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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
1)

박 민 수*

1.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현황

2. 디지털 전환과 경제성장

3. 디지털 전환과 불평등

4. 디지털 전환과 경제정책

1.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현황

1.1 디지털 전환의 정의

o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 or DX)의 원천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변곡점에 다다를 때 혁명적 변화가 

나타남(Brynjolfsson and McAfee 2014)

  - 더 높은 연결성(connectivity), 인공지능(Artifical Intelligence), 자동화(automatio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음성인식 서비스, 개인맞춤형 디지털 광

고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출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제2의 기계시대”

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 성균관대학교



2

<그림 1> 기하급수적 기술발전의 사례들

주: 연도별 각 지표의 로그값으로, 로그값이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각 지표가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출처: Brynjolfsson & McAfee (2014)

o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라면 디

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의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산업과 사회의 근본적 변화 

일체를 의미(Majchrzak et al. 2016)

o COVID-19 팬데믹 시기 사회경제활동의 변화는 단순한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

환의 차이를 잘 보여줌

  - 사례 #1: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판매(디지털화) vs 물류망과 데이터 중심

의 시장경쟁, 새로운 비즈니스와 노동자 군 등장, 결제수단 변화 등(디지털 

전환)  

  - 사례 #2: 화상회의 기술발전(디지털화) vs 화상회의 일반화에 따른 근무방식 

변화 기업조직, 주거형태 등 변화(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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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지털 전환의 현황 및 전망

o 유무선 인터넷망을 통한 연결성(connectivity)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기술을 수용

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보유가 꾸준히 증가

    * 전 세계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2016년 74억 명에서 2021년 81억 명으로 증

가, 같은 기간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37억 명에서 63억 명으로 1.7배 증가

    * 한국에서는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이용율이 100%에 달함

<그림 2> 전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수(단위: 10억 명) 

출처: Ericsson Mobility Report(Nov.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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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연령 별 스마트폰 사용율 추이 

출처: 갤럽리포트(2021), “2012-2021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17 )

  - 한국을 비롯한 OECD 8개국 성인 중 95% 이상이 인터넷 이용

    * 16-24세 중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의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9년 

95%로 증가

    * 55-74세도 2010년 30%에서 2019년 58%로 증가

    * 55-74세에 비해 16-24세의 국가 간 격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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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연령대 별 인터넷 이용율

출처: OECD(2020), p.95

  - 이동통신망 고도화 가속화

    * 2009년 4G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가입자가 47억 건에 달함

    * 2021년 말 6억 6천 건인 5G 가입자 수가 2027년까지 44억 건에 달해 전

체 이동통신가입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5G 네트워크가 전 세계 스마

트폰 트래픽의 62%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Ericsson 2021)

  - 모바일 플랫폼화된 서비스 이용율 증가

    * 2011~2021년 10년 간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트래픽은 약 300배 

증가했고 최근 5년 간에도 약 10배 증가 (Ericsson 2021)

    * 2010년에 OECD 평균 38%에 머물렀던 온라인 쇼핑 이용자 비율은 2019

년에 거의 6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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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0-2019 온라인 구매의 확산

출처: OECD(2020), p.99

o 기업들의 자동화된 디지털 기술 도입도 증가

  -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연결된(broadband connection) 기업 수 증가

    * 2019년 기준 OECD 국가 내 기업 중 93%가 초고속인터넷망에 연결(2010

년 85%)

    *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간 격차도 2010년 OECD 평균 15%p에서 2019년 

7%p로 감소

<그림 6> 규모별 초고속인터넷망 연결 기업 비율(2019년 기준)

출처: OECD(2020),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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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등을 제품 판매 홍보 구인 등을 위한 채널로 사용

    * OECD 국가 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기업 비중이 2013년 약 1/3에서 

2017~2018년까지 1/2 상회

    * 이커머스가 제품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 OECD 

국가 내 노동자 10인 이상 기업 중 전자주문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2010

년 19%에서 2019년 26%로 약 5%p 증가 

<그림 7> 국가별-기업규모별 소셜미디어 사용 기업 비중(2019년 기준)

출처: OECD(2020), p.107

  - 전 세계 로봇 도입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로봇 도입율은 세계 

최고 수준

    * 2015년 제조업 부문 노동자 1만 명 당 66대였던 로봇 대수는 2020년 126

대로 2배 가까이 증가

    * 2020년 한국의 노동자 1만 명 당 로봇 대수는 932대로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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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조업 부문 로봇 도입률(노동자 1만 명 당 대수)

출처: IFR(2021), World Robotics 2021
     https://ifr.org/downloads/press2018/2021_10_28_WR_PK_Presentation_long_version.pdf

o 코로나 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 

  -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판매 및 고객관리 등 고객 

상호작용(customer interactions)을 한 비중이 과거에 비해 3~4배 빠르게 증가

<그림 9> 팬데믹 전후 디지털화된 기업의 고객 상호작용 비중 변화 

주: 2017~2019 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몇 년을 더 빠르게 증가했는지 측정

출처: COVID-19digitaltransformation&technology|McKin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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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전환과 경제성장

2.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

o 많은 학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음

  - 기술혁신은 생산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거래에서의 비용을 감

소시킬 것이라 예상

  - 예컨대 Golfarb and Tucker(2019)는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을 다섯가지로 정리

    * 탐색비용(search costs): 온라인 상에서 탐색 및 비교가 수월해지면서 매칭

의 질이 향상되고 거래가 증가 

    * 복제비용(replication costs): 디지털 재화는 비경합적이고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움 

    * 전송비용(transportation costs): 원격 소통 및 디지털 재화 운송비용이 0에 

가까워지면서 거래에서 거리의 장벽이 사라짐 

    * 추적비용(tracking costs): 소비자 행동을 추적하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개인

화와 타겟마케팅이 쉬워짐

    * 검증비용(verification costs): 평점 등을 통한 판매자 진위 및 평판 검증이 

쉬워지면서 비대칭 정보의 문제 감소 

  - 생산비용 및 정보비대칭성 문제 감소로 가격 수준 및 분산(dispersion)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다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화로 인한 가격수준 및 분산의 

하락은 일관되게 발견되지 않음

o 다수의 정부 및 민간 기관은 디지털 변환이 산업 또는 국가의 생산성과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

