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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Ⅰ.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 둔화 현상 발생
•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제조업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
는 것이 공통된 특징
위기 이전(`02∼`08) 대비 이후(`09∼`17)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폭
전산업

주: 노동생산성은 1인당 부가가치로 정의
자료: OECD Productivity Database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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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전후 1.72%p (전산업)
하락 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6.3%p에 달하였음
•

기존에 고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이 더욱 부진하였으며, 외국에서 비해서도
그 하락폭이 더욱 크다는 것이 특징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주: 노동생산성은 1인당 부가가치로 정의
자료: 광업∙제조업 조사 (통계청)

거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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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거시 요인 : (1) 투자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
•

국내 제조업의 자본장비율 (노동자 1인당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은 위기 이전
의 3.7%에서 위기 이후 1.7%로 하락

•

경제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Database)는 위기 이후 증
가추세
경제 불확실성 지수 추이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Database

자본장비율 증가율 추이

주: 자본장비율은 1인당 유형고정자산
자료: 광업∙제조업 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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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거시 요인 : (1) 투자감소


기업 투자 위축은 전산업에 걸쳐 나타나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대
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
의 요인이 됨


성장회계분해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TFP)과 자본장비율(K/L)
로 분해되며, 자본장비율 변화는 노동생산성 변화로 직결

∆𝑙𝑙𝑙𝑙 𝑌𝑌Τ𝐿𝐿 = ∆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 (1 − 𝛼𝛼)∆𝑙𝑙𝑙𝑙 𝐾𝐾 Τ𝐿𝐿


금융위기 이후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안전자산 선호, 낮은 임금
상승률에 따른 설비 투자 유인 약화 등이 투자 기피 현상에 대한 잠
재 요인으로 거론 (Goldin et al. 2018; Pessoa et al.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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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부진


위기 이후 세계적 수요 감소로 인한 국제 무역 둔화는 노동생산성
에 부정적 영향


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큰 폭 하락(이전 15.9% → 이후 3.7%)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77)
노동생산성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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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부진


해외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부진은 요소 활용도의 저하, 자원 배분
의 효율성 약화 등의 경로를 통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1)

요소 활용도 저하: 해외 수요 감소로 수출이 감소하면 수출 기업들이 보유하
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활용도가 떨어져 노동생산성이 하락 (Fernard and
Wang 2016 등)
*

2)

음(-)의 수요 충격에 따른 수출 감소는 예상하기가 어렵고 즉각적인 반면, 노동과
자본의 조정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약화: 해외 수요 감소로 수출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노
동생산성이 높은 수출 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이 줄어 노동생산성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
*

Antoine et al. (2020)은 유럽 14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 수요가 많은 산업일
수록 자원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생산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검증
10

산업 및 기업규모별 요인

1. 주력 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


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산업별 변화의 두가지 특징 :
1)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노동생산성이 더 크
게 둔화

2)

위기 이전에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였던 산업이 더 크게 둔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과

노동생산성 하락폭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산업별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위기 이후 하락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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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력 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


제조업 내 비중이 높고,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상승을 견인하였던
주력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우리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
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47.1%를 차지하는 전자부품, 자동차, 기타
기계,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0.3%p 하락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
폭의 상관계수는 -0.89에 달하였는데, 이는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상승을 견인하였던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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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


위기 이후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폭으
로 하락
•

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았으나 위기 이후 역전

•

부가가치 증가율의 하락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의 대부분을 설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율
위기이전

위기이후

(`02~`08)

(`09~`17)

증감

부가가치

8.0%

1.0%

-7.0%p

종업원수

0.2%

1.1%

+0.9%p

부가가치

5.9%

2.4%

-3.5%p

종업원수

1.1%

2.2%

+1.1%p

대

중

소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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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였던 ICT의 확
산, 글로벌 벨류체인(GVC) 확대 등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소진되면
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 (Tenreyro 2018)



위기 이전의 글로벌 벨류체인 확대 및 정보통신 등 고기술 산업 중
심의 산업구조 개편은 수출비중이 높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앞서
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동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포화점에 도달하면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이 더 크게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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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부진

1.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 부진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동
생산성 하위 20% 기업의 퇴출률을 계산



위기 이후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률 하락은 구조조정 부진을 시사
위기 전후 저생산성 기업 퇴출률 비교

위기 이후 퇴출률 하락 폭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17

2. 인적자원 배분 효율성의 하락




위기 이후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부진이 제조업 전반의
인적자원 배분 효율성을 약화시켰을 수 있음
•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자원(생산요소)이 투입될 수록 자원 배분
의 효율성이 높음

