등 여러 면에서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17년 현재 1차 노동시장 종사
자의 월평균 임금은 398만원으로 2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25만원)
의 약 1.8배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
과 비슷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연수에 있어서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와 2차 노동시장 근로자 간의 격차가 크
게 나타나고 있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2년으로 2차 노
동시장 근로자의 5.2년의 2.3배 수준이다. 국민연금, 퇴직급여, 상여금 수혜율
등 여타 근로조건에서도 1, 2차 노동시장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급여, 상여금의 수혜율이 95% 이상인
반면,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수혜율이 70%를 하회한다.

<Table Ⅲ-2> Monthly Wage and Job Tenure by Type of Labor Market
(10 thousand won, year)
Firm Size
Primary Labor Market

Secondary Labor
Market

Employment Status Monthly Wage

Job Tenure

Large
Companies

Regular Worker

398.1

12.2

Large
Companies

Non-regular Worker

257.7

4.0

SMEs

Regular Worker

263.8

6.7

SMEs

Non-regular Worker

151.5

2.5

224.5

5.2

243.0

5.9

Sub-total
Total

Source: BOK research department calculations using supplementary result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type, August 2017 (Statistics Korea)

Welfare Benefits1)

<Table Ⅲ-3>

(%)
National Pension

2)

Retirement Allowance

Bonus Payments

Primary Labor Market

98.3

99.5

96.1

Secondary Labor
Market

65.6

69.4

67.7

Note: 1) Data refer to coverage ratios.
2)Excluding individual subscribers
Source: BOK research department calculations using supplementary result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type, August 2017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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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는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그동안 꾸
준히 확대되어 왔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10~29인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300
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임금의 90%에 달할 정도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크
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임금추이를 보면 대략적으로 3차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계기가 있었다(조성재, 2017). 먼저 1987년 이후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에서는 노조결성
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
였다. 두 번째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소수로 남은 대
기업, 공기업과 주변 인력이 된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
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그동안 진행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로 인해
우수 인적자본의 대기업 쏠림 및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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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30개월로 정규직(91개월)의 33.0% 수준으
로 떨어졌다.

<Figure Ⅲ-2> Relative Wages1) by
Firm Size

<Figure Ⅲ-3> Average Job Tenure
by Employment Type

Note: 1) Data have been normalized. Wage of Source: Supplementary results of economically
firm size 500+ = 100.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Source: Cho (2017)
type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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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 2차 노동시장 간 이동 단절
1차 및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심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성과에 따
라 양 시장 간 이동이 활발하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1, 2차 노동시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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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년후 정규직 전환율이 22%에 불과해 16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노동시장은 이직률 및 해고율이 1차 노동시장보다 크게 높아 고용안정
성이 낮다. 또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이 4.8%로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Schauer, 2018).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겨 가기 위한 가교(stepping stone or bridge) 역할을 하기 보다는 한 번 비정
규직에 종사하면 고용안정성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
규직 함정(trap)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1)

<Figure Ⅲ-4> Transition1) From
Non-regular to
Regular Worker

<Figure Ⅲ-5> Transition1) From
Non-regular to Regular
Worker by Country

Note: 1) 1.5 years after working as fixed-term Note: 1) 3 years after working as temporary
worker
worker
Source: Business Fixed-term Employee Survey of Source: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Present Condition (MOEL)
(OECD, 2013)

11) 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남재량 ․ 김태기 (2000), 류기철
(2001), 류재우 ․ 김재홍 (2001), 금재호 ․ 조준모 (2001), 장지연 ․ 양수경 (2007) 등 대부분의 국내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가교)보다는 함정에 가까운 역할을 한
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유경준 (2004)은 40세 미만의 청장년층 고학력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이 정규직으로 입직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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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6> Separation and Layoff <Table Ⅲ-4> Flow Probabilities by
Rates
Employment Type1)
To

F
r
o
m

Regular

Temporary

Selfemployed

Nonemployed

Regular

92.5%

1.4%

0.9%

5.1%

Temporary

4.8%

81.4%

1.7%

12.2%

Selfemployed

1.3%

2.2%

92.1%

4.4%

Nonemployed

3.6%

4.1%

0.9%

91.4%

Source: Schauer (2018), Labor Force Survey at Note: 1) Calculated using KLIPS(2013-2014)
Establishment (MOEL)
Source: Schau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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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우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990년대 들어 중국 등 신흥시장국이 세계 경제
에 본격 등장하면서 세계 무역질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의 통합이 진전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흥시장국과의 가격경쟁에 직면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핵심업무만 남기고 생산공
장의 해외이전을 늘리는 한편 아웃소싱을 크게 확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우
리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하
면서 제조업의 해외 생산비중이 2003년 4.6%에서 2017년에는 19.1%로 4배 이
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과 외주화 확대를 통해 수출 대
기업들은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원가 및 노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국내 고용수요를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
니라 고용구조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으로부터 아
웃소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거
나 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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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7> FDI1) and Share1) of
<Figure Ⅲ-8> Ratio of
Overseas Production
Subcontractor to the
Entire Manufacturing
SMEs