  -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Company)는 2017년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으로 2025년까지 3.7조 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 다른 컨설팅 기업인 엑센츄어(Accenture Research)와 프론티어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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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Economics)는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2035년까지 

평균 38%의 수익성 증가를 경험하고, 국가 수준에서는 총부가가치(GVA) 기

준 성장률이 평균 1.7%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국내에서는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진전되면 2035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p-0.3%p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10>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이진면 외(2018)

2.2 성장 정체와 생산성의 역설 

o 전망과 기대와 달리 전 세계 성장률은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 2010년 대 이후

에도 정체

  - 디지털화가 상대적으로 더 진전된 선진국의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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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1980년~2020년)

개도국

전세계

선진국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o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생산성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던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특히 2000년대 초반 소위 닷컴버블 이후 경제의 플랫폼화가 본격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최근까지 계속 하락

<그림 12> G7 국가 생산성 및 기업수익률 증가율 추이

출처: The Conference Board(2020) and Feenstraet al.(2015), Dunford(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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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국 생산성 증가율(5년 이동평균)

출처: Goldman Sachs(2015)

o 몇몇 기업 수준 실증연구에서는 ICT 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존재하지 않았

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 Acemoglu et al. (2014): 1977년-2007년 미국 기업 자료를 이용. IT 투자(집약

도)가 컴퓨터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 내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지 않음 

  - DeStefano et al. (2018): 2000대 초반 영국 자료 이용. ADSL 초고속인터넷의 

도입이 기업의 규모는 키웠으나 생산성을 증대시키지는 않음 

o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 생산성 역설은 디지털 기술의 낮은 생산성 증대 효

과; 기술 출현과 생산성 사이의 시차 현상; 생산성 증대 효과 측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설명됨

  - 낮은 생산성 증대효과(Gordon 2000)

    *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생산성 회복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주변기기, 

통신장비 제조업과 해당 장비들을 사용하는 내구재 산업에 한정되고 이는 

전체 미국 경제의 12% 가량에 불과

    *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ICT서비스들은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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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의 황금기였던 2차 산업혁명 직후인 1913년-1972년에 등장한 제품

들(전기, 자동차, 전화, 비행기 등)에 비하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음

  - 생산성 증대의 시차(Syverson 2013; Brynjolfsson and McAfee 2014; 

Brynjolfsson et al. 2017 등)

    * 여러 기존 연구들은 디지털 기술이 조직의 자본 및 경영능력, 연구개발 및 

무형의 투자, 인적자본 및 ICT 관련 숙련도, 규제환경 등과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밝힘 

    * 하나의 ICT 기술(예: 모바일 인터넷)과 다른 ICT 기술(예: SNS, OTT) 간

에도 보완 관계 존재

    * 새로운 기술은 단기적으로 기존의 생산과정을 파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의 재조직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

    *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완적 요인들의 동반 

발전과 생산과정의 재조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 Syverson(2013)은 전기 도입 이후 1890년부터 1915년 사이 생산성이 느리

게 증가하다가 1915년-1924년 생산성 증가가 가속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ICT 기술로 인한 생산성 증대는 1970년부터 1995년 사이 느리게 진행되다

가 1995년 이후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2005년 이후 생산성 

성장 둔화 

  - 생산성 효과 측정의 오류(Gal et al. 2019 등)   

    * 생산성-디지털 기술 도입 간 내생성 문제(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

    * 집계의 문제: 산업단위의 분석은 이질적 기업들의 평균 효과만을 고려하게 

되고(즉, 일부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다른 기업

의 성과로 희석될 수 있음), 기업단위의 분석은 산업 내 타 기업으로의 파

급효과를 무시할 수 밖에 없음

    * 디지털 기술도입 수준의 측정 문제: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도입 수준을 나

타내는 변수로 ICT 투자액이나 노동자 당 컴퓨터 대수와 같이 일반적인 

지표를 사용할 때와 소셜미디어나 ERP 소프트웨어 이용 여부와 같이 특정 

기술 도입여부를 사용할 때 생산성 증대효과가 다르게 추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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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요약하면 디지털 기술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보완

되는 기술 인력 제도가 갖춰져야 하고 산업 간 확산이 필요

3. 디지털 전환과 불평등

3.1. 디지털 전환과 기업 양극화

o 지난 수 십년 간 세계 주요국에서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는 시장집중

도 및 초과이윤 증대, 생산성 둔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o 기업 간 양극화는 기업규모, 생산성, 임금수준, 저금리(Liu et al 2022) 등 다양

한 측면으로 나타남

  - De Loecker et al.(2020)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평균 마크업(마진/가격 또는 

가격/한계비용으로 정의)은 1960년대 1.34에서 2016년 1.61까지 증가하는데, 

기업 간 격차(분산)은 더 커지고(그림 14 패널 a), 대부분의 마크업 증가는 상

위 10% 기업으로부터 기인   

<그림 14> 미국 기업의 마크업 분포 및 추세(1955년-2016년)

출처: De Loecker et al.(2020),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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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기업(frontier firms)과 나머지 기업(laggards firms) 간 생산성 격차는 지속

적으로 확대(그림 15, 그림 16)

<그림 15> 글로벌 상위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주: 데이터 출처는 OECD-Orbis. 글로벌 상위기업은 각 연도-산업 내 노동생산성 상위 5% 
기업을 의미

출처: Andrews et al.(2016) 

<그림 16> 글로벌 상위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 추이

주: 데이터 출처는 OECD-Orbis. 글로벌 상위기업은 각 연도-산업 내 노동생산성 상위 5% 
기업을 의미

출처: Andrews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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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도 기업규모, 임금수준, 영업이익률 등 여러 측면에서 대기업-중소기

업 간 격차가 유지 심화되는 추세

<그림 17> 기업 규모 별 종사자 수 비중

출처: 전국 사업체 조사, 문성배 (2021)에서 재인용

<그림 18>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임금 및 영업이익률 추이

출처: 中企 임금 대기업의 65% 불과 월평균 335만원 - 중소기업뉴스 (kbiz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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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 간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e.g. 기술변화, 

세계화, 반독점 규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이 제시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도 기업 간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채널

