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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기업의 비즈니스 동학과 생산성 분포가 국가별ㆍ산업별 생산성 차이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비교분석에 있어
데이터 한계로 인하여 실증분석을 활용한 정책연구 한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ECD는 국가별 미시데이터를 바탕으
로 국가별ㆍ산업별 비즈니스 동학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MultiProd와
DynEmp 프로젝트를 추진
○ 본 연구는 OECD MultiProd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초 연구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국내 미시데이터 활용과 분석의 사전적 연구
○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용한 미시 단위의 기업데이터 중 가장
적절한 데이터는 ｢기업활동조사｣로 판단되나, 일부 한계로 인하여
｢광공업통계조사｣, ｢서비스업조사｣ 등 사업체 단위의 데이터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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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조사｣를 통한 생산성 분석에서는 OECD의 최근 연구 결과
와 동일하게 국내 산업 내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및 산업 간 생산
성 분포의 차이 등이 관찰됨.
○ 산업별 생산성 변동 요인에 있어 기업의 동학을 고려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추정에 관한 분석방법에 지식을 갖춘 개별 연구자
가 특정 국가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MultiProd 프로젝트가 주는 장점
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
○ 단, 해당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동학 및 분포에 관한
엄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최근 높아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별 비교에 있어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OECD와의 공동 연구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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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통한 비즈니스 동학(Business Dynamics)은 일
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국가별로 큰 차이
가 실증적으로 관찰
- OECD(2017)에 따르면, 2009년 대불황(Great Recession) 이후 OECD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증가는 전반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여
-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산업별ㆍ기업 규모별 기여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비즈니스 동학에 관한 국가별 비교분석에 있어 데이터 한계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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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실증분석을 활용한 정책제언에 한계 존재
- 기업의 신규 진입, 퇴출, 성장 등의 비즈니스 동학 관찰을 위해서는
기업 혹은 사업체 단위의 미시데이터가 요구됨.
-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미시데이터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접근성에
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위한 통합된 데이터 제공에는 한계
- 산업 단위 분석에 있어 생산성, 고용 등을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OECD Structural Analysis Database(STAN)가 존재하나 미시 단위의
비즈니스 동학 관찰이 어려우며, 이는 기업 규모별 혹은 기업 연령별
등 기업의 특성을 구체화한 정량적 분석에 한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ECD 과학기술혁신부(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는 국가별 미시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ㆍ산업별 비즈니스 동학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MultiProd와 DynEmp 프로젝트를 추진 중
- 각국의 미시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 연령, 지역, 외국인투자
기업 여부 등이 고려된 산업 단위의 거시데이터를 구축
- 기존의 산업별로만 구분된 데이터를 기업의 상기 언급된 특성을 반
영한 산업 단위 데이터로 재구축
○ 해당 두 프로젝트는 OECD 내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ommitee
on Industry, Innovation and Corporation, CIIE) 혹은 (약칭) 산업위
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STI 내 부서 확대 개편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
력 및 각국의 정책 비교분석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
으나 현재 한국의 경우 참여 파트너 기관이 부재한 상황

10 비즈니스 동학(Dynamics)과 생산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해당 프로젝트는 각국의 미시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실증분석에 대
한 기술적 부분 이해가 가능한 각국의 전문가 협조가 필수
- 현재 OECD 사무국은 CIIE에 참석하는 각국의 대표단을 통해 각국의
통계 관련 담당자 혹은 싱크탱크의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CIIE 산하
산업분석작업반(Working Party on Industry Analysis, WPIA)에 참석
하는 연구계ㆍ학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력을 추진
○ 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OECD STI 부서의 Chiara Criscuolo 박
사가 산업연구원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
- 최근 몇 년간 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
책과, 주한 OECD 대사관의 요청으로 CIIE 및 WPIA를 다년간 참석 대응
-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 측 참석자에게 지속적인 비공식적 협력을 요
청하였으며, 2018년 초 STI 부서장인 Andrew Wyckoff 의 공식 협력
요청이 제안됨.
○ OECD는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범거시적 포용적 성장연구에 MultiProd와 DynEmp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산업연구원의 협력을 재요청
- OECD 포용적 성장연구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Á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간에 합의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실행 기본체
계”의 한국 적용 연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OECD-KDI-KIET 포용 성장 간담회에
서 OECD 포용적 성장연구를 위한 OECD 측 방문단 전문가 회의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요청1)
1) 해당 방문 일정 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3월 20일 산업연구원 원내에서
Dr. Giuseppe Berlingieri가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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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의 OECD MultiProd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
초연구가 목적
- 해당 과정에서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실증분석 결과 및 구축 데이터
를 OECD와 공유
○ 이를 위하여 MultiProd 프로젝트를 위한 국내 미시데이터 활용과 향
후 데이터 구축 방안 논의
- 한국의 가용한 미시 단위의 기업데이터(예: ｢기업활동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등)을 검토하고, 각 데이터의 MultiProd 프로젝트 활용과
적용 여부를 검토
- 국내 미시데이터를 베이스로 OECD MultiProd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국가별로 일치되게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ㆍ검증ㆍ제공
○ 또한 국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최근 생산성 변화에 대한 주요
동향 분석
- OECD에서 제공하는 생산성 분석을 위한 생산성 추정에 관한 방법론
을 소개하고 해당 분석방법론의 한국 데이터 적용
-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별,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최근 비즈
니스 동학에 따른 한국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기초분석 및 주요 국가
별 결과 비교와 그 시사점 도출
○ MultiProd 프로젝트를 활용한 향후 OECD와의 공동 연구 및 국내 비
즈니스 동학과 관련한 연구과제 발굴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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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OECD MultiProd Project