Notes: 1) Manufacturing sector data
Source: Korean Federation of SMEs
Sources: Export-Import Bank of Korea,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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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하면서 2016년 14.3%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수 9인 이하 소규모 업체
의 고용 비중은 1993년 39.0%에서 2016년에는 40.5%로 상승하였으며, 10~19
인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동 기간중 8.8%에서 11.0%로 높아졌다.12) 기업체 수
도 대기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소규모 기업의 개수는 크게 늘어났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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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에 위치한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opulation of Workers in Motor Vehicles and
Parts & Accessories Industries

Sourc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Statistics Korea)

Population of Workers in Parts & Accessories
Industries, by Fir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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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10> Number of
Establishments by
Firm Size

Source: Census on Establishments (Statistics Korea)

1993년~2016년 기간 중 300인 이상 업체는 1,100 여개가 늘어난 반면 1~9인
업체는 148만개, 10~19인 업체는 9.9만개가 늘어났다.

② 대기업 우위적 원 ․ 하청 관계
대기업 우위적 원 ․ 하청관계 또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글로
벌 시장에서의 중국 등 신흥개도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주화를 통해 비용요인을 전가하고자 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확대되었다. 해외 판로 개척 등 마케팅 기능
이 미흡한 중소기업은 생산물시장에서 독점도가 대체로 높은 국내 대기업의
수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13). 이에 따라 교섭력이 약한 하청기업인 중
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독점적 지위가 형성되었다. 원청기업의 수요가 독
점적인 경우 원청기업은 원 ․ 하청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바탕
으로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에 비용요인을 전가하려는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실
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가 불공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중소기업 중앙회, 2016). 특히 대기업들은 하청
기업에 대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빈번하게 요청15)함에 따라

13) 2017년 현재 중소기업중 44.5%(제조업 기준)가 하청(수급)기업인데 하청 중소기업의 매출액중 납품
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전체 중소기업 기준으로도 동 비중이 40%를 넘는다. 대체
로 독점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중소기업의 도급기업 의존도가 높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 등이 독점도와 중소기업의 도급기업 의존도가 모두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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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하청기업은 2차 ․ 3차 하도급을 통해 비용인하 압력에 대응하였고 하도급의
아래 단계로 갈수록 임금 지불능력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해지
게 되었다. 임금, 사회보험 수혜율, 노동조합 가입율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하위 하청단계로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안주엽, 2015)

③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차이도 노동시장 간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외적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대기업들은 외주화를 통해 원가절감
을 꾀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대기업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데다 인적자본 및 R&D 투

1),2)

The Degree

of SMEs’ Dependence on
Contractors

Notes: 1) Manufacturing industry, 2017
2) Share of contract amount to total sales
Source: Korea Federation of SMEs

Concentration ratio and the Degree of SMEs’
1),2)
by Industry
Dependence on Contractors

Notes: 1) Concentration ratio represents the share
of five largest firms’s sales among total
sales for each industry.
2) Data for concentration ratio refer to 2013.
Sources: Korea Federation of SMEs, Analysis of
Market Structure (2017)

14)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 혹은 거래가 가능한가?”라는 설문에 23.1%가 “그렇다”, 76.9%가 “아니다”로
응답하였다.(｢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 조사｣, 중소기업중앙회(2016.8))
15) 불공정거래 행위 중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설문에 대해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54.4%), 대기
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25.3%),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침탈(16.3%), 대기업 금융지원(3.4%), 기
타(0.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 조사｣, 중소기업중앙
회(2016.8))
Difference in Working Conditions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16)
(%)
1)
2)
2)
Wage
National Pension
Bonus
Union density
Contractor
Sub-contractor
1st vendor
2nd vendor
3rd or more

100.0
51.1
52.0
49.9
42.2

99.5
87.3
86.6
91.7
83.0

97.2
68.6
69.0
68.9
62.0

Note: 1) Total wage basis, relative wages compared with contractor’s wage (100)
2) Data refer to coverage ratios.
Source: Ahn (2015)

39.2
6.8
7.7
4.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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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12> Productivity
<Figure Ⅲ-11> Productivity
Differences1),2)
Differences1) Between
Large Firms and
Between Large
SMEs
Firms and SMEs by
Country

Note: 1) Data refer to value-added labor
Notes: 1) Data refer to value-added lab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sect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sector.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2) 2015, except Japan (2014)
Source: Korea Productivity Center

자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더 빠르게 도모할 수 있었다.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선도부문
과 내수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확대는 노동시장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근로자 1인당 부가가
치 기준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의 32% 정도로 50~60%에 달하는 선진
국에 비해 크게 낮다. Schauer (2018)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주
요 원인중 하나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지
적하였다.

