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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TATISTICS OF KOREA, 2018
(Numbers in parentheses refer to the OECD average) 1, 2
LAND, PEOPLE AND ELECTORAL CYCLE
Population (million)
Under 15 (%)
Over 65 (%)
International migrant stock (% of
population, 2015)

Latest 5-year average growth (%)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current prices (billion USD)
In current prices (trillion KRW)
Latest 5-year average real growth (201418,%)
Per capita (000 USD PPP)

51.6
13.0
14.4

(17.8)
(17.1)

2.6

(10.1)

0.5

(0.6)

Population density per km²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2017)
Men (2017)
Women (2017)

Latest general election
ECONOMY
Value added shares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y including construction

1 725.2
1 898.2
3.0
42.1

(2.3)

Services

529.7
82.6
79.7

(37.8)
(80.1)
(77.5)

85.7

(82.9)

April 2020
1.9
37.2

(2.5)
(26.6)

60.9

(70.9)

40.8

(109.5)

(47.3)

GENERAL GOVERNMENT
Per cent of GDP
Expenditure
Revenue

30.3
33.4

(40.3)
(37.4)

Gross financial debt (2017)

EXTERNAL ACCOUNTS
Exchange rate (KRW per USD)
PPP exchange rate (USA = 1)
In per cent of GDP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Current account balance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1099.6
870.8
41.6
37.0
4.5
24.0

(55.5)
(51.3)
(0.3)

Main exports (% of total merchandise exports)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Manufactured goods
Main imports (% of total merchandise imports)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57.4
13.4
12.3
31.2
27.2
10.3

LABOUR MARKET, SKILLS AND INNOVATION
Employment rate (aged 15 and over, %)

60.7

(57.3)

Men
Women
Participation rate (aged 15 and over, %)
Average hours worked per year

70.8
50.9
63.1
1 993

(65.5)
(49.6)
(60.5)
(1734)

Unemployment rate, Labour Force Survey (aged 15 and
over, %)
Youth (aged 15-24, %)
Long-term unemployed (1 year and over, %)
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 (aged 25-64, %)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 of GDP, 2017)

3.8

(5.3)

10.5
0.1
49.0
4.6

(11.1)
(1.5)
(36.9)
(2.6)

12.1

( 8.9)

ENVIRONMENT
Total primary energy supply per capita (toe)

5.6

(4.1)

Renewables (%)
Exposure to air pollution (more than 10 g/m³ of
PM 2.5, % of population, 2017)

1.9

(1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per capita
(tonnes)
Water abstractions per capita (1 000 m³, 2016)

99.2

(58.7)

Municipal waste per capita (tonnes, 2016, OECD: 2017)

0.5
0.4

(0.5)

SOCIETY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2017,
OECD: 2016)
Relative poverty rate (%, 2017, OECD: 2016)
Median disposable household income (000
USD PPP, 2017, OECD: 2016)
Public and private spending (% of GDP)
Health care
Pensions (2017, OECD: 2015)
Education (public, 2017)

0.355

(0.310)

Education outcomes (PISA score)

17.4

(11.6)

Reading

514

(489)

27.5

(23.6)

Mathematics

526

(492)

8.1
3.1
4.6

(8.8)
(8.5)
(4.5)

519
17.0
0.1

(491)
(29.7)
(0.4)

Science
Share of women in parliament (%)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f GNI, 2017)

1. The year is indicated in parenthesis if it deviates from the year in the main title of this table.
2. Where the OECD aggregate is not provided in the source database, a simple OECD average of latest available data is calculated where data
exist for at least 80% member countries.
Source: Calculations based on data extracted from databases of the following organisations: OECD,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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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
경제 활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다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성장률 감소폭이 매우 적다 (그림 1).
여행·레저 관련 산업의 충격이 특히 심각하다.
충격에서 회복하는 속도 또한 더디다.
제조업은 세계 수요 붕괴로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석유화학 및 자동차 업종의 피해가 크다.
코로나 19 위기의 여파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과 관련된 도전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고용이
위축되면서 비정규직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고용 창출과 생산성 강화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OECD 평균 대비 완만한 GDP 감소폭

자료: OECD 경기전망(데이터베이스).
Korea, Single-hit: 한국, 2 차 확산 미발생
Korea, Double-hit: 한국 2 차 확산 발생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485

세계 경기침체로 회복이 더딜 것이다. 국내 대상
경제활동은 점차 정상화 되겠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코로나 19 의 2 차 확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2 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투자가 더욱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표 1).

세계 무역의 영구적인 침체는 경기 하방 위험 요
인이다. 수출 지향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해외
수요의 추가적인 위축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장기적인 붕괴에 취약하다.

표 1. 더딘 경기 회복
2 차 확산
미발생

2 차 확산
발생

2019

2020

2021

2020

2021

2.0

-0.8

3.1

-2.0

1.4

민간소비

1.7

-3.6

3.7

-5.0

1.7

총고정자본형성

-2.8

2.9

1.4

2.3

1.0

수출

1.7

-5.7

4.4

-7.6

0.7

수입

-0.6

-3.3

5.0

-4.3

2.9

실업률

3.8

4.3

4.3

4.4

4.5

소비자물가지수

0.4

0.3

0.3

0.3

0.1

3.6

2.2

2.1

1.9

1.1

0.9

-2.8

-2.8

-3.1

-3.6

GDP

경상수지
(GDP 대비 %)
재정수지(GDP
대비 %)

자료: 2020 년 7 월 23 일자 데이터 감안하여 OECD
경제전망 107 전망치 업데이트 완료.

재정정책은 매우 확장적이다. 일반정부부채가
GDP 의 약 40% 수준인 한국 정부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코로나 19 의
영향을 방어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2019 년
흑자에서 2 차 확산 발생시 2020 년 GDP 의 3%
이상 적자, 2 차 확산 미발생시 GDP 의 2.5%
이상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통해 추가 부양책을 실행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020 년 3 월에 50bp, 5 월에 25bp
인하하여 현재 금리가 0.50%로 낮아졌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그림 2),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여지는 없으므로,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로 금융 취약성이 높아졌다.
코로나 19 위기의 규모가 커서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의 높은 부채율로 인해 기업 부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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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일부 가계도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금융
시스템은 다수의 완충 장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
0.8

%
CPI, Single-hit
CPI, Double-hit
Core inflation¹, Single hit
Core inflation¹ , Double-hit

0.7
0.6

노인 빈곤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5 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은
미성숙한
연금제도로
인한
제한적인
연금소득과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고령
인구의 낮은 노동소득에 기인한다.

그림 3.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등 수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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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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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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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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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

주: 지니계수의 범위는 0(불평등 없음)에서 1(불평등
최대)까지. OECD 는 비가중평균값.
자료: OECD, 소득분포(데이터베이스).

0.2
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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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1.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OECD 경제 전망(데이터베이스).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504

삶의 질(well-being)과 포용성 강화가 요구
일부 항목에서 삶의 질 지수가 낮은 수준이다.
지난 수 십 년간에 걸친 놀라운 소득 증가에
비해 삶의 질은 높지 않으며, 특히 주관적 건강
수준, 환경의 질,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서
삶의 질 수준이 낮다.
임금 양극화와 제한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취약하다.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가 노동시장 지위가 가장 낮은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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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이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더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여전히 화석
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저유가로
인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 년
8.3%에서 2030 년 20%, 2040 년 30-35%까지
높인다는 큰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 투자를 확대하면 지속가능한 회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화와 디지털화는 도전이자 기회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디지털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2060 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한국은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역량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 경제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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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

그림 4. 급격한 노인부양률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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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64 세 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인구 비율. OECD 는
비가중평균값.
자료: UN, OECD 자체 추산.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542

노동 공급의 감소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OECD 장기 모형에 따르면 한국의
1 인당 GDP 성장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온다.
코로나 19 로 인해 한국 경제 및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고용 확대와 생산성 증진을 통해 1 인당 GDP
성장률을 1%p 에서 거의 2%p 정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OECD 신고용전략은 고용 확대와 포용적 성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전략의
우선순위는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또한, 열악한 일자리에서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초점을 위기 이전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창출 대신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전환해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위기 기간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함께 인적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부문별 생산성 격차가 크다. IT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은 높은 반면,
IT 서비스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낮다(그림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또한 높은 수준이다. 경제의 부문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열쇠이다.
기술 확산이 고르지 않다. 중소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IT 기술 활용에서
뒤처져 있으며 숙련 근로자 및 관리자의 채용과
인력 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광범위한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scale-up) 성공 사례는 제한적이다.
상품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규제 입증
책임을 규제 대상에서 규제 주체로 전환하는
정부 입증책임제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과 사업 모델을 시도하게 하고 있다.

그림 5.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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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는
가계 및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 후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성에 부합하는 노동력 재배치와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가 촉진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준수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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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 생산성 대비 부분별 생산성
자료: OECD STAN(데이터베이스).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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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고사항

코로나 19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정부가 위기 기간에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시행했다.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현재의 임시 조치를 연장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한다.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재정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5G 인프라, 인공지능 등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성장률을 제고하는
탄탄한 재정이 경기 회복 강화를 위한 추가 부양 여력을 제공한다.
투자에 지원한다.
투자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한다.
향후 몇 년간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게 유지될 것이다. 경기 회복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수단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 고려한다.
건전성 도구가 갖춰져 있다.
코로나 19 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비정규직과 소기업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예: 플랫폼 노동자 )의
코로나 19 의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되며, 큰 고용보험 가입률 격차가 사회안전망과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 준수를 강화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의 절반 가량이 직접 고용창출에 고용센터 및 훈련 프로그램 자원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구직자 지원이
사용된다. 고용센터의 자원은 제한적이다. 코로나 19 위기에 대한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응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관련 자금이 증가하였다.
한국은 법정(또는 민간의 일관성 있는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근로자가 곤란을 겪고 업무 복귀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그렇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 조치가
시행되었다. 뉴딜 정책에는 2021 년 상병수당 연구용역 계획, 2022 년
저소득층을 비롯한 가계 대상 시범사업 계획이 포함되었다.