  - 디지털 기술은 기업수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디지털 전환은 많은 시간

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단기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의 채택률이 높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에 따르면 조사

대상 416개 사 중견기업의 93.1%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으나, 실제로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하고, 향후 추진을 계획 중인 

기업도 35.6%에 머무름

  -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디지털 기술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인력, 경영능력, 

기존 설비, 기업문화 등 무형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더 활발

  - 디지털 기술은 복제 및 전송 비용을 줄여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들(superstar 

firms)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Gal et al.(2017)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디지털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

과가 더 큼을 보임(그림 19)

<그림 19> 생산성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술도입의 생산성 증대효과 비교

주: 특정 디지털 기술의 도입율이 10%p 증가함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를 나타냄. 
Quartile 1은 생산성이 가장 낮은 4분위 집단을 나타내고 Quartile 4는 가장 생산성이 높

은 집단을 나타냄.
출처: Gal et al.(2019),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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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성 격차는 시장집중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산업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기술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디지털 기술 발전의 생

산성 증대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Andrews et al.(2016)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기업과 나머지 기업들 간 생산성 

격차가 큰 산업일수록 산업 전체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20>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산업 내 생산성 격차 (1998-2007년)

주: 가로축은 산업 내 선도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세로축은 산업 전체 총요

소생산성을 나타냄

출처: Andrews et al.(2016), figure 10.

3.2. 디지털 전환과 소득 불평등

o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의 원인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이 거론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80년까지 완만히 감소하던 상위 1%와 5% 소득집단의 소득 

비중이 다시 꾸준히 상승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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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 상위 소득집단 비중 추이

  - 한국도 1999년 이후로 상위 10%의 소득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7년 이후의 상위집단 소득비중 증가는 상위 1% 집단이 주도하고 있음

<그림 22> 한국 상위 소득집단 비중 추이

출처: 홍민기(2021), 그림 1

o 디지털 전환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로는 디지털 기술발전

의 숙련편향성 반복업무 편향성; 디지털 제품 및 장비의 노동대체와 기술과학

적 전문성의 중요도 상승에 따른 자본 또는 혁신가의 분배몫 증가; 기업 간 

양극화를 통한 임금소득의 불평등 증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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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은 주로 반복적 업무 기반의 비숙련 노동을 대체하는 반면 고임

금-고숙련 노동은 발전된 기술에 의한 업무 보조로 더욱 생산성이 높아져 상

대적 임금격차 확대(Goos et al. 2014 등) 

    * Goldin and Katz(2010)은 기술혁신과 임금격차 간의 관계를 숙련노동에 대

한 상대적 수요-공급으로 설명. 즉,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숙련노동의 상대적 공급은 줄어들면서 숙련노동의 

상대적 임금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그림 23) 

<그림 23> 숙련노동/비숙련노동 상대적 수요 및 공급 환경과 상대임금 변화

주: 가로축은 비숙련노동(Lu) 대비 숙련노동(Ls)양 비율, 세로축은 비숙련노동임금(Wu) 대비 

숙련노동임금(Ws) 비율이고, SS는 숙련/비숙련 노동 상대공급곡선, DD는 상대수요곡선. 
출처: Goldin and Katz(2007).

    * Sachs(2019): 1975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전체 소득 중 학사학위 미만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소득 비중은 72.7%에서 46.1%로 감소한 반면, 학

사학위 소지자의 소득 비중은 14.3%에서 29.6%로, 대학원 이상 학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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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노동자의 소득 비중은 12.9%에서 23.4%로 약 두 배 증가

  - 디지털 전환이 노동대체를 통해 일자리를 줄일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생

성으로 일자리를 늘릴지는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미국을 포함한 여

러 나라에서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관측됨(Autor et al. 2020, 

Acemoglu and Restrepo 2021 등)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ICT 설비 가격이 떨어지며 노동 대비 자본의 상

대가격 하락(Karabarbounis and Neiman 2013)

    * R&D투자와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누적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195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각각 1.3%에서 2.6%, 4.5%에서 14%로 증

가하며 경제가 훨씬 “과학집약적(science intensive)”이 됨

  - 기업 간 양극화와 시장집중도 상승도 소득 불평등에 기여 

    * 기업 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가 커지면 각 기업의 피고용자 간 소득 불평등

도 확대

    * Song et al.(2019): 미국 내 전체 임금격차의 1/3은 기업 내 임금격차, 2/3

은 기업 간 임금격차에서 기인. 기업 양극화는 노동자 선별(employee 

sorting, 점점 더 많은 고임금-고숙련 노동자가 고임금 기업에 의해 채용)과 

분리(segregation, 고임금-고숙련 노동자가 고임금 기업에서 다른 고임금-고

숙련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 생산성을 더욱 높임)

    * 디지털 전환으로 이미 생산성이 높거나 규모가 큰 기업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고 제품혁신이 일어나면 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른바 슈퍼스타 

기업(superstar firms)이 나타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Autor et al. 2020) 

    * Barkai(2020)는 총부가가치 중 자본비용의 비중(약 22%)이 노동비용 비중

(약 11%)보다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자본의 노동대체가 발생했다고 보

기 어렵고 대신 비용감소로 인해 기업 이윤이 증가했음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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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전환과 경제정책

o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정책 현황

  - 국내외 여러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략을 세워 추진 중

    * 34개 OECD 국가가 부처 간 정책 공조를 위한 national digital strategy를 

추진 중(OECD 2020)

    * 2020년 중반까지 24개 OECD 국가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AI 전략을 가지

고 있고 2017년 이후 여러 나라에서 국가적 5G 전략 수립

    *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

년),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전략’(2019년) 등 국가적 디지털 전략 수립

  - 최근까지 한국의 기술혁신 관련 정부정책은 R&D 투자와 인력개발을 중심으

로 한 ‘투입중심’ 정책, 정부가 유망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

는 ‘국가주도 미래유망산업’ 정책이 주된 부분을 차지

    *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2022.1월 제정, 7월 시행: “산업데이터의 생성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

o 그러나 기술중심 담론에 매몰되는 대신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

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예컨대 앞서 보았듯이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증대, 그리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완관계에 있는 기술 개발, 인력 공급, 제도 개선이 필요 

    * 디지털 전환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기술 R&D 시스템의 효율화 뿐만 아니