④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 제도적
요인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데다 기업 단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사관계 시스템 상의 특징이 노동시장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
라의 노조 가입률을 기업규모별로 볼 때 30인 미만 소기업은 0.1%로 노조결성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63%에 달한다. 국제기준
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10% 내외로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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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13> Trade Union Density <Figure Ⅲ-14> Trade Union Density1)
by Country
by Firm Size

Note: 1) 2015
Source: OECD (2018)

Note: 1) 2014, except Korea (2012)
Source: OECD (2018)

대기업의 노조가입률만 높은 상황에서 노사협상이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내부자-외부자(insider-outsider) 구조가 조성되었다. 즉, 1차 노동시장에 속
하는 내부자인 대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하
게 되고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외주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비용부
담을 2차 노동시장으로 전가하였다. 반면, 노조조직률이 낮거나 아예 조직화되
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해는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
였다.17) 한편 노사협상이 기업단위 보다는 산업별 또는 상급단체에서 이루어지
는 북유럽 국가들은 유사 직무에 대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실정
이다. 우리나라는 노사협상의 상급단체 집중도가 낮은 국가에 속하고 노사협약
의 적용범위를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18)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단위 노사협상에 대한 사회적 조정 기능이 부족함에
따라 유사 직무에 대해서도 기업에 따라 임금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17) 해고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저해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
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다.
18)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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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15> Collective Bargaining <Table Ⅲ-5> Predominant Level of
Collective Bargaining1)
Coverage Rate1) by
Country
Predominant
Level
Weak

Company
Company/
Sectoral
Sectoral

Strong

Note: 1) 2016 or latest year available
Source: OECD Trade Unions & Collective
Bargaining

Sectoral/
National

Country
Turkey, Estonia, Mexico, United
States, South Korea, Poland,
Hungary, Chile, New Zealand,
Canada, United Kingdom, Czech
Rep., Ireland, Japan
Israel, Slovak Rep., Greece, Australia,
Luxemburg
Spain,
Switzerland,
Germany,
Netherlands,
Austria,
Norway,
Denmark, Sweden, Slovenia, Iceland,
France, Portugal, Italy
Finland, Belgium

Note: 1) 2015
Source: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한편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연공급 중심인 점도
1·2차 노동시장 간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현재 전체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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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연령
이 높아져도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임금체계의 특징이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Ⅲ-16> Seniority-based
Wage Coverage
Rate1) by Firm Size

<Figure Ⅲ-17> Age-Wage Profile1)
by Firm Size

Note: 1) Data from June 2016
Note: 1) Manufacturing sector employment
Source: Supplementary results from labor force Source: Cho (2014)
survey at establishment level (M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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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규직이 법제상 과도하게 보호받는 고용보호법 관련 문제를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형성 및 심화의 주요 배경으
로 지적하고 있다. IMF의 Schauer(2018)는 고용보호법제를 앞서 지적한 대 ․ 중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으며, OECD(2013)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OECD의 고용보호지수19)(OECD
indicators on EPL)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정도
(2.17점)는 OECD 평균(2.27점)에 비해 약간 낮은 편20)이나 정규직 개인에 대한
해고(2.29점)는 OECD 평균(2.03점)에 비해 더 어려운 편이다. 정규직 개별해고
(일반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데 판례상 이를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부당해고시 복직가능성, 부당해고에 대한
제소기간 등의 측면에서 해고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규직 집단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법조문에 근거한 OECD의 고용보호지수로는 용이(한국
1.88점, OECD 평균 2.89점)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매우 어
려운 것으로 인식된다. 정리해고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법정에서 인정받기도 어려우며, 근로자 대표와
의 장기간 협의, 고용주의 해고 회피노력 입증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실제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의 어
려움은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거나 그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유연성 제고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고용보호법제도를 지수화(0~6)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고가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퇴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OECD
의 고용보호지수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퇴직금(severance payment)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
라의 고용보호 정도가 실제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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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18> EPL Indicators1),2) for <Figure Ⅲ-19> Dismissal Regulation1)
for Regular Workers
Regular Workers by
by Country
Country

Notes: 1) Weighted average between individual Note: 1) 2013, except U.K. and Slovenia, both
dismissal and collective dismissal
2014
indexes
Source: OECD Employment Protection Database
2) 2013, except U.K. and Slovenia, both
2014
Source: OECD Employment Protection Database

<Figure Ⅲ-20> Reasons Given by Firms for Hiring Non-regular Workers
Panel A. All Firms

Panel B. By Firm Size

Note: 1) Based on a government survey of firms
Source: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OECD, 2013)