근로자의 재활과 업무 복귀에 초점을 맞추어 뉴딜 정책에서 계획된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많은 근로자가 다양한 이유로 50 대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향후 정년을 더욱 연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로자가 생애 주된
인력이 낭비되고 노인 빈곤이 심화된다. 2016-17 년에 정년이 60 세로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 확대 등 근로자와
상향 조정되었다.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코로나 19 위기 기간 및 그 이후 포용성 증대
노인 빈곤률이 OECD 에서 가장 높다. 미성숙한 연금 제도 외에, 기초연금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고, 제도의 초점을 절대 빈곤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 기반 지원이 여전히 노인에게 맞춘다.
제한적이고 금액이 적은 것이 한 원인이다.
뉴딜 정책의 계획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에서 가장 크다.
성별 임금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임금격차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 19 충격 극복과 생산성 및 삶의 질(well-being)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촉진
상품시장의 규제 강도는 여전히 높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규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가 과도한 분야를 찾아 해당
입증 책임을 규제 대상에서 규제 주체로 전환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한다. 환자 안전 담보 및 의료 질 향상과
도입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이 양립할 수 있는 한, 원격의료를 촉진한다.
기존의 모든 법적 요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제품과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 로 인한 한시적인
원격의료 허용은 시의성 있는 규제 검토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이 성장과 혁신,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성장과 혁신,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보조금을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 선정을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지원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R&D 및 신기술 도입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보조금에 기대 생존하고 있다.
잠재력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 바우처를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부문의 중소기업은 숙련 근로자 부족에 시달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고령층을 위한 기초 ICT 수업을 실시해
근로자의 훈련 참여 기회도 제한적이다.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중소기업의 훈련 비용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관리자 대상 평생 교육
대한 관리자의 인식도 부족하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격차도 OECD 에서 가장 크다.
코로나 19 이후 환경 정책
코로나 19 로 경제 활동이 줄면서 대기 오염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을 낮추고,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했지만, 여전히 대기 오염은 건강과 삶의 질(well-being)에 악영향을 강화한다.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CO2 배출 가격을 모든 업종과 연료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해진
실질 탄소 가격이 낮고 업종 및 연료 별로 상이하다.
일정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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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평가
경제가 COVID-19 위기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1.
한국은 코로나 19 초기 발생국 중 하나였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다(참고글 1.1). 한국은 많은 나라가 실시한 광범위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었다(그림 1.1).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조치와 더불어, 이 같이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제한되었고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경제 성장 위축이 덜
심각하다.

그림 0.1. 소매업과 여가업 관련 유동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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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레스토랑, 카페, 쇼핑센터, 놀이공원,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 시설의 유동인구 추세.
자료: 구글 코로나 19 지역사회 유동인구 보고서(2020 년 7 월 27 일).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580

참고글 0.1. 한국의 코로나 19 확산 억제 전략 1
한국은 코로나 19 초기 발생국 중 하나로 첫 확진자는 1 월 20 일에 발생했다. 2 월 중순에는 대구
지역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였다. 신규 확진자 수가 3 월 초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일 사망자 수도 3 월 24 일부터 줄기
시작해 4 월 말에는 0 명에 근접했다. 8 월 3 일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4,389 명, 누적 사망자 수는
301 명이다. 데이터 집계 방식의 차이와 질병 확산 시기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에 수치를 비교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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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그럼에도, 비록 최근 몇 주 사이에 지역사회 확산이 다시 늘고는 있지만, 한국은 코로나 19 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또는
도시 봉쇄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충격도 최소화했다.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전략은 외국인 입국 통제와 검사, 추적, 치료에 기반한다.
●

입국금지 및 격리: 2020 년 2 월초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4 월 1 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14 일 자가격리 대상이며 5 월 11 일부터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

검사: 신속한 진단 키트 개발과 더불어 차량 이동형(drive-through) 검사, 도보 이동형(walkthrough) 검사 등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8 월 3 일을 기준으로
누적 검사 건수가 약 160 만건에 달하고 그 중 0.9%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추적: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내역, CCTV 녹화자료, 휴대전화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접촉자에 관한 익명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양성반응자와의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한다.

●

치료: 환자를 질환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한다.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의료자원과 조직을 조정했다.

휴대전화 앱, 인공지능, 재택근무 및 원격서비스(원격의료 등) 장비 등 디지털 도구가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3 장).
1.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1.B 참고.
자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2020 년).

2.
한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표 1.1). 경기
회복 1 단계에 들어서면 회복 속도에 따라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부문별 특수상황은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불충분한 보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일시적인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로의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훈련 및 신기술 교육(upskilling)에 추가로 투자하면 경기 회복 2 단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재정 승수가 높아질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경기 회복 신호가 명확해질 때까지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낮은 정부부채는 경기
회복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률을 제고하는 공공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통화 완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비전통적
수단(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measures)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 이후에도 특히 재교육(reskill) 지원 등 근로자 지원을 지속하여 근로자의
업종 재배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와 여성 및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이
인구 고령화가 노동투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성불평등과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데 있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을 통해 경쟁을 강화하고 특히 신생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며,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훈련과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 기술 확산이 촉진되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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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1. 한국의 경기 부양책
날짜

조치

금액

주요 내용

총 지원액 277 조원
이상(GDP 의 14.4%)

추가경정예산 3 회: 59.2 조원(GDP 의 3.1%)
금융지원(대출 및 보증): 200 조원 이상(GDP 의
10.6%)
기타: 세제 감면, 사회보험금 납부 유예

2 월 5-20 일

방역 체계 및 피해
가정, 기업 지원

4.3 조원(예산 0.3 조원,
금융 4.0 조원)

선제적 방역 0.1 조원(예산)
중소기업 2.0 조원(대출, 보증)
저비용항공사 0.3 조원(수수료 인하)
자동차, 항공, 해운, 관광, 수출산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위한 정책 준비

2 월 28 일

가계 지원 및 금융부문
강화

16 조원(예산 2.8 조원,
금융 11.7 조원, 세제
혜택 1.7 조원)

소비쿠폰 및 가족돌봄휴가 2.8 조원
중소기업 저리대출 및 보증 2.5 조원
지역신용보증기금 지원 0.5 조원(보증)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8.2 조원(유동성)
임대료 감면 세액 공제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1.7 조원(세제 혜택)

3 월 16 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3 월 17 일

1 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11.7 조원(GDP 의 0.6%)
-지출 10.9 조원 확대
-세입 조정 0.8 조원

바이러스 예방, 진단, 치료 2.1 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4.1 조원
긴급재난지원금 3.5 조원(상품권, 건강보험료 감면
포함)
피해가 심각한 업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1.2 조원(고용유지지원금 및 금융 지원 포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지원

3 월 19 일
3 월 24 일

기업에 대한 금융 제공
및 금융시장(채권 및
증권) 안정화 계획

당초 50 조원
이후 100 조원으로
증액(GDP 의 5.1%)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22.5 조원(대출, 보증)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을 위해 29.1 조원(대출, 보증)
신용경색 방지 17.8 조원(대출, 보증)
20 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여 금융
안정 기능 수행(금융기관 통해 유동성 공급)
10.7 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금융기관 통해 유동성
공급)
은행의 외환파생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및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 완화를 통한 외환 유동성 확대(3 월 26 일,
28 일)

3 월 19 일

미국과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600 억 달러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 간
양자통화스와프협정(달러 유동성)

3 월 20 일,
4 월 10 일,
7월2일
4월8일

한국은행 국채 매입

4.5 조원

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매입 4.5 조원(3 월 20 일, 4 월
10 일, 7 월 2 일 차례로 1.5 조원씩)

수출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10.4 조원

수출기업 및 스타트업, 벤처기업 금융지원
10.4 조원(대출, 보증)

4 월 16 일

비은행금융기관 지원

10 조원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석 달
간 10 조원 대출

4 월 22 일

기간 산업 지원 계획 및
중소기업, 가계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

85.1 조원

정부가 보증하는 40 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회사채 및 주식 매입
중소기업 추가 금융 지원 35 조원(대출, 보증)
특수고용직 고용안정 지원금 10.1 조원

기준금리 0.75%로 50bp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0.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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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30 일

2 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5 월 28 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7월3일

3 차 추가경정예산

12.2 조원(GDP 의 0.6%)
* 채권 발행으로
3.4 조원 조달(나머지는
지출 조정)

전체 2,100 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 만원(814 달러) 지급
- 저소득층 270 만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
- 나머지 1,900 만 가구는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
지자체 부담금 2 조 1000 억원 포함하여 총 재원
14.3 조원 투입
0.50%로 25bp 인하

35.1 조원

- 공공 사업 일자리 550,000 개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10.0 조원)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긴급대출 진행(5 조원)
- ‘뉴딜’ 사업 투자(4.8 조원)

경기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다
3.
코로나 19 위기로 2020 년 1 분기와 2 분기에 GDP 가 각각 1.3%, 3.3% 하락했다(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이 3 월 들어 급락했다(그림 1.2, 패널 A). 고용률 감소폭은 캐나다,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은 단기 노동시간 단축 사업(short-time work
schemes)을 통해 봉쇄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패널 B). 한국 경제 전반에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에서 심각하다.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률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다(그림 1.3).

그림 0.2. 다른 나라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코로나 19 는 고용에 큰 충격을 주었다.
B. Employment in June 2020
(Y-o-y percentage change)

A. Net job creations in Korea (thousands, y-o-y)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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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국은 영국 통계청이 시험적으로 발표한 유급 취업자 월추정치 사용. 미국은 비농업 고용률.
자료: 각국 통계청 및 미 노동통계국.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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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무역 및 글로벌가치사슬의 추가 붕괴는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형 경제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준다(표 1.3). 한국의 수출은 일부 지역과 상품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그림 1.4). 대중 및 대미 수출이
전체의 거의 40%를 차지하며,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글로벌가치사슬(GVC)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은 코로나 19 위기 이전에는 유망한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그림 1.5). 한국의
무역선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회복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몇 건의 양자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영국(브렉시트 이후 양자 무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과 FTA 를 체결했다. 한국은 FTA 대상국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위해 ASEAN 회원국 10 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하고 있다.