라 개발된 기술을 전 기업-산업-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 교육과 훈련 체계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노동 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디지털 산업의 성장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완화

    * 스타트업 진입의 제도적 금융적 장벽 완화 등의 법체계 개선 필요 

o 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시키는 

정책 필요 (e.g. 스마트공장)

  - 시장집중은 기업 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생산성 및 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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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래하는데, 플랫폼화된 시장들은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독

점 등으로 인해 시장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이론적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시장집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

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 소비자 후생증대의 원천인 시장의 혁신동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전환

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반경쟁적 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쟁

정책 수정 필요

o 소득 불평등은 디지털 전환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현상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격차를 만들어 추가적인 불평등과 저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1차 분배의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국민의 기

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며 세제개편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 분배정책의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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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

3. 한국 경제의 5가지 도전요인

4. 선진 한국을 위한 과제

5. 요약 및 결론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공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

들이 이러한 성공을 당연시 하지만, 국제기구나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이례적인 성공사례로 지목한다. 그것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20세기 후반에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측면에서 선진국이라 불리기는 

미흡하다. 본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

인지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도전요인으로

서 다섯 가지를 나열한다. 그것은 성장잠재력 둔화, 좋은 일자리 부족, 소

득분배 악화, 정책역량 미흡, 광범위한 지대추구(rent-seeking)이다. 이 가운데 

첫 세 개는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생산성 높은 산업 및 기업의 부족이

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통서비스업 등 생산성 낮은 부문이 아직도 우리 경제의 큰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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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성 낮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많

고 생산성 높은 대기업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낮고 좋은 일

자리가 부족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소득분배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나쁜 편이다. 물론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취약한 

분배상황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우리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산성 향

상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 노동시장, 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친 개

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책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사회 전

반에 걸쳐 지대추구가 만연해 있고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기 어

려운 상황이다. 

각 부문에 공고히 뿌리내린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하도록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저자는 본고를 작성하였다. 논의는 나름 엄 한 논리적 흐

름을 따라가고자 하였으나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를 간단히 살펴

본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앞서 나열한 다섯 가지 도전요인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향후 과제를 요약한다.

2.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한 이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

었다. 지난 60여년간 하위소득 또는 중위소득 국가에서 상위소득 국가로 도약한 극

소수에 불과하다(Bulman et al., 2017). [그림 1]은 세계 각국의 1960년 및 2019년 

1인당 GDP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하위소득 국가는 1인당 GDP가 미국의 10% 

이하인 국가, 중위소득 국가는 미국의 10~50%인 나라로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하위소득 국가였지만 2019년에는 상위소득 국가로 발돋움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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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1960년 당시 하위 또는 중위소득 국

가였던 나라는 2019년에도 하위 또는 중위소득 국가에 머물고 있다.

[그림 1] 세계 각국의 1960년 및 2019년 1인당 GDP

주: 수평선 및 수직선은 미국 1인당 GDP의 10% 또는 50%를 의미. 횡축의 홍콩(HKG)은 

1960년이 아닌 1961년 자료.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우리나라의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근로자 수는 1960년대 초 750만명 내외에서 2021년 약 2,700만명으

로 3~4배 증가했다. 또 고용률(15세 이상)은 1960년대 초 50%에 가까웠으나 그 이

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에는 60%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성 고용률은 그동안 

70~75%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성 고

용률은 약 35%에서 약 50%로 올라섰다. 또 [그림 3]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1970년

대 7.9%를 기록하였고 1980년대 6.1%, 1990년대 4.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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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15세 이상)>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3] 실질임금 증가율 추이

주: 1) 실질임금 = 국민계정 피용자보수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수 / 소비자물가지수.
2) ( ) 안은 10년 단위 연평균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한편 소득분배는 그동안 등락을 거듭해 왔다. [그림 4]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

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어느 경우든 1990년대 초부터 분배가 악화되어 이것이 2010

년경까지 지속되었으나 그 후에는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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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득분배 추이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한국 경제의 5가지 도전요인

그동안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러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섯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성장잠재력 둔화이고 둘째는 좋은 일자리 부족, 셋째는 

소득분배 악화, 넷째는 정부의 정책역량 미흡, 다섯째는 광범위한 지대추구

(rent-seeking) 현상이다. 아래에서는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차례로 짚어보기로 한다.

3.1. 성장잠재력 둔화

경제 성장률은 그동안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다(표 1). 연평균 GDP 증가율은 1970

년대중 9.3%, 1980년대중 10.0%에 달했으나 현재에는 3% 미만으로 떨어졌다. 1인

당 GDP 증가율 역시 7~8%에서 2% 내외로 떨어졌으며, 근로자 1인당 GDP 증가율

도 2010년대 중 1.4%를 기록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은 2020년대에도 지속

될 전망이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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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성장률
(단위: %)

1970~80 1980~90 1990~2000 2000~10 2010~20
GDP 9.3 10.0 7.1 4.7 2.6

인구 1인당 GDP 7.4  8.7 6.1 4.1 2.1
근로자 1인당 GDP 5.5  7.0 5.4 3.4 1.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2> 2020년대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전망

(단위: %, %p)
실질 GDP

(1+2+3)
취업자

(1)
물적 자본

(2)
총요소생산성

(3)
시나리오 1 1.7 0.2 0.8 0.7
시나리오 2 2.4 0.2 1.0 1.2
자료: 권규호(2019).

이처럼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우리 생활수준의 향상도 지체되고 있다. [그림 5]는 

미국의 1인당 GDP(PPP 기준)를 1.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일본, 중남미, 중국의 

상대적 수준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해 왔으나 2010년대 들어서 수렴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으며, 

최근에는 미국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저찻 일본이나 중남미처럼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되는 시점이다.

[그림 5] 1인당 GDP(PPP, 경상달러)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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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항상 생산성 증가에 의존해 성장해 왔다. [그림 6]은 

Clark(2009)이 추산한 전 세계 평균 1인당 소득이다. 기원전 1천년부터 산업혁명이 

태동한 18세기 말까지 1인당 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생산이 늘면 인구가 늘어

나 1인당 소득은 변하지 않는 소위 ‘맬더스의 함정(Malthusian Trap)’에 빠져 있었

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19세기 들어 다른 유럽 

국가 및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산업혁명에 동참한 나라들은 기하급수적인 생산 및 

소득의 증가를 경험했다. 그러나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소득이 오히려 

하락하는 ‘대분기(大分岐, Great Divergence)’가 나타났다. 