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영향
① 소득 불평등 심화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원 ․ 하청 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소득불평등 확대
에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 연구에 따르면 2차 하청기업의
최고 임금수준이 원청기업의 최하 임금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노동시장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정동관, 2017).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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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임금격차가 큰 편이다.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10분위 최하위 임금 대비
상위임금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미국, 칠레에 이어 4번째로 높
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계는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할 때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임금격차의 확대는 소득불평등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소득불평등 확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90%에 달하는 2
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다수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제약하여 내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생산-분배-수요 증가로

<Figure Ⅲ-21> Wage Distributions of <Figure Ⅲ-22> D9/D1 Ratio1) by
Country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Source: Jeong (2017)

Note: 1) 2016, except Belgium, Iceland, Chile
and Israel (2015), and Spain (2014).
Source: OECD Labour Statistics

<Figure Ⅲ-23> Share of Household <Figure Ⅲ-24> GINI Coefficient1)
Income Source by
Employment Status1)

Note: 1) Based on head of household income Note: 1) Ordinary households of one or more
Sourc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members residing in a dong/eup/myeon
Conditions (Statistics Korea)
nationwide
Sourc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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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인적자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차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무연한이 짧
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려워 근로자
에 대한 교육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고 근로자들도 근속 가능성이 낮은
직장에 특화된 업무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작다. 또한, 2차 노동
시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취업동기가 생계나 대안적 일자리 부족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근로자들이 업무에 몰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생산
성도 낮아지게 되고 장기 근무를 해도 숙련도가 축적되기 어렵다. 한편, 1차 노
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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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는 요소투입보다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Figure Ⅲ-25> Share of Employee <Figure Ⅲ-26> Share of Employee
Receiving
Accepting Current
on-the-job Training
Job Voluntarily1)

Source: Supplementary results of the
Note: 1) Reasons for accepting job voluntari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re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Statistics Korea)
job security, etc., while those for
accepting job voluntarily are to obtain
an immediate income, not being able
to find desired job, etc.
Source: Supplementary result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type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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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
기 어려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성장잠재력을 유지 확충해 나가는 데도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고용안정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리나라는 2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근로자들의 이직률과
입직률이 높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입직률과 이직률의 합으로 정의되는 노동이
동률21)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노동이동률이 높으면 그만큼 노동시
장의 유연성은 제고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성(job security)은 저하되게
된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충분하고 구인 ․ 구직시장이 효율적이면 직업
안정성이 낮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고 노동시장
의 효율성도 높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
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잦은 실업이 전체적인 실업급여 지급규모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igure Ⅲ-27> Labor Turnover Rate1) <Figure Ⅲ-28> Net Replacement
by Country
Rates1)2)3) of
Unemployment
Benefits by Country

Note: 1) 2017, except the U.S. (2016)
Source: Calculated using OECD Employment
Database Statistics

Notes: 1) The ratio of net household income
during a selected month of the
unemployed period to the net
household income before the job loss
2) Averaged over 5 years
3) 2015
Source: OECD Benefits and Wages

21) 입직률(기준시점에서 1년 이내에 입직한 근로자의 비중)과 이직률(기준시점에서 1년 이내에 이직한
근로자의 비중)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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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실업의 증가
가. 구조적 실업, 구직기간의 장기화, 고학력자 중심의 실업 증가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일
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증가는 구조적 실업의 측
면이 강하다는 점,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자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경기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전체실업률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0년에 전체
실업률에 비해 1.8배 정도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에는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비율이 2.7배로 높아졌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7배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경기변동에 따라 청년실업률이나 전체실업률이
함께 상승 또는 하락하므로 구조적 실업이 늘지 않았다면 동 비율은 일정한 수
준을 전후로 움직이는 대체로 수평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청년실업률/전체실
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청년실업률 상승이 구조적 실업
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년층은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다보니 실
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 사람들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기
회가 주어지면 취업을 원하는 잠재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청년
층이 실제 체감하는 체감실업률22)은 실제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청년층은 실업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중퇴)하고 첫 직장을 찾아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이 2004년에는
12.3개월이었으나 2017년에는 14.4개월로 늘어나 첫 직장을 갖기까지 청년들은
대부분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군별 취업 준비
기간을 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교육직의 경우 2년 가까이(21.6개월)
걸리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정도(19.2개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2) 체감실업률은 확장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
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100]으로 나타내는데 공식실업률과의 격차가 청년층은
15%p로 전체 인구의 7%p의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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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29> Youth Employment
Indicators Divided
by Those of Entire
Population
Respectively

<Figure Ⅲ-30> Differences1)
Between Official
and Perceived
Unemployment
Rates

Note: 1) Data refer to the population aged 15-29. Note: 1) U6 minus official unemployment rate
(U3)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Figure Ⅲ-31> Average Duration1) of <Figure Ⅲ-32> Job Preparation
First Job out of
Time by Occupation
School

Note: 1) Calculated using supplement results of Source: Report on Ordinary People’s Financial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Life (Shinhan Bank)
survey on youth (Statistics Korea)
Sourc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7)