그림 0.3. 서비스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급락
전년동기대비 % 증감(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2020 년 6 월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Participation rate*

-1.3

Total Employment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Wholesale & retail trade, accommodation & food
Electricity, transport, communication & finance
Business, personal, public service & others

-1.3

0.3
-1.0

3.4
-1.5
-3.0
-6.0
0.6
0.6

Temporary employees
Daily workers
Employers
Own account workers
Unpaid family workers
-20

-8.3
-5.8
-11.3
0.4
-4.6
-15

-10

-5

0

5

*: 퍼센트포인트.
주: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자영근로자(own-account worker)로 분류.
자료: 통계청.
(Employment rate: 취업률 / Unemployment rate: 실업률 / Participation rate: 참여율 / Total Employment: 총 취업률 /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농림수산업 / Manufacturing: 제조업 / Construction: 건설업 / Wholesale & retail trade, accommodation & food: 도소매업,
숙박업, 식품업 / Electricity, transport, communication & finance: 전기업, 수송업, 통신업, 금융업 / Business, personal, public service &
others: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 기타 / Temporary employees: 임시직 / Daily workers: 일용직 / Employers: 고용주 / Own account
workers: 자영근로자 / Unpaid family workers: 무급 가족 근로자)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618

5.
2020 년에 GDP 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2 차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와 2 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모두 GDP 하락폭이 훨씬 낮을 것이다(OECD, 2019a).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가 완화되면서 회복하겠지만 여전한 감염 우려와 가계 소득 감소,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 증가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 산업 생산도 정상화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코로나 19 의 2 차
확산 발생 시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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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2. 두 가지 역학 시나리오에 따른 거시경제지표와 전망

시장가격 기준 GDP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최종국내수요
재고증감 1
총국내수요
재화와 용역의 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입
순수출 1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노동력 대비 %)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2
경상수지(GDP 대비 %)

2 차 확산 미발생

2 차 확산 발생

2019

2020

2020

2021

2.0
1.7
6.6
-2.8
1.1
0.1
1.1
1.7
-0.6
1.0
0.4
3.8
0.9
3.6

-0.8
-3.6
7.1
2.9
0.4
0.0
0.3
-5.7
-3.3
-1.1
0.3
4.3
-2.8
2.2

-2.0
-5.0
7.3
2.3
-0.5
0.0
-0.5
-7.6
-4.3
-1.5
0.3
4.4
-3.1
1.9

1.4
1.7
6.0
1.0
2.3
0.1
2.4
0.7
2.9
-0.8
0.1
4.5
-3.6
1.1

2021
% 증감, 물량기준
3.1
3.7
5.9
1.4
3.4
0.1
3.4
4.4
5.0
-0.1
0.3
4.3
-2.8
2.1

1. 실질 GDP 에 대한 성장기여도.(%p)
2.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OECD 경제전망 107 추정치에 없음.
자료: 2020 년 7 월 23 일자 데이터 감안하여 OECD 경제전망 107 전망치 업데이트.

그림 0.4. 일부 상품과 지역으로의 높은 수출 집중도(%), 2018
By destination

By produc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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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분기별 국제무역통계; OECD 업종 및 최종수요별 양자상품교역(BTDIxE).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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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5. 불확실한 반도체 수출 전망
Index, Jan 2013=100
300
Global semiconductor sales (value)
Korean semiconductor exports value
Korean semiconductor exports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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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반도체통계; 관세청.
Index, Jan 2013=100: 지수, 2013 년 1 월=100 / Global semiconductor sales (value): 글로벌 반도체 판매량(금액)/ Korean semiconductor
exports value: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Korean semiconductor exports volume: 한국의 반도체 수출량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656

6.
경기 하락 폭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낮고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표 1.1),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와 함께
대출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소득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부채율이 높은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일부 가계는 코로나 이전에도 일반적인 주택구매자에 비해 리스크가 높았다(한국은행, 2019a).
대기업(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변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표 0.3. 주요 전망 조정 요인
취약 요인
세계 경제 불황이 예상보다 길게 지속될 경우.

가능성 있는 결과
교역 파트너가 코로나 19 여파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면
수출과 투자가 줄어 한국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글로벌가치사슬이 더욱 붕괴되고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 및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수출과
세계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한국은 글로벌 투자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원화 가치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에 긴밀히 통합되어 있음.
하락과 자본 유출이 촉발될 수 있다.
광범위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금융 시스템은 회복력이 있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큰
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부채비율이 높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 시 신용수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 특히 추가적인 소비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될 경우.
위축과 실업 증가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다.
금융시장과 자본 흐름이 최근 사건들의 영향을 받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경우.
않았지만, 긴장이 더 고조되면 금융 불안이 촉발되고
경제성장과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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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정책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을 밑돈다
7.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치를 밑돌면서(그림 1.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19 년 7 월과 10 월에
25bp 씩 두 번 낮추면서 1.25%로 인하했다(그림 1.7, 패널 A). 코로나 19 사태로 인플레이션 완화 압력이
증가하자 한국은행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 2020 년 3 월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하하고 다양한 유동성 공급
및 금융시장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20 년 5 월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하여 현재 금리는 0.5%이다(표
1.1). 원화 가치가 다소 하락했다(금리 1.7, 패널 B). 낮은 물가상승률과 저조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별로
없는 만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국채매입(purchase of government bonds)을 통한 장기금리 인하 등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measures)을 채택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림 0.6.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을 크게 하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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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네모 칸 안의 수치는 중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
자료: OECD 경제 전망(데이터베이스).
(CPI excluding food and energy: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675

8.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한국은행, 2019b).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보완적일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는 것은 장점이 있다(Bruno et al.,
2017).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19 로 인해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한편, 확장적 금융 여건하에
최근 점점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금융 비대칭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코로나 19 확산 추이 및 자본의 부동산 시장 집중
등의 금융 안정 리스크에 특별히 유의함과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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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7.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원화 가치는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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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경기 전망(데이터베이스).
A. Policy rates: 기준금리/ B. Exchange rates: 환율
Index 2010 = 100: 2010 년 지수 = 100 /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실질실효환율/ Dollar per KRW:원화 대비 달러화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694

탄탄한 재정이 경기부양 여력을 제공한다
9.
한국 정부는 추가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코로나 19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다. GDP 의 3.1%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가 2019 년 GDP 의 0.9% 흑자에서 2020 년 GDP 의 약 3%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그림 1.8, 패널 A). 정부 부채는 2019 년 40% 미만으로 주요 7 개국 모든 국가에 비해 낮고 100%가
넘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패널 B). 건전한 재정은 현재의 경기 하강 국면에서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지만, 고정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지출 확대에 따른 중기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경기 회복 2 단계에서 투자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전, 경기 회복
1 단계에서는 일시적인 재정 지원책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공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수입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2018 년 총
조세수입은 GDP 의 28.4%로, GDP 의 2%가 넘는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34.3% 보다
낮다(OECD, 2019b). 국방비 지출 비율이 한국 보다 높은 나라는 OECD 에서 이스라엘과 미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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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8. 건전한 재정에 기반한 지출 확대 여력
B. Gross government debt (National Accounts
defini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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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경제 전망(데이터베이스).
A. Government fiscal balance: 정부재정수지 / Single-hit scenario: 2 차 확산 미발생 / Double-hit scenario: 2 차 확산 발생
B. Gross government debt (National Accounts definition): 총정부부채(국민계정 정의), 2019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713

10.
정부수입 감소와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인해 정부부채가 증가할 것이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나리오 또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장기 전망은 앞으로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코로나 19 의 2 차 확산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총정부부채가 2021 년까지 증가하다가, 재정적자가 2022 년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 2025 년이면
위기 이전 경로로 복귀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부채가 2023 년에 GDP 의 48% 이상으로 훌쩍
늘어난다(그림 1.9). 이후 정부부채는 위기 이전 경로와 병행하는 경로를 따라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고령화와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로 지출증가는 OECD 장기전망 시나리오를 따른다(Guillemette et al., 2017).

그림 0.9. 코로나 19 위기가 총정부부채 미치는 잠재적 영향
%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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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치는 2020 년 7 월 23 일자 데이터를 감안하여 업데이트된 OECD 경제전망 107 의 2 차 확산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위기 이전 시나리오에서 2021 년 이후의 부채증가율은 OECD 장기전망에 따라 고령화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 증대분을 반영한 것이다(Guillemette et al., 2017).
자료: OECD 자체 추산.
Pres-crisis: 위기 이전 / Post-crisis: 위기 이후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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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4. 재정정책에 대한 과거 권고사항
주요 최신 OECD 권고사항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지출을 통제한다.
고령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GDP 대비
공공지출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가가치세(VAT) 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약한 세제를 활용하여 사회지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계획대로 공공지출을 사회복지 부문에 재분배한다.

2018 년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하거나 계획한 조치
정부는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목표를 설정하고, 5 개년
중기재정계획 목표 구간 내에 총지출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2018 년부터 정부지출이 명목 GDP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진출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2018 년 12 월부터 VAT 가 부과되었다.
보건, 복지, 고용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이 크게
늘었다(2019 년 예산에서 11.3% 증가).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공고하지만 코로나 19 위기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11.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유동성 리스크가 정부와 한국은행의 조치를 통해 완화되고 있다(표 1.1).
코로나로 19 의 피해가 큰 업종의 일부 기업은 활동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지불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기본자본(regulatory Tier 1)은 OECD 에서는 하위권에
속하지만 그래도 의무 비율을 크게 초과한다(그림 1.10, 패널 A). 경기가 악화하면서 이미 위기 이전에
자영업 부문의 연체율이 일부 지방 은행에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다. 전체
레버리지 비율은 OECD 평균에 가깝다(패널 B). 기업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그림 1.11, 패널 A)
GDP 대비 기업부채율은 일본 및 유럽연합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주요 7 개국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높다(패널 B). 가계신용증가율은 2018 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이 도입되고 2017 년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후부터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증가율을 뛰어 넘는다(패널 C).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북유럽 국가 수준보다는 낮다(패널 D).

그림 0.10. 비가중 레버리지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A. Regulatory Tier 1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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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회복성(데이터베이스).
A. Regulatory Tier 1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위험가중자산 대비 규제 기본자본(2018 년 또는 가용한 최신 연도)
B. Total capital relative to unweighted assets: 비가중 자산 대비 총자본(2018 년 또는 가용한 최신 연도)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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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반응성이 높은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실질주택가격은
지난 10 년 간 전국적인 안정세를 유지했다(그림 1.12, 패널 A). 주택수익비율 (The price-to-rent ratio)역시
과거 평균에 가깝다(패널 B). 그렇지만 코로나로 19 인해 활동이 줄어든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채무자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한국은행, 2019a).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에서
집값이 상승했다. 최근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13.
한국 금융권은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여러 기업이 기후관련 재무정보공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을 이행하는 등 녹색성장 개념을 재무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2 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2014 년 국민연금법에 따른 요건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여전히
제한적이다(케임브리지 지속가능금융센터, 2018).

