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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2 년 5 월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3.2%로서 작년 동월 대비 0.2%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위기 이전 실업률인 3.1%에 근접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오이시디 국가의 2012 년 

5 월 평균 실업률은 7.9%로, 여전히 위기 이전의 5.6% 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오이시디 고용전망보고서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13 년 말 오이시디 실업률은 현재의 

7.9%에서 매우 미미하게 감소한 7.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특히 실업률이 지속 

증가하여 2012 년 5 월 실업률 11.1%를기록한 유로화 국가의 암울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LMPs)은 

커다란 증가를 보였다. 2008-2010 년 기간 중 오이시디 국가들의 실질 ALMP 지출은 평균 14% 

증가한 반면, 대한민국의 동 기간 중 증가율은 35%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2010 년 GDP 대비 ALMP 지출은 0.42%로서, 오이시디 평균 0.44% 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2012 년 오이시디 고용전망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듯이, 잘 고안된 적극적 정책 패키지는 장기실업 

최소화는 물론, 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최근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 (소득보조, 일자리 연결 및 직업훈련 결합한 프로그램)와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반면, 대한민국 

ALMP 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직접 고용창출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기 수단에 그칠 필요가 

있다.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다른 오이시디 국가의 경우에서 나타났듯, 

참여자의 장기 고용전망에 매우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오이시디
 a

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GDP 대비 백분율  

 

a) 28 개 국가의 가중 평균치임 (칠레, 에스토니아,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터키 제외). 

출처: the OECD Labour Market Programmes and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s 에 근거한 오이시디의 에측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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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동월 

대비 전체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청년층(15-29 세)의 2012 년 5 월 실업률은 작년 7.3%에서 8.0%로 

증가하였다. 오이시디는 청년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특히 저학력, 취약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울러 

과잉교육 및 그로 인한 기술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과도한 노동시장 

이중성 문제는 학교 졸업자들의 구직범위를 대기업 및 공공분야에 국한시킴으로써 이 같은 

불일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이 중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개선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위기극복을 목표로 2009 년 이후 

“녹색뉴딜”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2 오이시디 고용전망보고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 부양수단들이 신중히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이시디 보고서는 

포괄적인 녹색성장정책이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역설한다.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향후의 핵심 도전 중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녹색일자리와 녹색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제공을 위한 직업훈련은 물론,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부족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지향하는 “녹색 중소기업 훈련 콘소시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오이시디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수단에 대한 신중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고용보호(EPL) 및 생산물시장 규제가 녹색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OECD 2012 고용전망보고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OECD website 에 접속하시거나, OECD 홍보과에 

요구하실 경우 기자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희망하시는  

기자분들은 OECD 고용분석정책과 Paul Swaim (tel: +33 1 45 24 19 77; e-mail: paul.swaim@oecd.org) 

또는 정형우 (tel: +82 10 96 15 66 93; e-mail: alshine@daum.net)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ilto:paul.swaim@oecd.org
mailto:alshine@daum.net
http://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