[그림 6] 산업혁명과 대분기(Great Divergence)

자료: Clark(2009).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은 결국 생산성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그림 7)

은 모든 산업에 걸쳐 낮아져 왔다. 제조업은 1990년대에 유난히 노동생산성 증가가 

빨랐으나 2000년대 이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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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증가율이 아닌 생산성의 절대수준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1990년대 중 노동생산성

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1990년대 후반에 서비스업을 추월했다. 현재 제조업의 생산

성은 서비스업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그림 8). 이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생산성 격차가 큰 것이 우리 산업구조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다. 

[그림 8]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2015년 불변가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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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 전통서비스업은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018년 기준으로 이들의 노동생산

성은 2,900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6,500만원의 40%에 불과하다(표 3). 반면 전통서

비스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달한다. 전통서비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5,700만원이며 일자리 비중은 70%이다. 이처럼 전통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이 우리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산업별 고용비중과 노동생산성

산업
고용비중

(%)
노동생산성

    (백만원)       (전체=1.0)
농림어업 5.0 25 (0.4)
광업, 건설업, 전기 수도 가스업 8.4 341 (5.3)
제조업 16.8 112 (1.7)
서비스업 69.8  57 (0.9) 
     전통서비스업 제외 41.1  76 (1.2)
     전통서비스업 28.7  29 (0.4)
          도 소매업 13.9  37 (0.6)
          음식 숙박업 8.4  20 (0.3)
          기타 서비스업 6.5  24 (0.4)

전체   산업 100.0  65 (1.0)

자료: OECD, STAN Database for Industrial Analysis (ISIC4 SNA08) (http://stats.oecd.org).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는 전 산업의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의 

다른 측면이라 판단된다.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산업 간 격차를 줄이

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2. 좋은 일자리 부족

우리 경제가 당면한 또 다른 문제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그동안 일자리가 빠

르게 늘어왔으나 그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앞에

서 설명한 전통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품질이 낮은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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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규모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간 일자리 품질의 격차가 크다. 그

리고 이러한 격차는 결국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격차에서 유래한다.

[그림 9]는 상대적 노동생산성을 보여준다. 왼쪽 그림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적 노동생산성인데, 우리나라는 후자가 전자의 절반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가장 작다. 또 오른쪽 그림은 250인 이상 기업 대비 250인 미만 

기업의 노동생산성인데, 후자는 전자의 약 1/3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아일랜드

와 그리스 다음으로 작다. 

[그림 9] 상대적 노동생산성(2018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250인 이상 기업 대비 1~249인 기업>

자료: OECD(http://stats.oecd.org), STAN Industrial Analysis (2020 ed.).
OECD(http://stats.oecd.org),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ISIC Rev. 4).

이러한 노동생산성 격차는 결국 자본 및 기술 축적의 격차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의 GDP 대비 R&D 지출은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다(그림 10). 이것

은 1980년대부터 R&D 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결과이다(그림 11). 현

재 전체 지출의 약 3/4은 민간 R&D 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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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D 지출(2019년) [그림 11] 재원별 R&D 지출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통계청.

[그림 12] 전체 기업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제조업> <250인 이상 기업>

자료: OECD(http://stats.oecd.org), Business enterprise R&D expenditure by source of funds 
and number of persons employed.
OECD(http://stats.oecd.org), Analytical Business Enterprise R&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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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민간 R&D 지출을 산업 및 기업규모로 구분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

면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전체 R&D 지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업 등 여타 부문의 R&D 지출은 약 10%에 불과하다. 또 기업규모 측면에서는 250

인 이상 기업이 전체 R&D 지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250인 미만 기업은 20%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500인 이

상 기업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민간 R&D 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R&D 투자의 격

차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 생산성보다 높고, 대기업의 생

산성이 중소 영세기업의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생산성 높은 부문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앞에

서 보았듯이 전통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비중이 높다. 또 기업규모 측면에

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일자리 비중이 그동안 계속 줄어들어 왔다. [그림 13]에 따르

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은 1980년 43%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23%에 불과

하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장이 줄어든 결과 현재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

업규모가 매우 작은 편에 속한다. [그림 14]에 의하면 250인 이상 기업의 일자리 비

중은 2018년 현재 27%로서 그 비중이 60%에 달하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는 물론

[그림 13] 사업장 규모별 고용 비중 [그림 14] 250인 이상 기업의 일자리 
비중(2018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각 연도.

자료: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statistics (ISIC. Re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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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작다. 

[그림 13]은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

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일자리 비중을 살펴본 것이 [그림 15]이다. 이에 따르

면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은 전체 일자리의 36%를 차지한다. 전체 근로자의 1/3 

이상이 매우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일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그동안 많이 줄어들기는 했

으나 여전히 많다. 전체 일자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서 비슷

한 소득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그림 16).

[그림 15] 종사상 규모별 취업자 [그림 16] 자영업자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이처럼 산업 및 기업 간 생산성 격차로 인해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이의 격차가 크고, 좋은 일자리가 일부 산업 및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문제이다. 경제발전은 좋은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

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경쟁은 대학 입시경쟁을 낳고, 이는 사교육 과열과 공교육의 무력화를 낳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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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상 입시경쟁은 줄어들

지 않을 것이며 우리 초중등 교육은 제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좋은 일자리 부족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54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남성은 90%로서 OECD 국가 

중 평균 이상에 해당하나 여성은 65%로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그림 17). 

[그림 17] 고용률(30~54세, 2019년)

<남성> <여성>

자료: OECD(http://stats.oecd.org). 

우리나라에서 가사부담은 아직까지도 주로 여성의 몫이다. 따라서 여성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울 경우 일과 가정 가운데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여

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그림 18]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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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실태(2018년)

자료: 고용노동부,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 2019.

여성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가 보다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질 것이며, 또한 출

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

해 왔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상 일-가정 양립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남

을 것이다. 