그림 0.11. 총기업부채는 양호하지만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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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또는 가용한 최신연도.
자료: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 OECD 경제 전망(데이터베이스).
A. Corporate credit growth(Y-o-y % change): 기업신용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증감)
B. Non-financial corporation debt: 비금융기업부채(전년동기대비 % 증감)
C. Household credit growth: 가계신용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증감)
D. Household debt, % of household disposable income: 가계부채,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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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2. 주택가격(전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A. Real housing prices (1986Q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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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패널 A 에서 실질주택가격은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함.
자료: OECD, 주택가격(데이터베이스).
A. Real housing prices (1986 Q1=100): 실질주택가격(1986 년 1 분기=100)
B. Price-to-rent ratio (1986-2019 average=100): 주택수익비율(1986-2019 년 평균=100).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789

14.
영국은행(Carney, 2015)이 했듯이, 한국 금융당국도 금융시장의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뭄 등의 기후 변화는 전반적인 공급 충격과 자산가치의 하락을 유발한다. 탈탄소화는
노후한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Krogstrup and Oman, 2019).

표 0.5. 금융 정책에 관한 과거 권고사항
주요 최신 OECD 권고사항

2018 년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하거나 계획한 조치

최근 시행한 새로운 정책의 효과에 따라 주택융자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 또는 “거품이 낀” 지역의 주택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구매하는 경우 LTV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0-40%로
강화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한도가 30-50%로 강화되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 지구 또는 "거품이 낀"
지역의 DSR(채무상환비율) 규제도 강화되었다.

15.
2019 년 11 월 한국은행은 지속가능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인 녹색금융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NGFS)에
가입했다. 이 협의체의 권고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안정 모니터링 및 감독 체계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NGFS, 2019). 한국은 2019 년 4 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중개기관에 환경
관련 익스포져의 신고를 의무화한 영국의 사례나, 에너지 전환 및 녹색성장법을 통해 상장기업의 금융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관투자가에게 국가에너지 생태전환사업에 따른 투자 정책 실행 방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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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이 달성한 경제 성장의 과실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16.
코로나 19 위기는 소득 보전, 고용 유지 정책, 고령층 및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근로 조건 및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등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안정한 일자리와 많은 경우 불충분한
사회보험으로 인해 코로나 19 같은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서비스업체에서 일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들이 일터와 사회
활동으로부터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Koen, 2019), OECD 에서 가장 높은 노인 상대빈곤율로 인해 전체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다. 산업화 초반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큰 폭의 소득 증대를
경험했지만 1997 년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성장의 포용성이 약화되었다(Kim, 2011).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후소득불평등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그림 1.13, 패널 A).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임금 격차가 크고(패널 B)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강화, 연금 적정성 개선 및 사회
안전망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구 고령화와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17.
최근 수년 간 한국 정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2018 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1.14). 2019 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OECD 에서 리투아니아(38.8%), 스페인(22.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전부터
노동집약적 부문의 고용 증가율이 약세를 보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내수 부족 또한 한가지 원인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Choi, 2018). 따라서
최저임금이 2020 년에 2.9% 인상되었고, 2021 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하여 1.5%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2019 년에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및 소득 상한액을 높여 수급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지출액도 세 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다섯 가구 중 거의 한 가구꼴로 EITC 를
수령하고 있으며, 총비용은 GDP 의 0.2%에 달한다. EITC 는 특히 임금 격차가 큰 국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율적인 도구이다 (OECD, 2018a; Immervoll et al., 2007).
18.
앞에서 보았듯,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실직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되었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기간에 실행된 것과 같이(표 1.1), 위기 시와 평시 모두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고용보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특히 비정규 근로자와 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잘 준수되지 않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이들의 권리를 보다 잘 실현해야 한다. 고용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등록하지 않은 고용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018 년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약 85,000 건이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실행된 긴급 조치를 토대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정 수준의 법정 사용자책임과
상병수당(sickness benefit)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되거나
자가 격리한 근로자 또는 입원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의 생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 장). 뉴딜 정책에는 2021 년 상병수당도입 연구용역 계획, 2022 년 저소득층을 비롯한 가계 대상
시범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는 근로자, 사용자, 의사 및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기적인 근로능력평가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재활과 업무 복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OECD,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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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3.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불평등도
2017 년 또는 최신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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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 인구. 지니계수의 범위는 0(불평등 없음)에서 1(불평등 최대)까지. 총소득 분산은 임금분배 1 분위 대비 10 분위의
비율.
자료: OECD, 소득분배(데이터베이스) 및 총소득 10 분위 비율(데이터세트).
A. Gini after taxes and transfers: 세후 지니계수
B. Dispersion of gross earnings of full-time dependent employees: 종속적 전일제 근로자의 총소득 분산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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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4. 중위임금 대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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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금은 총임금을 가리킴.
자료: OECD,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데이터세트).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827

19.
그 밖에도 한국 정부는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확대, 특히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투자, 기초연금 인상 등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빈곤층 소득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기초연금을 추가로
인상하고 절대빈곤 상태의 고령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활용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향후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2 장). 고령자들의 근로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위주인 경우가 많아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아래 참고).
20.
경제력 집중과 경제적 지대는 기업간 수익 격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품 시장의 경쟁도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Furman and Orszag, 2018). 대기업(재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과 사회보호를 누린다(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따라서 상품시장 경쟁과 노동 이동성에 대한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과 사회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보호 관련법은 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s)와 관련해서는 유연하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개별해고(individual dismissals)에 대해서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비교적 강력한 편에
속한다(그림 1.15).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되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노동력 재배치가
저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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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6. 노동시장 및 포용성에 대한 과거 권고사항
주요 최신 OECD 권고사항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보호의
투명성을 높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한다.

2018 년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하거나 계획한 조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2018 년 9 월부터 대학생 인턴,
2019 년 1 월부터 건설장비기사(약 110,000 명), 2020 년
7 월부터 방문서비스근로자 및 화물트럭 운전사(약
199,000 명)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종속적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0 년에 실업자와 취업자의 학습계정
시스템을 통합한 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기 전에 2018 년 16.4% 인상에 따른 몇몇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고용에
효과를 평가한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경제 조건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이 2020 년에는 2.9%, 2021 년에는 1.5%
인상될 예정이다.
직업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가용성을 확대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불일치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특성화고교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정부는 4 차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4 년부터
완화한다.
15,369 개 기업, 91,195 명의 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했다.
기초연금을 추가로 인상하고 특히 절대빈곤 상태의
정부는 2018 년 9 월 전체 수급자(약 500 만명)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20 만원에서 25 만원으로 증액했다. 2019 년
고령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4 월부터 저소득층고령자(하위 20%)에 대한 연금이
늘어나, 월 최대 30 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그림 0.15. 상용 근로자에 대한 비교적 높은 고용보호 수준
개별 해고 대비 상용 근로자 보호 지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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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고용보호(데이터베이스).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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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의 증가가 행복(well-being) 수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1.
한국의 1 인당 소득 수준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증가해 현재 유럽연합 평균 수준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OECD 가 측정한 행복지수 항목 중 교육과 시민참여 항목에서 꽤 좋은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상위
20%에 포함된 항목은 주거가 유일하다(그림 1.16). 사회적 연계와 주관적 건강, 환경, 일과 삶의 균형에서
점수가 특히 낮았는데,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에 기초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 건(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호, 노조 활동 및 단체 협약에 관한 98 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 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노동관계법령 개정안과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근로자의 기본권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림 0.16.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well-being) 수준
더 나은 삶 지표, 1 위(최상)에서 35 위(최저)까지 국가 순위 측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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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중 1-4 개 지표를 이용하여 각 복지 항목을 측정. 정규화 지표는 동일 가중치를
이용한 평균값.
자료: OECD (2017), OECD 더 나은 삶 지표,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0% top performers: 상위 20% / 60% middle performers: 중간 60% / 20% bottom performers/Korea: 하위 20%
Social connections: 사회적 연계 / Health status: 건강 / Environmental quality: 환경 /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행복 / Personal security: 치안 / Income and wealth: 소득 / Jobs and earnings: 일자리와 소득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 / Education and skills: 교육 /Housing: 주거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865

노동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혁신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22.
코로나 19 위기 이전부터 한국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그림 1.17 패널 A)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은 탓도 있지만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가 임금과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근로시간은 OECD 에서 가장 길지만 노동 생산성은
근로자 1 인당 생산성과 시간당 생산성 모두 낮은 수준이며(패널 B) 이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노동 정책은 고용률과 생산성을 모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Fernandez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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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7. 한국은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
2018 년 또는 최신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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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9c), 2019 OECD 생산성지표개설,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b2774f9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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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884

여성 및 청년 고용의 제고, 퇴직연령 연장, 성인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다
23.
한국은 15-64 세 인구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거의 18%p 로 OECD 에서 네 번째로 높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취약한 경력 전망은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이는 2018 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34%에 이르는 성별 임금 격차로 이어 진다(2018 년 기준 OECD 평균 약 13%). 최근 시행된 다양한 조치 중
아동 돌봄 서비스 질 개선과 일과 삶의 균형 제고,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 복귀 지원은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전반적으로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OECD, 2019d).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자영업자와 비전형 근로자 등 기존에 포괄되지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

27
않았던 집단으로 확대한 최근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더 나아가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육아 휴직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높은 급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특히 남성의 제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전국적인 임금 격차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임금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여성 친화적 정책 역시
OECD 최저수준인 1%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2 장).

표 0.7. 여성 고용률에 관한 과거 권고사항
주요 최신 OECD 권고사항
육아 및 보육기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을
의무화한다.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업료 제한과 입학 장벽을
완화한다.