1. OECD MultiProd Project 개요2)
(1) 기업 간 생산성 차이의 중요성
○ 경제성장 및 국가 간 경제발전 정도의 결정요인에 있어 생산성의 차
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됨.
- Klenow and Rodriguez-Clare(1997)에 따르면 국가 간 근로자당 생산
량(Output) 성장률 차이의 90%가 생산성 성장률 차이에 기인
- Prescott(1998)은 총요소생산성이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물론 국가의
시간에 따른 소득 변화를 결정하는 핵심임을 주장
- 후속 연구로 Hall and Jones(1999), Caselli and Coleman(2001), Comin
and Hobjin(2004) 등의 연구 또한 국가 간 생산성의 차이가 국가 간
2) OECD(2017), pp.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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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
○ 경제의 생산성은 개별 기업의 생산성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한
경제 내에서 기업 간 생산성 또한 큰 차이가 존재
- 개별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
여하나, 개별 기업의 생산성 수준은 큰 차이를 보임.
- Syverson(2004)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내 상위 10%와 하위 10% 사업
체의 생산성은 약 2배 차이를 보임.
- Hiesh and Klenow(2009)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의 제조업 내 상위
10%와 하위 10% 사업체의 생산성에 약 5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동일 경제에서의 기업 간 (혹은 사업체 간) 생산성 차이는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관찰되는 공통된 현상
○ 이처럼 기업 간 생산성의 차이로 인하여, 한 경제의 경제발전과 생산
성 연구에 있어 기업 간 생산성 분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동일한 생산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내 생산성을 구성하는 기업
의 분포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생산성 증가의 둔화가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
이 부족한 것인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수가 많아진 시장 내 경쟁
부족의 요인인지 등 다양한 요인이 가능3)
○ 특히 이러한 기업 간 생산성 분포에 대한 고려는 정책 당국자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3)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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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생산성의 둔화가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의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 혁신 생태계를 제고할 수 있는 R&D 지원 등과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
- 반면 생산성의 둔화가 생산성이 낮은 다수 기업의 출현에 기인한 경
우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정책 대응이 필요
○ 경제성장 외에도 기업 간의 불균형 확대,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 등 다
양한 분야에 있어서 기업 간 생산성 차이에 대한 고려는 정책 당국자
의 대응에 중요한 정보 제공
- 기업의 불균형 확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간 특성(중소
기업 vs 대기업/국내기업 vs 외국인투자기업/기업의 업력 등)을 반영
한 기업의 생산성 차이 고려 필요
- 자원 분배의 비효율 측면에서도 기업의 생산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투입요소 분포와 비효율적 분배가 고려되어야 함.

(2) OECD MultiProd 프로젝트
○ 기업 간 생산성 차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 단위의 생산성 분포를 고려한 국가별 비교와 실증분석에 어려
움 존재
- 예를 들어 국가 간 산업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OECD의 Structural
Analysis Database, STAN)의 경우 산업별 생산성의 추정과 국가별 비
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STAN은 주요국의 1970년 이후의 생산액, 부가가치, 노동, 투자,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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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는 이들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 등
의 지표를 구축
- 그러나 산업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STAN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생산
성의 차이, 특히 생산성을 결정하는 기업의 생산성 차이 및 분포는 고
려할 수 없음.
○ 이러한 한계 속에서 OECD STI는 지난 20년간의 국가 간 생산성 변화
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위한 MultiProd 프로젝트를 시작4)
-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2009년 대불황(Great Recession) 전후의 국가
간 생산성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 시사점을 목적
○ MultiProd는 개별 국가의 기업과 사업체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바탕
으로 개별 기업과 사업체의 분포가 고려된 산업별 데이터 구축을 통
하여 국가별 생산성에 대한 다양한 비교분석이 목적
- 기업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 국내기업 여
부(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기업 연령 등으로 구분한 후 이들 미시
데이터를 총합하여 산업별 총합을 통한 경제적 변수 재구축5)
- 특히 국가별로 데이터의 기준과 변수 구축 과정에서 동일한 STATA
프로그램 코드를 제공,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별 비교 가
능한 데이터를 구축
- ① 생산성의 기업별 차이(Heterogeneity), ② 기업별 생산성 수준, ③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Misallocation), ④ 총생산성의 성장, ⑤ 생산성
과 임금의 관계 등의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 구축
4) OECD(2017).
5) OECD(2017)는 이러한 데이터를 Micro-Aggregated Data로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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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STAN vs MultiProd & DynEmp 비교 예시
STAN Data Base