청년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일을 하지도 않고
일할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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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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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큰 비구직 청년 NEET가 2008년 53.4만명에서 2016년에는 60.6만명으
로 증가하였으며 비구직 NEET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NEET 비율이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종욱, 2017). 청년기에 NEET를 경험하면 그 영향은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낮추고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하는 한편 임금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남재량 ·
김세움, 2013). 따라서 이처럼 청년층 NEET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우리
경제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청년실업률을 학력별로 보면 고졸 실업률 보다 대학 졸업자나 전문대 졸업
자의 실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은 2008년 7.0%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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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인적자본 축적 정도가 높으
므로 고등교육자들의 실업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또
한 고등교육 졸업자가 찾는 직무일수록 고숙련업종인 만큼 조직 내 직무훈련
을 통해 숙련도를 축적해나가야 하나 청년기 실업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잃거
나 늦어지면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 소위 이력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
타날 것이다.

<Figure Ⅲ-33> Youth1) NEET Rate

<Figure Ⅲ-34> Share of Long-term
NEET1)

Note: 1) Data refer to the population aged 15-29. Note: 1) NEET not in job seeking, for 6 months
Source: Kim (2017)
or more
Source: Ki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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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35> Youth1)
<Figure Ⅲ-36> Youth1)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by Age
by Highest
Education Level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Note: 1) Data refer to the population aged 20-29.
(Statistics Korea)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나. 청년실업 및 구직기간 증가의 배경
청년실업이 증가한 가장 주된 요인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
가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대학
진학률이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1990년대 초반 30%대였던 대학진학률은 2017
년에는 68.9%까지 상승하였으며23) 이에 따라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대학졸업자
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진
전되면서 고등교육 졸업자가 선호하는 1차 노동시장의 채용규모는 크게 늘어
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추이를 보면, 4년제 대학졸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34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채용계획은 그동
안 6~7만명 내외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그동안 임금 등 1차 · 2차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
데 노동시장 간 단절이 견고해지면서 졸업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은 심
화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선택은 평생의 커리어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우가 열악하고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도 낮
은 2차 노동시장에 취업하기보다는 1차 노동시장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실업은 물론 구직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7년 청년층(20~29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1.6%는 취업시험 준비
23) 우리나라의 20~24세 고등교육 취학률은 2015년 현재 50.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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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스펙 쌓기를 위한 취업준비생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청년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Figure Ⅲ-37> Ratio of College
Entrants to High
School Graduates1)

<Figure Ⅲ-38> Number of College
Graduates and
Planned Recruitment
by Large Companies1)

Note: 1) Four year college includes educational Note: 1)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Sources: Educational Statistics, Labor force
college
survey at establishment (MOEL)
Sourc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igure Ⅲ-39> Breakdown of Youth1) <Figure Ⅲ-40> Share of Hires by
Economically
Presence of Job
2)
Inactive Population
Experience

Notes: 1) 20 to 29 year olds
Source: 2017 Research on recruitment of
2) Data refer to 2017.
new/experience employees
Source: BOK research department calculations
(Korea Employer Federation)
using supplementary result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n Youth in May 2017 (Statistics Korea)

24) 일반직공무원(15.8%), 고시 및 전문직(3.6%), 언론사 및 공영기업(3.3%), 교원임용(2.7%) 등 직업안
정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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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년실업 증가의 영향
청년기의 실업은 다른 시기의 실업에 비해 근로자 개인은 물론 경제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청년기는 직업을 처음 선택하고 직무경험을 통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평생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는 이후 연령기에도 고용과 임금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나타날 수 있다(Kawaguchi & Murao, 2014).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면 이후 세대에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남주, 2018).
청년들의 구직기간 및 취업준비 비용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 및
비효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구직기간 증가로 첫 직장
입사 나이가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청년기
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 자립과 재산형성 시기가 늦
어지게 된다. 또한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과거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
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하나인 공무원의 경우 취업준비 비용으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제외하고도 평균적으로 63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25) 그러나 취업 준비를 오래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
은 크지 않은 만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산적인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청년들의 본격적인 근로활동이 늦어지고 취업준비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기회비용의 증가라 하겠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안정적인 삶을 설
계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초혼 연령은 1990대초 남성이 28세, 여성이 25세 내외였으
나 이후 지속적으로 늦어지면서 2017년에는 남성이 33세에 이르고 여성은 30
세를 넘게 되었다. 청년실업과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기 이
후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청년실업은 출산율 저하를 통해 노동력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25)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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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42> Expenditure1) on
Job-seeking and
Preparation

Note: 1) Calculated using supplementary results Note: 1) Excluding living and housing cost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ource: Report on Ordinary People’s Financial
survey on youth (Statistics Korea)
Life (Shinhan Bank)
Source: Seoul Economic Daily

<Figure Ⅲ-43> Age at First Marriage <Figure Ⅲ-44> Birth Rates by
Mother’s Ages and
Total Fertility Rate