2018 년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하거나 계획한 조치
2019 년 6 월부터 평가인증(the Assessment and
Accreditaion)이 의무제도로 전환되어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1 년까지 공공보육(public
childecare)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2018 년 574 개소에서 2019 년
654 개소로 확대). 2019 년 9 월부터 500 가구 이상
주거단지에 공립 보육시설 설치(public day care centres)가
의무화되었다.
2020 년 3 월부터 장기간(2 년 이상) 업무 공백이 있었던
보육교사는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립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보육시설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현장학습 등 일부
활동에는 비용 한도가 적용된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인증은 제한되지 않는다.
정부는 임대 계약을 통해 사립 보육시설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4.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인들이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을 비롯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인들은 비교적 젊을 때 사업 부진, 직장휴폐업, 가족 돌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강제로 퇴직한 후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주로 얻는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이 초래되고 삶의 질(well-being)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장시간 근로가 확대된다(Hijzen and
Thewissen, 2020). 근로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임금 유연성(flexibility in wages) 확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제고,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강화를 통해 고령 근로자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많은
기업이 연공 기반 임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2016-17 년에 정년이 60 세로 연장되었으며 향후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평생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와 담당 지역 관청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OECD, 2020a, b). 보다 근본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관련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전환하여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고용센터의 자원을 확충하고 중장년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를 위한 경력 전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직업훈련과 진로상담을 강화하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부적절한
경쟁으로부터 내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지속한다면, 청년층과 이주노동자의 경제 기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2 장).
25.
코로나 19 사태 이전 한국은 15-29 세 청년 중 취업자가 절반 미만으로, 취업률이 OECD 에서 다섯
번째로 낮았다. 이는 청년의 3 분의 2 이상이 고등 교육 졸업자일 정도로 긴 교육 기간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특히 서비스 부문의 청년 취업률이
2020 년 2 월부터 급락한 가운데 향후 몇 달 동안 취업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Han, 2020).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은 숙련 근로자의 부족으로 종종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또는 공공 부문에 취직하기 위해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역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직업 상담을 강화하고 도제 및 직업
교육 제도(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마련하고 시장의 요구에 보다 잘 부합하는 학위 과정을 개설하도록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진로 안내(career guidance)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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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counselling)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고용센터(public employment service) 자원을 확충하고
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해야 한다(2 장).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려면 근로시간 단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26.
현 정부는 일자리의 질과 근로자의 건강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의 연간 총 근로 시간은 1,967 시간으로, OECD 에서 세 번째로 많고
OECD 평균보다 300 시간 많다(2018 년 기준). 근로자의 약 12%가 주당 52 시간 이상 일한다. 장시간 근로는
번아웃(burnout) 및 한국이 처한 주요 문제인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며
노동생산성을 저해한다(Saint-Martin et al., 2018).
2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에 대한 예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개혁으로 연장 근로를 하는 대기업 근로자의 주 52 시간 이상 근로 비율이 개혁 이전과 비교해 5%p
또는 약 5 분의 1 낮아졌다(그림 1.18 패널 A). 이 개혁으로 한국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OECD 추세와 같아
졌다(그림 1.18 패널 B, 참고글 1.2). 이번 개혁은 2004 년에서 2011 년까지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주당
44 시간에서 40 시간으로 단축한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조치가 실질 근로시간,
근로자의 건강, 생산성, 복지를 넘어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지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몇몇 보고서는 기존에 시행된 조치가 산업재해 감소, 건강한 생활방식의 확산,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Lee and Lee, 2016; Ahn, 2016; Park and Park, 2019). 놀라운 것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1 인당 노동생산성도 높아진 것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글 1.2.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
현 정부는 다음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28 시간에서 12 시간으로 단축하여 주당 최대 총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했다. 새로운 근로시간 한도는 영세 사업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300 인 이상
사업장은 2018 년 7 월부터, 50 인 이상 사업장은 2020 년 1 월부터 적용되고 5 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1 년 7 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5 인 이상 29 인 이하 사업장은 종업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2022 년 12 월까지 8 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2018 년 7 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수가 26 개에서 5 개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등의 업종도 이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일부 운송업과 보건업은 특례가
유지되었다.



기업은 앞으로 15 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제공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제공할 의무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은 그렇게 해왔다. 공휴일 유급휴일 지정 역시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이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든 것을 보상하기 위해 탄력 근로시간제 참조
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하는 노사정 합의가 체결되었으며 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료: Hijzen and Thewisse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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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8. 최대 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 다가가면서 장시간 근로자 수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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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패널 A 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2018 년 4-6 월)와 비교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52 시간 이상 근로 비율의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기업(300 인 이상)과 아직 적용되지 않은 중견기업(100 인 이상 300 인 미만)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줌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보여준다. 각 지점의 수직선 간격은 해당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패널 A 는 중견기업 근로자와 비교할 때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기업 근로자는 52 시간 이상
근로할 확률이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에 비해 약 5%p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표본은 민간 부문 비특례 업종 비특례
직군에 속하고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18 세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구성되었다.
A. Effect of the working time reform on the share of employees working overtime who work more than 52 weekly hours among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근로시간 단축이 300 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 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Implementation of the 52-hour limit for large firms: 대기업에 주 52 시간 근로 규정 적용 / Time relativ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후의 상대적 기간
패널 B: 정규근로시간은 연장근로 규제를 받지 않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 규제가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총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것이다. 데이터는 2018 년(일본은 2019 년) 자료를
참고했으며 별표가 표시된 국가는 2011-2012 년 자료를 참고했다(이스라엘은 2010 년 자료). 빗금 무늬와 회색 사각형이
표시된 막대 그래프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2018 년 이전 한국은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
직전의 한국을 가리키며 2018 년 이후 한국은 조치가 온전히 시행되는 2021 년을 가리킨다. 총 최대근로시간만
규정된(정규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이) 유럽국가의 경우 최대 정규근로시간 대신 공동 합의된 통상적인
최대근로시간이 사용되었다(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B. Legal maximum weekly working hours: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
Normal hours: 정규근로시간 / Overtime hours: 연장근로시간 / Total hours: 총근로시간,

자료: Hijzen 및 Thewissen(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사용, Eurofound(2019), ILO 근로조건법(데이터베이스,
2013), OECD 노동시간 설문(2010) 사용.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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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근로시간 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실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5 인 미만
사업장과 일부 업종(운송 및 창고업, 보건 등)에 속해 있는 기업은 근로시간 한도 규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탱해온 공급과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켜야 한다.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는 낮은 기술과 임금 및 향후 받을 연금에 대한 고려를 꼽을 수 있고, 수요 측면의 요인은
경기와 생산성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을 조절하는 유연성의 제한과 관련이 있다(Hijzen and Thewissen,
2020).

기술 확산으로 생산성과 삶의 질(well-being)을 향상시킬 수 있다.
29.
기술과 디지털 도구는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제공한다(3 장). 코로나 19 위기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 모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이 일반 시민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참고글 1.3). 한국은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서(OECD, 2019e), ICT 의 비중이
크고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며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5G 서비스 세계 최초
도입 등을 자랑한다(OECD, 2017b; OECD, 2019f). 그렇지만 ICT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은
반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ICT 서비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매우 낮다(그림 1.19).

참고글 1.3. 원격의료: 친구인가 적인가?
원격 모니터링에서 실시간 화상진료에 이르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신경과(neurology),
정신과(psychiatry) 등 광범위한 전문과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OECD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경미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전화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월 24 일부터 7 월 26 일까지 6,830 개 병원에서
566,000 장의 원격의료 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 간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일부 의사는 진단 신뢰성과 데이터 보안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격의료에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19 가 확산하는 동안 한국 외 23 개 OECD 회원국에서 원격의료가 시행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1 차 의료기관의 디지털 상담 비율이 코로나 19 확산 전 5%에서 2020 년 3 월
60%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일부 의료 기관의 전체 상담에서 원격 상담의 비율이 6%에서 5070%로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원격 상담 건수가 약 40,000 건에서 2020 년 3 월 거의
500,000 건으로 폭증했다. 다른 OECD 국가(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북유럽국가)에서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당뇨 및 기타 만성질환 환자 등의 경우 종래의 대면 진료에 비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 밖에 정보 공유와 서비스 요금 인하는 물론 서비스 품질, 시의성, 치료의 조정과 연속성
면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환자 역시 이용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안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입안가들이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도입하고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자 및 지원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과 함께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대상으로 적절한 훈련을
시행하면 모범적인 원격의료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가 환자 안전 담보 및
의료 질 향상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건강보험 검토 및 평가 서비스, OECD (2020b); Oliveira Hashiguchi (2020).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

31

그림 0.19.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높은 고용 비중
A. Sectors' productivity relative to tot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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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5 년 자료. ‘ICT 제조’는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제품 포함. ‘ICT 서비스’는 출판, 통신, IT 서비스 포함. ‘기타 사업 서비스’
부문은 주택 부문 제외.
자료: OECD STAN(데이터베이스).
A. ICT sectors’ productivity relative to total productivity: 총생산성 대비 ICT 부문 생산성
B. ICT sectors’ share of employment: 고용에서 ICT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ICT manufacturing: ICT 제조 / Other manufacturing: 기타제조/ICT 서비스 / ICT services/Other business services: 기타 사업 서비스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922

30.
첨단 디지털 기술은 고르게 확산되지 않는다(그림 1.20). 한국 기업은 첨단 디지털 기술 도입을
증대할 여지가 있다(3 장). 적절한 역량과 지식의 부족은 특히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의 디지털기술 활용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다. 적절한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 19 위기로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물리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이른바 “언택트” 즉
비접촉 경제가 부상하면서 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훈련 기회가 제한적이다(OECD,
2020c). 한국은 세대 간 디지털 역량 격차가 OECD 에서 제일 크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학생이 디지털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교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작 교사들 대부분
ICT 활용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 근로자, 교사의
훈련 접근성을 제고하고 훈련의 질을 높여야 이들이 디지털 생산 시스템에 적응하고 디지털 기술 잠재력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혁신 기업 간의 협업,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및 데이터 교류를 위한 공개 협업 네트워크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촉진될 것이다(4 차산업혁명위원회, 2019).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한국은 인공지능과 모바일 앱을
통한 첨단 디지털 도구는 물론 원격 생활서비스(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전자상거래,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디지털 기술 확산을 통해 종래 기술과 신기술을 활발히
융합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Korean New Deal)’ 정책을 발표했다. 데이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인공지능 개발 등 정부와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사업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뉴딜 정책은 녹색 경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표 1.8). 한국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전략을 기반으로 ‘K 방역 모델’을 체계화하여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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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8. 한국판 뉴딜 정책 개관
유형

