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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
*

이 자료는 금융경제연구제 호* ( 325 ) Market Services Productivity in Korea: An「
의 우리말 요약임International Comparison」

본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국제비교한 것이다 동 주제.
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국가별세부산업별 통계자료 및 한국(EU KLEMS KLEMS․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
총요소생산성의 수준 및 증가율을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

비스산업은 기술프론티어인 미국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증
가율도 마이너스의 부호를 보여 최근으로 올수록 기술프론티어로부터 점차 뒤
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는 통상 노동생산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통서비스에서 가장 컸으며 개인서비스에서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생.
산자서비스의 경우는 격차가 상대적으로는 작았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확대되
고 있다 생산성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통신서비스 제외 전반의 생산성 지체는 개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저조뿐만( )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패널자료 개 국가 개 서비스산업 년 를 이용하여 서비스업(8 , 9 , 1987~2004 )

총요소생산성의 수준 및 증가율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수준 및 시장규모가 국가간 생산성 수준의 격차 발생에 매우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증가율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인.
에 더하여 부가가치 대비 비율과 고숙련 인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R&D
는 비중도 매우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기업의 활동 촉진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유입 확대 구조조R&D , FDI ,
정과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내외수 시장규모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문의 금융경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전담반 반장 김현정:

Tel : (02)759-5428, E-mail : hynjkim@bok.or.kr

공보실 : (02)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bo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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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

요 약( )

연구배경1.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서비
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선진국과 비교

―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는 통계자료의 국가간 정합성 미흡
등으로 이루어져 오지 않았으나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
료정비*가 최근 완료단계에 이르러 분석이 가능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당행도 한국의 통계구축 담당인 서울대* EU KLEMS
경제연구소 표학길교수 와의 용역사업 지원으로 적극 참여 연구용역 결과( ) (
는 금융경제연구 제 호에 수록324 )「 」

참고< >
EU KLEMS* 프로젝트 예정(2004.9~2008.7( ))
* Capital, Labor, Energy, Material and Service

목적 유럽국가가 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 면1990ㅇ ：
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산
업 수준에서의 규명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여기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개국 개 연구기관NIESR, GGDC 10 18ㅇ ：
자료구성ㅇ ： 년 개 산업의 산출 및 투입 명목 및 실질1970~2005 72 ( )
대상국가 개국 미국 일본 및 한국EU25 , ,ㅇ ：
자금지원 EC(European Commission)ㅇ ：
경과 월과 월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2007.3 11ㅇ ：

월 최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예정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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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총요소생산성(TFP)*의 국제비교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수준 및 격차발생 원인을
분석
전체 생산요소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 접근법Multilateral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Index (Caves,
Christensen and Diewert, 1982)

통계자료는― 및 한국 자료EU KLEMS *를 이용
한국 자료는 와 분석방법론 산업분류 기간을 통일시* KLEMS EU KLEMS , ,
킨 자료로 두 자료 모두 부가가치가 아닌 총산출 회계가 목적이므로 투
입요소로서 노동과 자본 외에 물적 중간재 에너지 서비스 중간투입을, ,
고려 원자료상 현지 통화로 표시된 총산출 및 투입변수는 산업별 총산.
출 를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로 환산PPP

― 분석 대상국가 및 기간은 통계자료의 가용성으로 개 국가9 *

및 년1987~2004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 , , , , , , ,

대상업종은 시장경제― 공공서비스 및 부동산 제외( )를 구성하는 4
개 산업부문*에 속하는 개26
* 부문 기타재화생산부문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ICT , ( , , ),

분석결과2.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ICT)부문*과 기타 제조업에서의 생산
성 향상에 힘입어 시장경제 전반적으로 프론티어 국가인 미국
과의 생산성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향상 저조와 이에 따른 격차 확대로 전체
경제의 생산성 격차 축소 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남
전기 및 정밀기기 제조 통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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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73%에 불과
유럽 개국 평균의 일본의( 6 82%, 84%)

세부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 미국의( 70%) 개인서비스, (74%) 생,
산자서비스(81%) 순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유통서비스 도소매 운수보관* ,：개인서비스 음식숙박 오락문화 기타 대개인 서비스, ,： ․생산자서비스 금융보험 기계장비 임대 기타 사업서비스, ,：

우리나라와 미국간 격차TFP * 추이 년(1987~2004 )

주 우리나라 지수* TFP (：  에서 미국의 지수) TFP ( 를 차감한 값)

우리나라와 미국간 격차TFP * 미국 년 현재( =100, 2004 )

주 : *       값으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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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요인별 분해3.
분석방법( )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지체의 원인을□ 내부효과① (within
effect) 자원배분효과② (between effect) 교차효과③ (cross effect)로
구분

개별업종 전체산업 생산성생산비중 생산성
내부효과① 동일( ) ↕ ↕
자원배분효과② ↕ 동일( ) ↕
교차효과③ * ↕ ↕ ↕
생산비중과 생산성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기여도 양 산업부문내 자원* ( ) (＋
배분 방향이 바람직함을 의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국한해 생산성 수준 변화를 요인별로 분□
해하되 부문 포함 여부별 경우를 구분ICT
분석기간은 전기간― (1987~2004)과 두 개의 하위기간(1987~1995,
1996~2004)