3.3. 소득분배 악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2010년대 들어 불평등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OECD 국

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림 19]는 전체 인구를 근로연

령층(18~65세)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으로 나누어 상대빈곤율을 구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연령층 빈곤율(12%)은 OECD 국가 중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은퇴연령층 빈곤율(43%)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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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상대적 빈곤율(2018년)

<근로연령층(18~65세)>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자료: OECD(http://stats.oecd.org).

[그림 19]에서 주목할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다. 이는 주로 두 가

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노인들의 낮은 학력 및 취약한 사회보

장제도이다. [그림 20]에 따르면 25~34세의 대졸자 비중은 70%에 달하지만 55~64

세의 대졸자 비중은 약 25%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학력으로 인해 고령자들은 숙

련도(skill level)가 낮고 소득도 낮기 때문에 은퇴 시점까지 축적된 자산도 많지 않

[그림 20] 연령구간별 대졸자 비중 [그림 21] 공적 사회지출(2018년)

자료: OECD(http://stats.oecd.org). 자료: OECD(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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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다. 또 [그림 21]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데, 특히 노령, 유족, 

장애 등과 관련된 지출이 매우 낮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것도 노인 빈곤

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한편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위에서 보듯이 빈곤율이 높지 않다. 이들은 노동시장

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에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림 22]에 

따르면 근로연령층 내의 소득 불평등은 2010년경부터 감소해 왔다. 이러한 소득 불

평등의 추이는 임금 불평등의 추이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 소득의 대부분의 임

금소득이기 때문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는데, 특

히 남성-여성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표 4>는 Koh(2018)의 방법으로 임금 5분위 배율을 분해한 결과이다. 이

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임금 불평등의 6.4%는 성, 4.4%는 연령, 7.7%는 학

력, 5.4%는 경력, 15.0%는 근속연수, 6.7%는 사업장 규모가 설명한다.2) 이 가운데 

특히 근속연수는 전체 임금 불평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5.7%에서 2020년 

15.0%로 증가했고 사업장 규모는 0.4%에서 6.7%로 증가했다. 반면 성 및 연령은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학력 및 경력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3) 

 1)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경상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체 경상
소득의 64%를 차지하고 사업소득이 19%, 재산소득이 7%, 공적이전이 8%, 사적 이전이 
2%를 차지한다.

 2) 이것은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정한 결과이다. 예컨대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은 동일한 대졸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같은 4년제 대학이라도 대졸 프리
미엄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4>에서 ‘가타’가 2020년의 경우 41%에 달하는 것은 
이러한 세부적 차이를 추정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연령, 학력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Ko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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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임금 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주: 1) 임금 = (각 연도 6월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12+(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

액). 5분위 배율 = log(최상위 20% 근로자 평균임금) - log(최하위 20% 근로자 평균

임금).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 포함.
   2) 지니계수(1)은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가구, 전 연령, 시장소득). 지니계수(2)는 가

계동향조사(전체 가구, 18-65세, 시장소득). 지니계수(3)은 가계금융복지조사(전체 가

구, 18-65세, 시장소득).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4> 임금 5분위 배율의 분해

(단위: %)

성 연령 학력 경력
근속
연수

사업장
규모

직종 산업 기타

1980 15.9 10.5 7.9 4.2 5.7 0.4 13.3 4.6 37.4
2020 6.4 4.4 7.7 5.4 15.0 6.7 9.1 4.0 41.2

 주: Koh(2018)의 방법에 따라 임금 5분위 배율을 분해하여 각 요인의 기여율을 계산한 결과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각 연도.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오래 근속하는 근로자와 그러지 못하는 근로자 

사이의 격차가 그동안 커져 왔음을 보여준다. 결국 임금 불평등의 문제도 좋은 일자

리, 즉 오래 일할 수 있고 임금도 높은 일자리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이다.

한편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시점에서 횡단면적인 불평등만 살펴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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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러 시점에 걸친 종단면적 불평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의 대물림, 또

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계층이 고착화되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이 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림 23]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대학 진학 또는 수능성적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으며 수능성적 또한 높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부가 대물림 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계층이 고착화되고 사회가 

분열되며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결국 경제도 파탄에 빠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4) 

[그림 23]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대학 진학 및 수능성적

<대학 진학> <수능성적>

자료: 최필선 민인식(2015).

3.4. 정책역량 미흡

경제학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표 5). 사유재사권 보호, 시

장실패 보완, 가치제 공급, 소득 재분배, 거시경제 안정화가 그것이다.

 4) 중남미의 사례는 Sachs(1989), Sokoloff and Engerman(2000)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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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부의 역할

기능 내용

사유재산권 보호
국방, 치안, 사법 등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자
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

시장실패 보완
공공재, 시장지배력,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성, 시장 불완전성 
등에 따른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를 극복하여 사회후생
을 증대

가치재(merit goods) 
공급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재화와 
용역을 일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 재분배 복지정책 등을 통해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

거시경제 안정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진폭을 줄이고 중
장기적 안정성장을 뒷받침

자료: 고영선(2008).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민간 활동에 대

한 규제가 대표적인 수단이다. 예컨대 정부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거

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다는 규제를 부과하고 이를 물리적 힘을 통해 강제한다. 규

제 외에 공무원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민간 대행기관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outsourcing),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subsidy), 일반 국민에 대한 이전지출(transfer), 

공기업 운용, 조세정책, 통화정책, 정책금융(대출, 신용보증), 조달정책 등 매우 다양

한 정책수단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정책 실패가 반복 및 누적되고 있다는 점

이다. 정책은 흔히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입안 시행된다. 

첫째, 어떤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국민들에게 인식된다. 청년실업, 저출산, 분배악

화,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인식하

게 수도 있지만 학계에서 제기해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학계뿐 아니라 

언론, 행정부, 정치권 등에서도 제기해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어떤 경로로든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을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는 것을 모르고 문제해결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정부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제주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인데도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상적으로 

학계나 언론에서 이러한 요구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학계나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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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능력이 충분치 않다. 또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정치권은 

국민들의 섣부른 요구를 득표의 기회로 삼아 오히려 증폭시키기도 한다. 결국 적절

한 여과과정 없이 국민들의 요구가 정부에 전달되기 일쑤다.

