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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KOREA – 주요내용 : 한국 

 
 
Did you know?   
 

• 한국의 하루 평균 유급근로 시간은 5시간 48분으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많다. 반면  

하루 평균 무급근로 시간은 2시간 16분으로 OECD 국가 평균  3시간 17분 보다 매우 적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Fig1.2.xls] 

 
 * 참고 : 무급근로(unpaid work)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족구성원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말함  

  

• 한국의 국내총생산 중 무급노동의 비중은 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포르투갈이 

53%로 최고 높다. [Fig1.13.xls] 

 

• 한국의 출산율은 1.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또한 칠레와 함께 15세 이상  인구 중 

독신(미혼) 비율이 3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GE2.xls] 

 

• 한국의 실업율은 3.8%로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다. OECD 국가 평균 

실업율은 8.1%이다. [SS2.xls] 

 

• 15세 한국 청소년의 읽기 능력은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하며,  2000-2009년 사이에 읽기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SS3.xls]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은OECD 국가중 최저로 최근 세대(1980년 이후 30년 동안)에 

와서 크게 떨어졌다. [CO4.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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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KOREA 

 
 
Did you know? 
 

 While paid working time in Korea of 5 hours and 48 minutes per day on average is the 
second highest in the OECD after Japan, the amount of unpaid work time in Korea, at two 
and a quarter hours per day, is the lowest in the OECD, well below the three hour 17 
minute OECD average. [Fig1.2.xls] 

 

 
 

 The value of unpaid work as a share of GDP in Korea is, at 19%, the lowest in the OECD. 
This compares to a high of 53% in Portugal. [Fig1.13.xls] 
 

 At 1.15 children per woman, Korea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OECD – by a 
considerable margin – and, together with Chile the highest share of the adult population 
who are single and have never been married (39 percent). [GE2.xls] 
 

 After Norway, at 3.8% Korea has the lowest unemployment rate in the OECD, where the 
average is more than double this at 8.1%.  [SS2.xls] 
 

 Korean 15-year-olds have the highest reading scores in the OECD and improvements in 
reading performance have been sustained over the 2000-2009 period. [SS3.xls] 
 

 Korean parliamentary voting rates are the lowest in the OECD, having suffered a large fall 
in the last generation. [CO4.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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