분야

과제

목표

디지
털
뉴딜

데이터,
네트워크,
AI(D.N.A)
생태계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시스템 개방
2. 전 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smart
government)
4. 한국형 사이버보안체계 구축(Cybersecurity system)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6.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2025 년까지 43 조원
규모의 데이터 시장 조성
AI 기업 2020 년 56 개에서
2025 년 150 개로 증가

6.4
14.8
9.7
1.0

295,000
172,000
91,000
9,000

2022 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WiFi 망 구축
빅데이터 활용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 구축
5G, IoT 갖춘
스마트병원(smart hospitals)
18 개 건립
원격근무 비율 40%로
확대

0.3
0.5

4,000
5,000

0.4
0.7
1.0

5,000
9,000
120,000

주요 고속도로 및 철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고위험 지역에
재난경보시스템 설치

8.5
1.2
0.3

124,000
14,000
55,000

공공임대주택 22.5 만호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도시숲 723ha 조성

6.2
2.5
3.4

243,000
105,000
39,000

500 만호 대상 스마트
그리드 기기 보급
전기차 113 만대 보급,
수소차 20 만대 보급

2.0
9.2
13.1

20,000
38,000
151,000

공장 1,750 개소
클린팩토리 전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10 개소 운영
2,100 만명으로 확대

3.6
2.7

47,000
16,000

3.2
10.4
7.2
1.2
0.6

39,000
118,000
2,000

1.1
2.3
0.6

25,000
126,000
29,000

114.1

1,901,000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언택트”(비
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재생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사회
안전
망
강화

고용사회안
전망

인적자원

총계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10. 4 대 분야(예: 교통, 수자원)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 및 산업단지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13.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제로화를
추진
14.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16.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재생에너지 전환 을 위한 기반
구축
18.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20.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21. 근로자 대부분 대상 고용안전망
확대(예: 고용보험, 산재보험)
22.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23. 실직자 지원 강화(예: 구직수당,
직업훈련)
24. 고용시장 진입 지원 강화
25. 산업 및 근무환경 안전 강화
26. 디지털 인재 및 친환경 인재를
양성
27. 인적자원을 위한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
28. 농어촌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사업비
(2020-25,
조원)

기초생활보장 대상 113 만
가구 추가

농어촌 인터넷 접근성
확대
70 세 이상 고령자의
70%가 모바일 인터넷
사용을 목표로 추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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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와 중소기업 R&D 보조금 제도를 통해 R&D 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기업 R&D 투자, 지식재산권 등록, 유형자본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 창출과 상업화 면에서 받아 든 결과는 실망스러웠다(Lee and Jo, 2018; Yang,
2018).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혁신 중소기업에 R&D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를 재검토하고 혁신 바우처 제도(innovation vouchers)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혁신
바우처를 받은 중소기업은 대학과 연구소 등에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잠재력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Kim et al., 2018).
32.
급속한 기술 발전에는 경제 거래의 신뢰와 안전(well-being)의 담보에 필수적인 사이버보안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한국은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이 있는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칠레에 이어 OECD 에서
두 번째로 높고(OECD, 2019e) 10-29 세 청년층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높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와 기업이 사이버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ICT 기술 중독 등 디지털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한다.

그림 0.20.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높은 디지털 기술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종업원 10 인 이상 기업의 비율, 2018 년 또는 가용한 최신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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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RFID 는 무선주파수식별, CRM 은 고객관계관리, ERP 는 전사적자원관리.
자료: OECD(2019f); OECD 기업의 ICT 접근성과 활용(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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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 Big data: 빅데이터 / RFID / CRM/ERP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941

33.
한국은 OECD 에서 상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가 가장 엄격한 편이다(그림 1.21).
경쟁과 재분배를 약화시키는 이 같은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신생 혁신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디지털 도구의 확산이 촉진되고 이 같은 도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극대화할 수 있다(Sorbe et al., 2019). 2019 년 규제 입증 책임을 규제 대상에서 규제 주체로 전환하는 정부
입증책임제가 도입되어 약 2,000 개 규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020 년에는 코로나 19 및 기타 재난
대응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민간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분쟁 해결 절차도 개선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es)를 도입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이 기존의 모든 법적 요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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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게 했다. 규제 샌드박스 전략의 후속 조치로는 규제위반 사례 적발 및 재검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림 0.21.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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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18 PMR(데이터베이스).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960

표 0.9. 중소기업 및 혁신 규제와 지원에 관한 과거 권고사항
주요 최신 OECD 권고사항

2018 년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하거나 계획한 조치

수입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상품시장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첨단기술제품 투자에 대한 현금
규제를 자유화하여 상품시장 경쟁을 강화한다.
지원(cash grants)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리스트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신기술 및 한국 정부는 2019 년 1 월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신산업 분야 기업이 기존의 모든 법적 요건에서 벗어나
지역혁신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제품과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게 한다(예: 규제
2019 년을 기준으로 195 건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샌드박스).
민간 대출기관에 기술금융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기업 기술력 기반 여신이 2017 년 128 조원, 2018 년
공공기관을 확충하여 기업 기술력 기반 여신을 확대한다. 163 조원에서 2019 년 205 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은행들은
전문가 확보, 평가모델 개발,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를
통해 기업 기술력 기반 여신 제공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를 정부는 정책 효과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생산성 제고에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기여하도록 한다.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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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의 전쟁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34.
최근 한국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렇지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및 세계은행 부패통제지표에서 지난 3 년 동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22). 또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개발한 공공청렴지수(IPI) 및 랜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트레이스인터네셔널이 개발한 트레이스 뇌물위험매트릭스에서도 한국의 순위가 높아졌다. 한국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부분 근절되었는데, 여기에는 특히 2002 년에 설립되어 2008 년
국민권익위원회(ACRC)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KICAC)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림 0.22. 부패가 비교적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A.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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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rruption by sector, "Control of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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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패널 B 는 점추정치와 오차범위를 보여준다. 패널 D 는 민주주의다양성프로젝트가 구분한 “부패통제”의 부문별 하위
요소를 보여준다.
자료: 세계은행; 국제투명성기구;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예테보리대학교; 노터데임대학교.
A.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인식지수
Scale: 0 (worst) to 100 (best), 2019: 지수: 0(최저)-100(최고), 2019
B. Control of corruption: 부패 통제
Scale: -2.5 (worst) to 2.5 (best), 2018: 지수: -2.5(최저)-2.5(최고), 2018
C. Evolution of “Control of Corruption”: “부패 통제” 진전도
Scale: -2.5 (higher) to 2.5 (lower corruption), 2018: 지수: -2.5 (부패 증가)-2.5 (부패 감소), 2018
OECD/KOR: OECD/한국
D. Corruption by sector, “Control of Corruption”: 부문별 부패, “부패 통제”
Scale: 0 (worst) to 1 (best): 지수: 0(최저)-1(최고)
Executive bribery/Executive embezzlement/Public sector bribery/Public sector embezzlement/Legislative corruption/Judicial corruption: 기업
고위직 뇌물수수/기업 고위직 횡령/공무원 뇌물수수/공무원 횡령/입법부 부패/사법부 부패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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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많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몇몇 사안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예: 해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 년 10 월에 발효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또한,
214 조원(약 1,800 억달러, 연간 GDP 의 11%)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부정청구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 년 1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조항도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부패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 기업인, 공직자가 대통령
사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2019 년 12 월 말 국회가 고위 검사, 판사, 경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반부패 수사기구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36.
한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집행율이 2011 년 평가와 비교할 때 2018 년 평가에서 낮아졌다.
경찰과 검찰 간의 조율 체계 및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심사례 보고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높은 조세 투명성은 부패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그림 1.23).

그림 0.23. 한국은 조세 투명성 관련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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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래프는 조세분야 투명성과 정보교류를 위한 글로벌 포럼이 실제 정보교류에 대하여 동료 평가(peer review) 방법으로
실시한 전체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동료 평가에서는 회원국이 자국 법인 및 협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외국 조세당국에 협력하는 능력을 평가했다. 위 그래프는 1 차 평가 결과이며, 2 차 평가는
현재 진행중이다.
자료: 조세분야 투명성과 정보교류를 위한 글로벌 포럼, OECD,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료를 이용하여 OECD 사무국이
자체적으로 계산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요청에 따른 정보 교환
Compliant: 이행 / Largely Compliant: 대체로 이행 / Partially: 일부 이행 / Non-Compliant: 미이행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6998

표 0.10. 부패에 관한 과거 권고사항
주요 최신 OECD 권고사항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부패 사범은 제외한다는 정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한다.