셋째, 이러한 요구를 받은 정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종종 너무 성급하게 대책을 수립한다. 과거 유사한 정책을 실시

했던 경험이나 해외 사례를 깊이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성급히 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흔히 금융, 세제, 조달 등 온갖 정책

수단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형태를 띤다. 또 사후적으로 대책의 성과 또는 실패

를 판단할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한다.

이처럼 성급하게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종종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다. 정부

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또는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책을 

부실하게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이처럼 부실한 정책은 기대했던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결

과적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국가자원을 소비하는 결과만 낳는다. 예산은 증가하고 

조세부담도 증가하고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공무원 인력도 증가했지만 국민들은 얻

는 것이 없다. 유일한 수혜자는 흔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있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치권이다.

다섯째, 정책의 효과가 없으니 사회적 문제가 지속된다. 그리고 다시 앞의 첫 단

계로 돌아가는 ‘정책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나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2000년대 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이 정책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

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해 여러 근거가 제

시되기도 하나, 사실 치 한 논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수도권 집중에 

따른 환경악화와 교통체증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는 전형적인 공공재의 문제로서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걷어 도시 공공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수도권 집중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각종 수도권 규제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을 지방

으로 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

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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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는 호의적이지 않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GRDP나 인구 측면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경부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

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

축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24] 수도권 비중 [그림 25] 인구 이동의 원인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주: 1) 인구증가율 격차=(C-C-1)/N-1-(R-R-1)/
N-1, N=전국 인구, C=수도권 인구, R
=비수도권 인구. 

   2) 1인당 실질 GRDP 격차=1-Y/X, X=수
도권 1인당 GRDP, Y=비수도권 1인당 

GRDP.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경제상황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5]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증가율 격차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 격차가 주로 

양(+)의 값을 보였다는 것은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것, 즉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의 값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이는 인구집중의 속도가 하락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1985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

진하기 전부터 이미 완화되고 있었다. 

이 그림에는 또한 1인당 실질 GRDP 격차도 그려져 있다. 이 격차가 양(+)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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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면 수도권의 1인당 GRDP가 더 큼을 의미한다. 1인당 GRDP 격차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부터 이미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림 25]에 따르면 1인당 GRDP 격차는 인구증가율 격차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

여 왔다. 즉, 1인당 GRDP 격차가 커지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반대로 1인당 

GRDP 격차가 줄어들면 수도권 집중이 둔화되었다. 이는 1인당 GRDP 격차가 수도

권 집중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2015년 이후의 상황을 살펴

보면, 산업 구조조정으로 일부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자 1인당 GRDP 격차가 커졌고 

지역 인구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격차를 축소시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또 일부 지

역이 산업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그 충격을 완화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 

또는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를 무시한 채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획일적 발전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집적경제란 도시로 더 많은 기업, 소비자, 근로자 

등의 경제주체들이 모여들수록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매칭(matching)이 수월해져 

생산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또한 기존의 아이디어가 융합되고 새로운 아이

디어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집적경제로 인해 어느 나

라에서나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물론 인구집중은 환경악화 및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

급했듯이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조세를 거두어들

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또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도시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다(Gill and Kharas, 2007).

[그림 26]은 일반기업,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여준다. 어

느 유형의 기업이든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업을 

인위적으로 모든 지역에 분포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

다. [그림 27]은 전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12개 도시를 보여주는데, 서

울은 12개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는 있으나 아시아권에서 베이징, 싱가포르, 벵갈루

루 등에 뒤지고 있다.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더 

성장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100

[그림 26] 일반기업,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의 분포

  주: ‘혁신형 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매년 발생하는 기업, ‘혁신성장기업’은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비롯하여 매출과 고용, 임금이 모두 증가한 기업을 의미.
자료: 강호제〮류승한〮서연미〮표한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2018.

[그림 27]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12개 도시

자료: The Economist(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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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에는 초광역 단위의 ‘메가시티(mega-city)’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는 시 군 구 단위까지 모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 대신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비수

도권의 발전을 유도 및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가시티 육성이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사실 어떻게 해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학계의 연구는 충분치 않으며, 해외의 성공사례 

역시 찾기 힘들다(고영선 외,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정부는 끊임없이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쏟아 붓는 것보다 지방정부를 초광역권으로 통합하고 노동, 환경, 토지 등과 

관련한 핵심적인 규제권한까지 이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초광역권 스스

로 이러한 규제의 득실을 따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5)

3.5. 광범위한 지대추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제성장은 기술발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렇다면 기

술발전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 것인가? 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근원(根源)은 

무엇인가? 이는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것이다. 관련해서 많은 가설

이 제시될 수 있으나, 2000년대 들어 주목받는 것은 국가 제도에 기반한 설명이다. 

Acemoglu and Robinson(2012)이 대표적 예인데, 이들은 국가가 실패하는 것은 착

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사회의 

엘리트 계급이 부(富)를 독점하기 위해 경제제도를 왜곡하고 정치적 권력까지 독점

한다.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이나 참정권의 확대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방

해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에게 기회

가 열려 있어야 한다. 가난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쉽게 일자리를 찾

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거나 멀더라도 대중교

 5) 미국의 선벨트(sun belt)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서부에 비해 친기업
적인 정서가 강하고 규제도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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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사용해 쉽게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

시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일반 대중의 경제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촉진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라 하

는데, 경제성장은 이러한 제도하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정부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시켰기 때문이다.6) 

반면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착취적 제도가 뿌리내렸기 때

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Fukuyama(2011)는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가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과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 걸림돌이라 주장한다. 가산제란 인

정에 치우쳐 자기 가족과 친지에게 특혜를 주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는 수백만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인류의 본성으로 자리잡은 특질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제는 

역사적으로 국가 쇠퇴의 원인을 제공했다. 국가 전체가 아닌 본인 집단만의 안위를 

추구할 때 국가가 쇠퇴한다는 것이다. Fukuyama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시기

의 프랑스, 스페인, 중남미, 헝가리, 러시아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성공적으로 가산제적 경향을 억제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

었던 사례로 영국을 꼽는다.