Sourc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Sourc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3. 여성 고용의 부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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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력별 남녀 고용률 격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고용률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졸 이상의
남녀 고용률 갭은 26%p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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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고용률 갭이 낮아져 우리와 상반된
모습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키워낸 고숙련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
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라 하겠다(Jones and Fukawa, 2016).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는 남성들에 비해 크게 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대기업 ·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
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6.6%에 불과해 남성근로자의 13.9%의 절반
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Figure Ⅲ-45> Gender Employment gap1),2) by Educational Attainment

Notes: 1)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employment rates
2) Data refer to employees aged from 25 to 64 years old in 2016.
Source: OECD Education and Training

<Figure Ⅲ-46> Employment Share for Each Sex, by Employment Type
and Firm Size1)2)
Panel A. Male

Panel B. Female

Notes: 1) Large firms are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2) Data refer to August 2017.
Source: Supplementary result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type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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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47> Gender Wage Gap1),2) <Figure Ⅲ-48> Gender Wage Gap
by Country
Across Ages by
Country

Notes: 1) Difference between median earnings of Source: OECD Economics Surveys (2016)
men and women relative to median
earnings of men.
2) Data refer to 2016.
Source: OECD Earnings Database

이처럼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수,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평
균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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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여성고용 부진의 배경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이나 질적 수준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남성과의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이 뚜렷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여성들이 30세를 전후로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경력단
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30대에 여성 고용률이 현
저하게 떨어지는“M자”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세 이전까지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고용률보다 오히려 높지만 30대 들어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에도 고용률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혼과 기혼의 경제활동을 비교해 보면 미혼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남성과의 차이가 30%p
정도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 가운데 현재 취업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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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49> Female Employment <Figure Ⅲ-50> Gender Employment
Rate by Age Group1),2)
Gap1) by Age Group

Note: 1)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Notes: 1) Data refer to 2017.
employment rate in 2017
2) Shaded area highlights the minimum and
maximum values of OECD countries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xcluding Korea).
Survey (Statistics Korea)
Sourc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있는 경우는 51.3%가 경력단절 상태이며 취업을 한 경우에도 46.3%도 과거 경
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의 사유로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결혼과 출산 및 육
아가 여성의 경력단절과 이후의 고용부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의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우리 정
도로 크지는 않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크게 나타난 것
은 결혼과 육아 그 자체보다는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
려운 제도26) 및 문화27)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6)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출산
휴가 기간이 12.9주로 OECD 평균 18주에 비해 크게 낮으며 휴가기간중 소득대체율도 79.7% 수준
에 불과하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대체율이 28.5%로 OECD 평균 47.4%에 비해 크게 낮
다.(OECD Family Database 2016년 기준)
27)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남성들이 가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다 여성 중심의 양육을 당연
시 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남녀간 공평한 가사분담이 어렵고 여성들이 대부분의 양육과
가사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ours

Women2)
Men

3)

Weekdays
Weekends
Weekdays
Weekends

1)

Devoted to Child-care by Sex
Total
Double Income
Family
5.6
4.3
7.2
6.6
1.2
1.3
3.4
3.5

Single Income
Family
6.7
7.8
1.2
3.4

Notes: 1) Average hours
2) Married women between 15 to 49 years old with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age
3) Husbands of married women between 15 to 49 years old with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age
Source: Korea Institutes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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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51> Employment by Sex and Marital Status
Panel A. Participation Rate

Panel B. Employment Rate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Figure Ⅲ-52> Share1)2) of Women
with Career
Disruption

<Figure Ⅲ-53> Reasons for
Women’s Career
Disruption1)2)

Notes: 1) Data for women not in employment Notes: 1) Based on women not in employment
refer to share of people that quit their
2) Childcare refers to caring for pre-school
children. Child education refers to
jobs because of marriage, pregnancy
& childbirth, childcare, child education
educati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or family care. Source: Local Area Labor Force Survey in April
2017 (Statistics Korea)
2) Data for women in employment refer
to share of women with career
disruption experiences to entire ones.
Source: Local Area Labor Force Survey in April
2017 (Statistics Korea)

통상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 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
는 졸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비교적 취업하기가 수월한 2
차 노동시장에 많이 취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20대까지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으나 30대 이후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하면서 남성에 비해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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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후 양육과 가사를 병행
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시간제나 한
시제 고용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이 2차 노동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고학력 여성들은 눈높이에 맞는 재취업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고용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을 위주로 재취업함으로써 여성들의 근로조건도 전반적
으로 남성들에 비해 낮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Figure Ⅲ-54> Share of Non-regular Workers by Sex and Marital Status1)
Panel A. Total

Panel B. Not Married

Panel C. Married

Note: 1) Data refer to August 2017.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supplementary result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type, August 2017 (Statistics Korea)

<Figure Ⅲ-55> Share of Employment by Sex and Employment Type1)
Panel A. Male

Panel B. Female

Note: 1) Data refer to August 2017.
Source: Supplementary result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employment type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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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고용 부진의 영향
우리나라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
작하였다. 앞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를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여성들의 출산 후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제도 및 문화
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8)
한편, 우리나라는 고학력 중심으로 남녀 고용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최근 여성들은 대학진학률, PISA 점수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 성취도가
남성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에서 여성과 남성
의 격차가 거의 해소된 상황에서 여성 고용구조 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격
차를 해소해 나가지 않는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다.