2018 년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하거나 계획한 조치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사면이 두 차례 있었지만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공직자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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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 환경의 질이 낮은 수준이다
37.
수십 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한 한국은 환경 악화라는 대가를 치러야했다.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은 대기질 개선은 물론 온실가스(GHG) 감축과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에도 필수적이다(OECD, 2017a).
최근 들어 CO2 배출과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코로나 19 로 인한
저유가 상황이 에너지 전환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 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그림 1.24, 패널 A-C).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3%로 OECD
전체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 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연료의 비율이 80%이고 이중 31%를 석탄이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다(패널 D). 1 차 에너지 공급의 10.5%를
차지하고 전기생산의 23.4%를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율은 2083 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3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와 우호적인 기상 여건 및 코로나 19 여파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2020 년
상반기에 대기 질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인구의 대부분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임계값(10
µg/m³; 패널 E)을 훌쩍 넘는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 WHO 기준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Trnka, 2020)는 조기사망률을 큰 폭으로 높이고(Roy and Braathen, 2017) 아동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WHO, 2018).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학습 성과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Heissel et al., 2019). 더 심각한 것은
대기오염이 코로나 19 의 영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UBC, 2020). 한국은 미세먼지의 약
절반이 공장, 발전소, 디젤차량 등 국내 오염원에서 나온다. 나머지는 주변 국가에서 오는 것이다.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993 년부터 중국과 여러 건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특히 실증, 연구
및 정보공유 분야 협력을 진행했다(Jung, 2019; OECD, 2019g).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19 년 4 월에
출범한 독립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NCCA)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19 년에 대기오염이 “사회재난(social disaster)”으로
지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기금을 긴급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기오염 대응사업 본예산 2.0 조원(GDP 의
약 0.1%)외에 1 조 3 천억원(GDP 의 약 0.1%)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다. 대응사업에는 노후 디젤차량
교체와 공기청정기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및 재생에너지 지원이 포함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망
확충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오염원이 있는 미세먼지(PM 2.5)를 2024 년까지 2016 년 대비
35%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출을 WHO 기준
아래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9.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 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의 20%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net zero) 상태로 가야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2018).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점점 많은 고소득 국가가 늦어도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생산 기준 순배출량 제로 목표의 달성을 천명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깊고 광범위한
경제적 변혁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은 크지 않을 것(GDP 의 1-2%)이다. 또한, 이
비용은 대기질의 지속적 개선 등 삶의 질(well-being) 측면의 편익을 통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쇄될
것이다(영국 기후변화위원회, 2019; OECD, 2019h).
40.
한국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OECD, 2017a). 발전,
건물, 운송, 산업 및 농업 등 다양한 부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에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IEA, 2018). 에너지의 최종 용도를 전력으로 바꾸는 것이 배출량 저감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decarbonisation)가 핵심이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환영할 조치이다. 그동안 4 개의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되었고 추가로 6 개의 운영이 곧 중단될 예정이며, 나머지 발전소들은 친환경 자원으로 에너지원을
교체하게 된다.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30 년까지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은 탈석탄동맹(2017)
회원국의 추세와도 일치한다. 탈석탄동맹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의 사용을 2030 년까지
중단하는 것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는 비용 효율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8 년 8.3%에서 2030 년까지 20%,
2040 년까지 30-3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정 부양책의 일부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전력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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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24. 환경 분야의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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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녹색성장 지표(데이터베이스), IEA (2018), 세계 에너지 수지, IEA 세계 에너지 통계 및 수지(데이터베이스).
A. CO2 intensity: CO2 집약도 / CO2 per GDP: GDP 당 CO2 / kg / USD, 2010 PPP: USD, 2010 년 PP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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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nergy intensity: 에너지집약도 /Primary energy supply per GDP: GDP 당 1 차 에너지 공급 /USD (2010 PPP): USD(2010 년 PPP 기준)
C. Renewable energy share: 재생에너지 비율 / % of primary energy supply: 1 차 에너지 공급 중 비율(%)
D. Energy supply by source, 2017: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E. Population exposure to PM2.5: 인구의 PM2.5 노출
F. Environment-related taxes: 환경관련세 / % of GDP: GDP 대비 비율(%) / OECD (median): OECD(중간값)
Energy, 2014 / Motor vehicles, 2014 / Other, 2014 / Total, 2000: 에너지, 2014 / 자동차, 2014 / 기타, 2014 / 전체, 2000
G. CO2 emissions priced above EUR60: 가격이 60 유로 이상인 CO2 배출
% of total CO2 emissions from energy use, EUR per tCO2, 2018: 에너지 이용으로 배출된 총 CO2 의 비율(%), tCO2 당 유로, 2018
H. Environment-related inventions: 환경 관련 발명 / 2014-16 average: 2014-2016 평균 / % of all technologies:전체 기술 중 비율(%) /
average_2000_2002: 2000-2002 년 평균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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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석탄화력발전소에 높은 용량정산금과 탄소배출비용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보다
석탄에너지에 혜택을 주는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카본 트레커 이니셔티브, 2019).
저렴한 전기 요금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이고 전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은 특히 국제 전력망으로부터 단절된 한국에서 단속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온전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이다. 따라서 일단 경기가 회복되면 전기요금은
비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이용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탄소세와 대기오염 기준 도입이 전력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2 년
40%에서 0%에 가깝게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영국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42.
한국이 환경세로 거두어 들인 세수는 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OECD 중간값보다 높다(패널 F).
그렇지만 경유세율보다 휘발유세율이 높다. 2015 년 한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취급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 2 위 규모의 배출권거래제(ETS) 시장을 개장했다. 대부분
경우 2020 년 기후 비용 중간 추정치인 CO2 1 톤 당 60 유로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배출가스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OECD, 2018d)(패널 G). 배출가스 저감 목표에 맞춘 탄소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계획을 명확히
밝힌다면 조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도 시행 2 단계(2018-2020)인 현재 3%의
ETS 배출권을 경매에 할당하고 있으며, 3 단계(2021-2025 년)가 되면 이 비율을 10%로 높일 예정이다.
배출권 무상할당 방식은 배출량과 관련성이 있는 생산 등의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인센티브가 저해되고(Flues and van Dender, 2017) 정부 재정과 포용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 방식에 따라 직접적인 국제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모두 경매로
할당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43.
서울시가 2008 년에 도입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대기오염의 추세적 감소에 일조했다.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동안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허용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었고 앞으로도 추가로 감소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밀한 검사 대상 설정, 검사관
독립성 강화, 규제 평가 개선을 통해 사업장이 배출 허용량을 잘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OECD, 2019g). 다른 지자체들 역시 예산 확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4.
NCCA 는 산업계 배출량 저감을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경유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2019 년 12 월부터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되는 등 몇몇 분야에서 이미 권고안이 시행되고 있다. 2020 년에 각 부처가 권고안 실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한국은 거대 산업 배출원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칠레와 스웨덴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45.
한국은 전반적인 R&D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전체 발명에서 환경 관련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고 현재 상승하고 있다(패널 H). 그중 현재 우선 순위가 있는 분야는 수소,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이다. 한국 정부는 도로 수송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수소 분야에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 디지털 기반 공유 차량은 적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탄소
여객수송 수단의 출시를 보완하고 투자 필요성을 낮추며 기타 수송 관련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로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 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용기
표준화, 얇은 용기 사용, 용기 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20% 감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포장 업계 및 배달 업계와 맺었다고 발표했다.

표 0.11. 환경 정책에 대한 과거 권고사항
주요 최신 OECD 권고사항

2018 년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하거나 계획한 조치

경매 방식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정부는 2018-2020 년에 배출권의 3%를 경매로 할당했으며
높이고 ETS 를 통해 배출총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를 2021-2025 년 기간에 1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30 년까지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TS 를 통해
배출총량을 연배출목표치와 일치시킬 것이다.
환경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경유세율과 휘발유세율의
한국 정부는 2019 년 11 월 경유 및 휘발유 가격 검토
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차이를 줄이는 한편, 전기료를 인상한다.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관련 정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18 년 12 월에 유연탄세를 인상하고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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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평가 권고사항
주요 권고사항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
발견사항

권고사항

코로나 영향 완화를 위한 정책
정부가 위기 기간에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치를 시행했다.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현재의 임시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조치를 연장하고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집중한다.
재정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탄탄한 재정이 경기 회복 강화를 위한 추가 부양 여력을 5G 인프라, 인공지능 등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성장률을
제공한다.
제고하는 투자에 지원한다.
향후 몇 년간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게 유지될 것이다. 경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수단을 고려한다.
위한 거시 건전성 도구가 갖춰져 있다.
금융통화 당국이 금융 시장의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금융 중개기관이 기후 관련 익스포져를 금융 당국에
필요가 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 정책
대기 오염은 건강과 복지(well-being)에 악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을 낮추고, 차량 배기가스
중요한 문제이다.
기준을 강화한다.
저렴한 전기 요금 정책은 생산, 배전 및 환경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수요에
유연히 대응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
ETS 배출 할당량이 3%에 불과하며, 2021 년에서 2015 년까지
10%로 높아질 것이다.
실질 탄소 가격이 낮고 업종 및 연료 별로 상이하다.

일단 경기가 회복되면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경매 방식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높이고 ETS 를
통해 배출총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CO2 배출 가격을 모든 업종과 연료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다.
경유 소비세를 적어도 휘발유세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준
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한다.

휘발유세가 경유세보다 높고 도로 수송 연료세가 실질
기준으로 낮아졌다.
부패 퇴치
경찰과 검찰 간의 조율이 부족하고,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간의 조율 체계 및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심사례 보고 요건이 불명확하다.
뇌물수수 의심사례 보고 요건을 명확히 한다.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뇌물 수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자연인과 법인의 뇌물 수수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와
않다.
실질적인 적용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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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 기타 구조 개혁 분야 진행 상황

기타 구조 개혁 분야 진행 상황
(2018 년 OECD 경제보고서 주요 권고사항은 KPI 본문에 포함되지 않음)
주요 최신 OECD 권고사항

2018 년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하거나 계획한 조치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제고, 사외이사 임명 시 경영진 역할 2020 년 1 월 법무부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축소, 사외이사가 모든 상장기업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외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강화된 자격요건 규정이
구성하도록 요구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확대한다.
포함된 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동일 기업 집단내 계열사간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순환출자 건수가 2017 년 10 개 동일 기업 집단 282 건에서
해소한다.
2019 년 3 개 기업 집단 13 건으로 85% 감소했다.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와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법
(소액주주의 주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의무화한다.
한편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인증 수단
다각화가 포함된 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0 년 1 월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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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B.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의 영향이 고용과 생산 및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시행했다. 초기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대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시행한 조치는 규모가 총 277 조원에 달한다(GDP 의 14.4%). 총 59.0 조원에 이르는 13 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대출과 보증 등 200 조원이 넘는 규모의 유동성 조치가 시행되어
가계와 중소기업, 피해 업종에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국경 통제 및 검역
한국 정부는 2 월 초 중국 우한시 및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 19 전개
상황에 맞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특별 검역을 강화했다. 5 월 기준 한국 입국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정부가 부담하는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1 인당 120 달러) 자택이나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 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도시나 지역을 봉쇄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 모임 및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임시 중단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원격근무를 할 것을 호소했다. 원래 3 월 2 일로 예정되었던 학교
개학이 연기되었다. 5 월 6 일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거두고 완화된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5 월 말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강력한
거리두기가 재개되었다. 학교는 4 월 9 일에 온라인 수업을 개시하고, 5 월 20 일부터 6 월 8 일까지
단계적으로 개학을 했다. 그렇지만 3 월 둘째 주에 온라인 수업을 개시한 대학들은 봄 학기가 끝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정책과 금융 지원
바이러스 확산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 월 5 일부터 28 일까지 한국 정부는 가계, 영세기업 및
자동차 부품, 저비용 항공, 해운, 관광, 수출 산업을 비롯한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20 조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발표했다.