이러한 문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가 사회 내의 여러 집단이 자신의 이익만

을 추구할 때 국가 경제가 동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이

를 다른 집단과 나누어 갖기보다 기득권을 수호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지대(rent)를 

추구할 때 국가가 쇠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틀을 현재의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우려할 만한 여러 현상을 발

견할 수 있다. 교사, 교수, 국책연구기관, 중소기업, 재벌 총수일가, 노동조합, 정치

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교사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데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례로 현재로서는 학교 단위의 성

과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왔

 6) 대표적인 정책은 토지개혁 및 보편교육의 확대라 할 수 있다(Galor et al., 2009). 그 외에
도 대중교통, 주택, 보건 의료, 상 하수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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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이후 표집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개별 학교 단위의 학력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둘째, 교수들 가운데에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훌륭한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

른 한 편으로는 빠른 산업변화에 부응하여 교육내용을 개편해 나가는 데 소극적인 

모습도 발견된다. 특히 학과 간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학교육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교수 사회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

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책연구기관도 유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 개발연대에 두뇌집

단(think-tank)으로서 국가정책의 수립에 기여했고 선진 기술을 수입해 국내에 보급

하는 데 앞장서온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그 이후 대학,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역량이 높아지면서 국책연구기관의 비교우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규모 역시 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흔히 목

격되는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이러한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지대추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대기업은 강자이

고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생각의 틀(frame) 안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대규모 점포 관련 각종 규제, 가업승계에 대

한 세제혜택 등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외에도 금융, 세제, 조

달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건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 없는 기

업은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 과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대기업 부문도 지배구조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재벌총수 일가가 지배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친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기업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Korea 

discount”)은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집단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불법과 편법에 익숙한 

집단이 아니며 공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사회의 일원이라고 국민들이 믿도

록 대기업 집단 스스로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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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과거 사회변혁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

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적 관점보다는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건설현장에서 양대 노총이 자기 소속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며 다투는 모

습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이 흔히 외치는 ‘연대’는 같은 노조 소속 근로자 간의 연

대를 의미할 뿐이며,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어 근로자 계층 전체에 봉사한다는 의식은 담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 노조가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노조와 가장 다른 점이다. ‘선명성’을 위해 합리성

과 실용성을 희생하는 우리 노조의 행태는 언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치는 사회적 갈등이 최종적으로 분출되고 해소되는 장소이다. 사회 집

단들이 한정된 가치(value)를 두고 서로 다툴 때, 정치권은 이를 평화적으로 배분하

는 임무를 띤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들이 득표를 위해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가 종종 목격되기 

때문이다. Levitsky and Ziblatt(2018)가 이야기하는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제

도적 절제(institutional forbearance)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교

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위협할 수

도 있다(Zakaria, 2004). 정치권의 각성, 그리고 그 이전에 자유 민주주의의 의미와 

작동원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부문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현실로 인해 우

리나라의 앞날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지대추구 사회(rent-seeking 

society)에서 가치창출 사회(value-creating society)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4. 선진 한국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소득분배도 개선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서 열거한 다섯 가지 문제, 즉 성장잠재력 둔화, 좋은 일

자리 부족, 소득분배 악화, 정부 정책역량 미흡, 광범위한 지대추구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기업의 규모화(scaling-up)를 촉진해야 한다. 자본 및 기술투자는 고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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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costs)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기업규모는 그간 지속적

으로 감소해 왔으며 현재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작은 편이다. 시장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대기업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대기

업화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 및 지원은 규모화를 방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대규모 점포 규제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반면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

은데, 그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점검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재벌이 안고 있는 지배구조상의 문제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단순한 규모화가 아니라 생산성 높은 부문에서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생산성 높은 기업과 산업으로 일자리가 이동해야 한다. 생산성 낮은 기업은 퇴

출되거나 규모가 줄어들어야 하며 생산성 높은 기업은 새로 진입하거나 규모가 늘

어나야 한다. 또 생산성 높은 산업은 성장하고 생산성 낮은 산업은 쇠퇴해야 한다. 

이처럼 생산성에 따라 기업의 진입 퇴출 및 확대 축소가 이루어지고, 생산성에 따라 

산업의 성장 쇠퇴가 이루어져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

정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관련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빠른 시장환경 변화에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기 쉽다. 현재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직적 규제는 축소하는 대

신, 현재의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근로자가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적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규제 가운데 특히 과도한 최

저임금 인상과 기간제 파견 사용 제한은 취약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오히려 심화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성장, 일자리, 분배, 정책

역량, 지대추구 등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 기

술 인성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현재 고졸자의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품질은 평균적으로 

낮고 대학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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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단계에서 교육서비스 공급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의 격차를 축

소해야 한다.

특히, 대학정책에서는 학생의 대학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

원규제 등의 통제는 줄이고 개별 대학 및 학과에 관한 정보(예: 취업성과)를 생산하

여 학생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교육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의 존재목적을 재점검

하고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학계,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 정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체들의 협력과 의사소통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기

적이고 정치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정치권 및 행정 수뇌부의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

꿀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 정책 설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유인구조도 왜곡되고 ‘덧칠 정책’이 양산되며 억지스러운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현

장 공무원들의 피로감만 높아지는 현상을 타개해야 한다.

다섯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지대추구 및 기득권 수호의 행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서로 지켜야 

할 사회규약(social pacts)에 합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각 구성원이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하여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에서 해방되어 생산성에 기반해 자유롭

게 성장하도록 허용하지만, 기업은 스스로 왜곡된 지배구조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호 규제를 완화

하는 대신 적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노동조합은 이를 

전제로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 또 정부는 취약집단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복지 수혜자들은 복지제도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사회규약을 통해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적 전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한 울타

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같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제도적 절제(institutional forbearance)의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수립해 나가는 것

이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은 상대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존

재로 인정해야 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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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

달아야 한다.

5.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한 이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러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선

진국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섯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첫째는 성장잠재력 둔화이고 둘째는 좋은 일자리 부족, 셋째는 소득분배 악화, 넷

째는 정부의 정책역량 미흡, 다섯째는 광범위한 지대추구 현상이다. 이 가운데 첫 

세 개는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생산성 높은 산업 및 기업의 부족이다. 

우리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 노동

시장, 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이끌만한 정부의 정책역량이 부족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추구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각 부문의 사회집단이 공고히 뿌리내린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치

열한 논쟁을 거쳐 서로 지켜야 할 사회규약(social pacts)에 합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장(場)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자유 민주주의의 전

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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