28) OECD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30년까지 남성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
노동력 규모(15~64세 기준)를 2,535만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 수
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350만명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이 2030년까지 남성수준에 수렴하는 경우 2030년 GDP는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19.5%
나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Effects of Converging Male and Female Participation Rates
1)

Panel A. Size of Labor Force

1)

Panel B. Projected Size of GDP

Note: 1) Based on population projections for persons Note: 1) Based on USD 2005 PPP
aged 15 to 64 years olds
Source: Closing the Gender Gap (OECD, 2012)
Source: Closing the Gender Gap (OEC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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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56> Ratio of College
<Table Ⅲ-6> PISA Scores for Korea
Entrants to High
School Graduates by
Sex
(score)
Men

Women

Writing

498

539

Science

511

521

Math

521

528

Sourc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Korean Note: 1) 15 year olds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e)
Source: OECD (2015). The 2015 scores from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4. 저생산성 자영업의 과도한 고용 비중
가. 생계형 서비스업에 집중
앞에서 자영업 비중이 우리 경제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자영업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
영업자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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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운데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 속한다.29) 더욱이 자영업이 진입하기 쉬운 일부 업
종에 집중되다 보니 특정 업종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자
영업이 진입할수록 사업자당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편의점, 치킨집을 포함한 패
스트푸드점, 부동산중개업소, 여관업, 인테리어 등에서 사업자당 인구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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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성이 높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8.36%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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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57> Share of
<Figure Ⅲ-58> Population1)2) per Job
Self-employment by
Type in Major
1)
Industries
Industries of
Self-employment

Note: 1) Based on registered businesses in 2015 Notes: 1) Left axis basis, except for real estate
Source: Survey on Self-employment (Statistics
agencies
Korea)
2) Population divided by number of
registered business owners
Source: National Tax Statistics (National Tax
Service)

한편, 자영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현재 자영업자
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0.6%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과 40대가 각각
27.8%, 26.1%씩을 차지하고 가운데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미흡, 노후대비 저축 부족 등으로 근
로자들이 법정 은퇴연령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래 잔류하려는 성향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자영업의 고령화 추세는 심
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영업의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액 분포를 보면, 12백만원 미만 업자가 21.2%, 12백만원
이상 46백만원 미만 업자가 30.6%를 차지할 정도로 자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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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59> Number1) of
Employed by Age
and Employment
Type

<Figure Ⅲ-60> Self-employment
Share by Sales
Revenues1)

Note: 1) Data refer to August 2017.
Note: 1) Based on registered businesses in 2015
Source: Supplementary results of the economically Source: Survey on Self-employment (Statistics
active population survey on non-wage
Korea)
workers (Statistics Korea)

나. 생산성 낮은 자영업 과다의 배경 및 영향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화가 진행되면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
던 노동력이 도시의 임금근로자로 편입되면서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
중이 줄어들어 왔으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 비중 하
락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
로 유입되었으나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해 자영업으로 진출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금재호, 2012).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
게 낮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인구당 기업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
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가 크다. 일본은 5인 이상 기업이 경제활동인구 만
명당 309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191개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은 종업원수 300인
이상 규모가 큰 기업도 경제활동인구 만명당 1.8개인데 비해 한국은 0.9명으로
인구당 대기업수가 더 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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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61> Number of Establishments per Population1) in Korea and
Japan
Panel A. No. of Establishments

Panel B. No. of Establishments per
Population(10,000 people)

Note: 1) Working population. 15-to-64 year-olds
Source: Statistics Korea, Japan MIC Statistics Bureau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정규직에서 은퇴하
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 재취업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
가 선택할 수 있는 취업기회는 2차 노동시장이거나 자영업으로 제한적이다. 그
러나 2차 노동시장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부족하고 소기업들은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자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은 것은 이 같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 상황을 배경으
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유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 자영업의 가계수지가 악화되면서 빈
곤화될 위험성이 있다.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은 상용직 종사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가계부채는 자영업 가구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자영업 가구는 166.8%로 전체 가구 평균(121.4%)
에 비해 크게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34.8%로 전체 가구 평
균(25.0%) 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재
무건전성이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영업 종사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재무건전성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빈곤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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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Ⅲ-62> Household Income
by Status of
Employment1)