선제적 방역 및 치료(0.1 조원)



중소기업 및 저비용 항공사 보증 및 저금리 대출(4.8 조원)



쿠폰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2.8 조원)



지역신용보증기금 지원(0.5 조원)



금융부문 유동성 공급(8.2 조원)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 두 배 증액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1.7 조원)

3 월 17 일 국회에서 11.7 조원(100 억 달러, GDP 의 0.6%)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다. 신규 지출
10.9 조원, 세입 조정 0.8 조원의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되었다. 신규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바이러스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보건 부문 지원(2.1 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4.1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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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및 보육바우처(3.5 조원)



피해가 심각한 업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및 금융지원 확대(1.2 조원)

3 월 19 일과 24 일, 정부는 소기업과 취약가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 조원(GDP 의 5.1%)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29.2 조원)



중견기업(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규모) 대출 및 보증 지원(29.1 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20 조원) 등 31.1 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 도구 통해 회사채 시장 및
자금시장 안정화



금융기관 통해 유동성 공급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10.7 조원)

4 월 8 일 정부는 수출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10.4 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수출기업 대출 및 보증(6.0 조원), 벤처·스타트업 대출 및 보증(2.2 조원).



R&D 비용 감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2.2 조원).

4 월 22 일 정부는 전략 산업 지원과 중소기업, 가계에 대한 추가 금융을 위한 75 조원(GDP 의 4.0%)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기간산업(항공, 해운) 회사채와 주식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40 조원). 수혜 대기업에는 6 개월 간 근로자의 최소 90% 고용 유지, 배당금 지급 및
주식 환매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추가 금융 지원(35 조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조치 강화(10.1 조원)

4 월 30 일 국회는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12.2 조원(100 억 달러) 규모의 2 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 사업에 지자체 부담금 2.1 조원을 포함하여 총 14.3 조원(GDP 의 0.6%)이 배정된다. 재원은
3.4 조원은 채권 발행, 나머지 8.8 조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규모에 따라 최대
100 만원(814 달러)의 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쿠폰 형태로 전체 2,100 만 가구에 지급했다.


저소득층 270 만 가구(전체의 13%)는 현금으로 수령



나머지 1,900 만 가구는 쿠폰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수령



8 월 31 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쿠폰이나 포인트는 국가 기부금으로 간주



재난지원금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 제공

7 월 3 일 국회는 35.1 조원(GDP 의 1.8%) 규모의 3 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재원은 23.7 조원은
국채 발행, 11.4 조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공공 사업 일자리 55 만개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10 조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긴급대출 진행(5 조원)



2020 년 ‘뉴딜’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5G 통신서비스에 4.8 조원 투자.

통화 정책 및 거시 건전성 조치
2 월 27 일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 조원 높은 30 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이후 5 월 14 일에 35 조원으로 추가 조정).
3 월 13 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6 개월 간(3 월 16 일부터 9 월 15 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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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16 일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50bp 인하하여 0.75%로 낮췄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0.50%-0.75%에서 0.25%로 인하했다. 또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적격담보 및 대상기관 그리고 대출 대상기관 적격 담보 범위를 확대했다.
3 월 19 일 한국은행은 1 조원 규모의 RP 매입을 실시하여(3 월 24 일 2.5 조원 규모 추가매입) 금융기관이
단기신용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3 월 19 일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와 6 개월 기간 600 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화 유동성 확대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완화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확대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면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한시적으로 10%p 완화하여 70%로 조정

3 월 20 일 채권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1.5 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실시했다(4 월
10 일, 7 월 2 일 각 1.5 조원 규모 추가매입 실시).
3 월 26 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4 월부터 3 개월간 무제한적 RP 매입 조치를 발표했다(6 월
25 일 1 개월 연장 발표).
4 월 16 일 한국은행은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3 개월 간 10 조원 규모 대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은 4 월 10 일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인하하고
5 월 25 일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담보증권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5 월 28 일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0.50%로 25bp 추가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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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C. 남북경제협력
본 부록에서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와 높은 불확실성 속에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경제에 일어난 최근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배경 보고서를 참고한다(Koen
and Beom, 2020).
지정학적 상황핵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UN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난 10 년 동안, 특히 2016 년부터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 제재 강화로 북한 대외무역 실적 및 국내활동 추정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아래
참조).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긴장 완화와 남북 화해를 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졌다.

1.


2017 년 7 월, 한국은, 대북 제재와 압력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베를린 구상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동해안 벨트, 서해안 벨트 및 DMZ 벨트와 함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추진이다.



2018 년 2 월, 북한은 한국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2018 년 4 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2000 년 이후 세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 전쟁 종식 후 체결된 정전 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한 경제 협력 및 인도적 교류 확대에 합의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8 년 5 월,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2018 년 6 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다. 북미 정상은 북한 체제안전보장,
새로운 평화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고위급 후속 협상에 합의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8 년 9 월, 한국 대통령이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했다. 남북 정상은 군사분야 합의서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와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촉구하는 선언에 서명했다.



2019 년 2 월, 북미 정상이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합의없이 회담이 조기에 종료되었다.



2019 년 6 월, 미국 정상이 남북 정상과 DMZ 에서 만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지만 2019 년 중,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노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들 협상이 점점 추진력을 상실했다.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 협력사업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긴장을 고조시켰다.
2020 년 6 월 북한은 한국이 개성에 건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표면적 이유는 탈북자들이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낸 전단에 대한 보복이었다.

경제 상황과 코로나 19 위기
북한의 대외무역 및 국내경제활동 추정치는 매우 대략적이고 신뢰하기 힘들다. 북한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국민계정과 예산 정보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무역 데이터는 (때때로 남한과 북한을 혼동하는) 북한의
무역 상대국이 발표하는 불완전한 거울 통계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무역 규모,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일상적으로 우회하는 소규모 및 대규모 국경 밀거래와 불법 석유제품을 해상에서 환적하는 실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UN 전문가패널, 2020). 북한 국내경제활동 추정치는 다양한 정보 출처에 기초해
한국은행이 작성한다.
상기와 같은 많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관찰한 결과, 북한의 대외무역은 2015 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했다.
남북 교역이 기본적으로 중단되어, 2019 년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이 670 만 달러, 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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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으로의 물품 반입이 20 만 달러어치에 불과했다. 대중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대중 교역의 비율은
확대되어 2019 년에 95%를 넘어섰다(그림 1.C.1). 교역 축소로 2017 년과 2018 년에 실질 GDP 성장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C.2). 2019 년에는 실질 GDP 가 약간 늘었지만,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2020 년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아래 참조).
2016-2020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명시된 다수확 품종 종자, 선진 작물 재배 및 관리 기법 적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GDP 의 5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의 성과가 부진하다. 열악한 관개 및 배수 시설로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확대되었고 경제 제재로 연료, 기계 및 부품의 수입이 제한되면서 북한 농업이 최근
몇 년 동안 큰 타격을 입었다(FAO/WFP, 2019).

부록 그림 1.C.1. 북한의 대외 무역 실적
재화 수출입
USD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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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역 상대국의 거울 통계에 기초.
자료: 한국무역협회.
USD billion 10 억달러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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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C.2. GDP 수준 및 성장률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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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0 년 불변가격으로 추정(한국 상대 가격 적용).
자료: 한국은행.
KRW Trillion 단위: 조원 / Real GDP(left scale): 실질 GDP(왼쪽) / Real GDP growth (right scale): 실질 GDP 성장률(오른쪽)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4157055

북한 경제 주요 부문 중 눈에 띄는 것은 서비스 부문으로, 비록 완만하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광 산업,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과(Yoon, 2019), 2019 년 초까지
약 500 개에 이르렀던 활발한 공식 도매 및 소매 시장이 기여했을 것이다(Lee, 2019).
관광산업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또 다른 외화 수입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는 2019 년 12 월 말까지 귀국했어야 하지만 많은 파견
근로자자가 다른 비자를 가지고 또는 비자없이 해외에서 계속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Fromer,
2019). 세 번째 외화 수입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판매 및 경화로만 판매되는 요금 상품이다.
북한 총인구의 약 4 분의 1 인 6 백만 명이 최근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Park, 2019).
비록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고 주장하지만(자세한 내용은 NK Pro tracker 참조),
코로나 19 로 앞서 언급한 경제 부문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자력갱생을 주장하는 정치적 외침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 인도주의조정실은 한국 정부와 함께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목표는 식량안보, 영양, 보건, 수자원, 위생 조치의 지속적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코로나 19 로 취약 계층과 마을이 입은 인도적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다(OCHA, 2020).
북한 당국은 코로나 19 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했다. 1 월 20 일 중국 국제항공의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이
중단되고, 곧 이어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의 운항도 중단되었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전면 금지되었다.
세계보건안보지수 순위(존스홉킨스 보건안전센터, 2019)에서 알 수 있듯, 세계적 감염병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은 1 월 21 일에 이미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막기위해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속 방역 활동으로 학교와 대학교가 폐쇄되었으며 일반 방역
운동도 전개되었다.
코로나 19 위기는 북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보여주었다. 북한의 주요 공급원이자 최대 판매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을 일부 중단하면서 완충장치가 제한적이고 자원이 빈약한 북한 경제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북한이 2020 년 1 월 북중 국경을 폐쇄했지만 중국 당국이 3 월 말 북한 무역상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Gi, 2020) 통행이 일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 월 초에는 컨테이너 트럭이
북중 우정의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Ha, 2020) 단동에서 식료품과 건설 자재를 적재한 화물
열차가 5 월에 평양에서 목격되기도 했다(Mun, 2020). 코로나 19 로 공급망이 중단되고 경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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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2003 년 이후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Kim, 2020). 신흥 기업인 집단인 돈주가 외화를 지급하고 국채를 강제로 매입했으며 국채의 또
다른 일부는 국가 기관과 국영 기업이 공급업체 대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2016 년 2 월 개성공단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이래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2018 년에
북한의 낙후된 방대한 철도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었다. 2018 년 남북은 UN 승인하에 경의선(개성-신의주
구간), 동해선(금강산-두만강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지만, 대북 제재로 기계 및 건설 자재의 반입이
금지되어 현장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지원을 제안했다.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식량 부족 해소를 위한 쌀 5 만 톤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2020 년 중순까지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운영하는 북한 통계 이해력 제고를 위한 다년도 사업에 490 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보건 분야 협력을 제안하고 특히 커지는 세계적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감염병 대응 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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