•

구조조정은 고생산성 기업으로 인적 물적 자본을 이동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
성을 향상

자원배분 효율성은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고용비중의 상관관계를
통해 측정
자원배분 효율성: 𝑐𝑐𝑐𝑐𝑐𝑐(𝜃𝜃𝑖𝑖,𝑡𝑡 , 𝐿𝐿𝐿𝐿𝑖𝑖,𝑡𝑡 )/𝐿𝐿𝐿𝐿𝑖𝑖,𝑡𝑡

𝜃𝜃𝑖𝑖,𝑡𝑡 : 기업 𝑖𝑖의 𝑡𝑡기의 산업내 고용비중 ; 𝐿𝐿𝐿𝐿𝑖𝑖,𝑡𝑡 : 기업 𝑖𝑖의 𝑡𝑡기의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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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 배분 효율성의 하락


위기 이후 대부분의 산업 들에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하락하
며 노동생산성 둔화에 영향
•

제조업내 24개 중분류 산업 중 17개 산업에서 인적자원 배분 효율성이 하락

•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은 산업일 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음 (상관계수
0.65)
위기 이후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하락 폭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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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간 생산성 수렴 효과 하락


전세계적으로 후행기업이 선도기업을 추격하는 생산성 수렴의 속
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
•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의 지배력 확대, 선도기업에서 후행기업으로의 기술 파
급효과 약화,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등이 원인으로 지목 (Bloom et al.
2012; Blonigen & Pierce 2016; Pellegrino & Zingales 2017)

선도기업과의 생산성 격차와 생산성 증가율의 상관계수를 측정하
여 수렴효과의 크기를 추정


Cette et al. (2018) 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업 내 상위 5% 기업의 노동생산
성과의 격차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상관계수를 연도별로 각각 구함

𝑙𝑙𝑙𝑙𝑘𝑘,𝑖𝑖,𝑡𝑡 : 𝑘𝑘 산업의 𝑖𝑖 기업의 노동생산성; 𝑙𝑙𝑙𝑙(5%)𝑘𝑘,𝑡𝑡 : 𝑘𝑘 산업의 상위 5% 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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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간 생산성 수렴 효과 하락


노동생산성 수렴 효과는 위기 이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 하락폭이 급격해지고 있음
•

위기 이전 평균 0.334 → 이후 0.321 로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는 0.281까지
하락

•

산업별로는 중화학 공업 (자동차 및 조선, 전기∙전자 제외) 이외의 모든 산업
군에서 수렴효과가 하락
노동생산성 수렴 효과 추이

위기 전후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렴 효
과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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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대기업 및 기존 주력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
화, ICT의 업무 활용도 제고,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 등에 힘쓸 필요
•

우리나라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활용이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
는 등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ICT 업무 활용도가 낮은 수준

•

다양한 업종에서 고생산성 신생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하여 소수의 주력 산업
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할 필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후행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Andrew et al.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폐업 시 사업자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 구조조정이 쉽지 않으며, 이를 개선 시 생산성 상승의 여지가 있
다고 평가
22

<안내 사항>
□ 수강신청 및 취소
「한은금요강좌」의 수강 신청과 취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https://www.bok.or.kr)
■

신청일시 : 월요일 09:30 ~ 금요일 09:30

■

수강신청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교육신청/한은금요강좌
- 선착순,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능
※ 2015년 4월부터 수강신청 후 결석 3회 이상 시 60일간 신청 불가능

■

수강취소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
- 금요일 09:30분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

■

문자메세지 or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SNS로그인 사용불가)

□ 「한은금요강좌」 수료증 출력
■

수료증은 매월 한은금요강좌가 개최되는 마지막 금요일에 직전 주까지의 쿠폰
(E-coupon)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출력 가능
* 기본과정 : 25매 이상, 전문과정 : 50매 이상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수료증 발급”에서 출력

□ 온라인 쿠폰 확인방법
■

쿠폰은 ⓵ 강좌 당일 오후 2시까지 강의실 입장, ⓶ 강의 종료 후(질의응답 시간
포함) 퇴장 및 출입증 반납 및 ⓷ 답변기한 내 설문서* 제출한 경우에만 발급
* 설문서는 강좌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
★ e-mail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야함 ★
√ 수강신청시 사용한 로그인 방법(문자메세지 or 아이핀)을 동일하게 사용

■

강좌 개최 다음주 수요일부터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쿠폰 유효기간 : 5년

□ 문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전화 : (02)759-5392, 5321, 4269

■

e-mail : ecoedu@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