<Figure Ⅲ-63> Household Debt by
Status of
Employment1)

Note: 1) Based on equalized income which is household income divided by the square root of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ourc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tatistics Korea)

<Figure Ⅲ-64> Household’s Financial Soundness by Status of
Employment1),2)
Panel A. Debt-to-Income Ratio

Panel B. Debt Service Ratio

Notes: 1) Calculated using disposable income
2) Data refer to 2017.
Sourc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tatistics Korea)

Ⅳ. 맺음말
본고는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
라 고용구조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고용구조의 문제점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부문 등에
대해 각각 주요 현황 및 배경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
리나라 양적 ․ 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용 상의 문제들은 앞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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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고
용구조 상의 특징을 보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
작함에 따라 인구요인이 앞으로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인구 보너스 효과
의 소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7년 현재 67%로
OECD 평균(68%)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부
진한 상황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해왔으나 동 비중이 2017년 현재 25.4%로 다른 나라나 소
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2.9%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고 근로자의 85% 이상이 종업원수 300인 미만 중소
기업에 근무(20인 미만 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5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고용구조
의 문제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
산성 중심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기업 · 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2차 노동
시장으로 이원화되고 양시장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 시장간
이동이 단절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 ․ 하청관
계, 대 ․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
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한편 고용안정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증가는 구조적 실업의 측면이 강하고 구직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대졸자 등 고학력자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
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
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실업과 구직기간이 증가하였다. 청년
기는 직무경험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평생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시기이
기 때문에 청년 실업은 이력효과가 크고 결혼 ․ 출산 등 청년기 이후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청년들의 구직기간 및 취업준비 비용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 및 비효율의 증가를 초래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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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고학력일수록 여성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여성 고용의 질이 남성
들의 일자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여성들의 남녀 고용률
갭은 26%p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대기업 ․ 정규직 중심의 1차 노
동시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남성근로자의 13.9%의 절반에도 못 미
치는 6.6%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률이나 고용의 질적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결혼 ․ 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
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재취업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조건
이 좋지 않고 고학력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취업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면
서 고학력 여성 취업률이 특히 저조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
육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거의 해소된 만큼 여성 고용구조 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격차를 해소해 나가지 않는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
성은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경제 발전단계에 비해서 크게 높으며
내용면에서 보면 자영업 고용이 도소매, 숙박 ․ 음식점업 등 생산성이 낮고 진입
하기 쉬운 업종에 집중됨에 따라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고령층을 중
심으로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영업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었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
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
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
의 정규직 재취업 기회는 많지 않은데 2차 노동시장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부족
하고 소기업들은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다보니 은퇴자를 중심으로 생계형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 유입 증가
로 경쟁이 심화되면 상당수 자영업은 가계수지가 악화되면서 빈곤화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점과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
리가 부족해지고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실업과 자영업이 늘어나
는 한편, 경력단절 문제와 맞물리면서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을 악화시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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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면한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 ․ 2차 노동시장 간 근로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간 격
차를 확대시킨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 우위의 원 ․ 하청 관계였던
만큼 도급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엄정한 시장감시자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기업 지배적 원 ․ 하
청관계는 근본적으로 원청기업의 수요독점적 시장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독점적 시장질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 하청기업들이 기
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기업과의 관계에
서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30)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불능력을 확
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윤을 축적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기업단위 노사협상에 결여된 사회적 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종별 ․ 지역별 교섭 등을 통해 단체교섭에서 배제된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권익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근로자들의 강한 저항과 고
용안정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고용유연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직무배치, 임금, 근무시간 등에서의 유연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제도변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충 및 병행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한정된 1차 노동시장으로의 대졸자 쏠림현상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함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
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내실화하고 기업과 청년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
도록 고용지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성 고용 부진
은 근본적으로 경력단절의 문제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성
고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의 확충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양
30) 독일의 Bosch나 일본의 Denso 같은 부품 제조업체들은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대등하게 거래함으로써 이윤을 축적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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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선택형 시간제 일자리 공급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의 선택이 주로 비자발적인 생계형 동기에 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확충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자영업으로의 유입이 늘고 있는 중고령자에 대
해 임금근로자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준비 없는 창업에 따른 저생산
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계의 자율규
제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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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Structure in Korea:
Characteristics & Problems
Keunho Jang*
As the Korean economy grew, employment expanded steadily, with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increasing and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e also
increasing. However, the working age population started to decline in 2017, and
the employment of women and young people has been sluggish. The proportion
of non-salaried workers in Korea is much higher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and is also excessive, considering Korea’s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proportion of workers employed at small companies
are particularly high among salaried workers.
In light of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mployment, the urgent problems facing
the employment structure can be summarized by the deepening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sluggish female employment
figures, and an excessive share of self-employment.
Overall, it is seen that labor market duality is the main structural factor of the
employment problems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this
employment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policy efforts on alleviating
labor market 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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