분석결과( )
제조업의 경우 부문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ICT□ 양 의 내부효( )＋
과가 지배적이며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
다만 부문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내부효과와 교차효과가ICT―
크게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그 감소폭이 더욱 커짐

→ 제조업 전체 생산성 증가는 개별업종의 생산성 증가에 주로 기
인하며 특히 부문이 생산성 변화의 상당부분을 주도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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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은 통신서비스 포함시 전체 생산성 변화가 양 이지( )＋
만 통신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 으로 변화( )－
(0.045 0.007)→ －

내부효과의 경우 통신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을 때 생산성 감―
소폭이 배로 확대3 ( 0.015 0.045)－ →－ 되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원배분효과가 반감하고 교차효과도 양
에서 음 으로 반전( ) ( )＋ －

→ 통신서비스를 제외할 경우 서비스업 생산성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지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문내 자원이동도 원활하지 못함
을 시사

우리나라 산업별 증가의 요인별 분해TFP

포함ICT 불포함ICT
1987-95 1996-04 1987-04 1987-95 1996-04 1987-04

제조업

내부효과 0.033 0.047 0.077 0.024 0.026 0.050
자원배분효과 0.005－ 0.005 0.008－ 0.005－ 0.005 0.007－
교차효과 0.012 0.007 0.033 0.012 0.002 0.023
전체효과( ) 0.040 0.059 0.103 0.030 0.033 0.065

서비스업

내부효과 0.016－ 0.011－ 0.015－ 0.032－ 0.025－ 0.045－
자원배분효과 0.007 0.017 0.008 0.008 0.009 0.015
교차효과 0.029 0.009 0.051 0.029 0.001－ 0.022
전체효과( ) 0.020 0.016 0.045 0.005 0.0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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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결정요인4.
모형 및 통계자료( )
분석대상국 개 국가로 이루어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8□ 서비스
업 총요소생산성의 상대적 수준과 증가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
부가가치 대비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 비중* (OECD)
전체 취업자중 숙련 노동자 전문대졸 이상 비중( ) (EU KLEMS)
부가가치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UNCTAD)
규모의 경제 기전 총산출(1 , EU KLEMS)
규제영향지수(Regulation Impact Indicators, OECD)

경기변동 효과를 통제하고 생산성과 생산성 결정요인간 장―
기적 관계를 보기 위해 변수들의 기간 평균(1987~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4)을 이용

관측치 수 개288ㅇ ： 국 서비스업 기간(8 ×9 ×4 )

분석결과( )

생산성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규제정도FDI, ,
시장규모가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와 숙련노동의 비중은 그 효과가 미약R&D

생산성증가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규제 정FDI,
도 시장규모와 더불어 와 숙련노동의 비중도 매우 유, R&D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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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수준 및 증가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lnTFP 종속변수: △lnTFP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0.385** 0.164 상수 -0.005*** 0.001
R&D 0.596 0.379 R&D△ 0.435*** 0.064
Skill 0.138* 0.081 Skill△ 0.286*** 0.092
FDI 0.102*** 0.008 FDI△ 0.008* 0.004
REG -0.159*** 0.012 REG△ -0.045*** 0.007
Size 0.112*** 0.014 Size△ 0.014*** 0.002
Adj.R2 0.576 Adj.R2 0.545
관측치수 188 관측치수 125

주 회귀식에는 국가 산업 기간 고정효과 포함1) , ,：
는 각각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2) ***, **, * 1%, 5%, 10%

□ 증가에 대한 설명변수별 우리나라 현황을 여타국과 비교한TFP
결과 학력기준 숙련노동자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변수는 매우 저조
특히 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정도R&D FDI―
도 개국중 위로 실증분석에 포함된 개국가중OECD 30 19 8
최하위*
우리나라의 경우 지수가 가용하지 않아 경제전반의 규제 정도를 측정* RI
하는 의 지수를 이용OECD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설명변수의 현황 비교 년 평균 서비스업(1996~2004 , )
비중R&D 1)

(%)
비중FDI 1)

(%)
숙련노동자
비중2)(%)

규제지수
순위(PMR )3)

상대적 TFP
수준 미국( =100)

덴마크 1.4 11.7 6.2 6 100.0
핀란드 0.8 7.2 31.2 12 94.3
독일 0.2 5.9 6.2 16 98.0
일본 0.2 0.5 23.2 11 88.7
한국 0.5 1.8 36.3 19 75.6
네덜란드 0.5 9.0 22.2 14 99.0
영국 0.6 5.0 12.2 2 83.5
미국 1.1 1.8 26.8 4 100.0
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투입노동시간중 비중1) 2)：

규제가 적은 순3)



- 8 -

결론 및 시사점5.
서비스업별로 프론티어 국가□ 미국( )와의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시산해본 결과
정보통신기술부문이나 제조업이 선진국으로 점차 수렴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프론티어로부터 점차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부부문별로는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
통서비스에서 격차가 가장 크고 개인서비스에서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

생산자서비스에서의 격차도 큰 편이며 특히 최근 수년간 그―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기업의 활동 촉진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R&D ,

유입 확대 구조조정과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내외FDI , ,
수 시장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