OECD MultiProd
산업별 기업 규모를 고려한 생산성 변화

산업별 생산성 변화 및
고용변화

⇒

산업별 국내ㆍ외투기업을 고려한 생산성 변화
산업별ㆍ지역별 생산성 변화
산업별 기업 연령을 고려한 생산성 변화

자료: 저자 작성.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24개국 국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비교
가능한 결과를 구축하였으며, 추가적인 국가의 참여가 진행 중6)
- STI는 해당 프로젝트의 확장을 위하여 각국의 산업위원회 참석자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발적인 참석을 요청
-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참석하고 있지 않음.

2. 생산성 추정과 방법론7)
○ MultiProd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별 기업 단위
에서의 생산성 추정에 있으며, 해당 추정과 방법론에 관한 간략한
소개
- 해당 프로젝트는 노동생산성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산함수의
6) OECD Berlingieri 박사의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
나다, 스위스, 칠레, 코스타리카,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인
도네시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베트남 등
이 데이터 구축 완성.
7) OECD(2017), p.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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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w 잔차항을 추정하는 Multi-Factor 생산성에 기반
- OECD가 제공하는 Stata 프로그램 코드가 제공하는 각 생산성 변수의
정의 소개

(1) 노동생산성
○ OECD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총생산량(Gross Output)과 부가가치
(Value Added)에 기반을 둔 두 가지 노동생산성을 계산
- 두 생산성은 각각 LP_GO와 LP_VA의 결과로 표현되며 정의는 아래
와 같음.

     or   
    
 

      
    
 

- 개별 변수의 실질화를 위한 물가변수는 STAN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에서 제공함.
○ 노동생산성은 실제 기업의 생산성 추정에 있어 일부 단점이 존재하나
각국의 데이터의 가용성이 높다는 장점에서 고려됨.8)
- 총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노동생산성의 경우 중간재 구매로 인한 생
산성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
8)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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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한 노동생산성은 앞서 지적한 중간재 구매를
고려한 생산성 추정이 가능
- 하지만 두 생산성 모두 자본집약도 및 다른 투입요소를 고려할 수 없
다는 단점 존재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구축을 위한 각국의 데이터의
가용성이 높고, 연도별의 경우 향후 언급할 Multi-Factor 생산성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생산성 변수로 고려됨.

(2) Multi-Factor 생산성(MFP)
○ MFP는 투입요소로 노동, 자본, 중간재를 고려하여 총생산량 또는 부
가가치를 통하여 추정
- MultiProd는 노동으로 총근로자수, 자본으로 총자본스톡 그리고 중
간재로 총중간재비용 고려
- 노동시간, 근로자의 인적자본, 자본의 질 등 더 복잡한 형태의 추정도
가능하나 국가 간 통계 가용을 이유로 고려하지 않음.
○ MFP는 크게 Solow-residual MFP와 Superlative index MFP로 구분할
수 있음.
- 두 지수 모두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을 가정
한 투입요소의 가중 합, 그리고 산출량과 관련된 지수
○ Solow-residual MFP는 생산함수에서 투입요소와 관련된 파라미터
값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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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생산량과 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Solow-residual MFP는 아래와 같
이 정의됨.

              (부가가치 기준)

또는
                 (생산량 기준)

-  : 부가가치,  : 노동투입,  : 자본,  : 중간재
-  ,  ,  각각 CRS 생산함수의 노동, 자본, 중간재 파라미터
- 상기 식으로 계산한 Solow-residual MFP는 생산함수의 파라미터(β)
를 Calibration하는 방식에 따라 MFP_S 와 MFP_SW로 구분됨.
- MFP_S는 시간에 따른 국가별ㆍ산업별 파라미터의 중간값을 이용
- MFP_SW는 시간과 국가를 고려한 산업별 파라미터의 중간값을 이용
- MFP_SW의 경우 시간과 국가에 따라 파라미터 값이 변하지 않고 산
업별 차이만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별 차이에 따른 국가
간 혹은 시점 간 비교가 쉽다는 장점
○ Superlative index MFP는 추정에 따른 변수와 투입요소의 파라미터
값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
- 총생산량과 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Superlative index MFP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됨.
- MFP_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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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기준)

또는

    
         
 (생산량 기준)

-  : 부가가치,  : 노동투입,  : 자본,  : 중간재이며, 상기 각 변수의
물결 표시는 산업별ㆍ연도별 평균을 로그 차분한 값을 의미
-  ,  ,  각각 CRS 생산함수의 노동, 자본, 중간재 파라미터이며 동
일한 국가와 산업 내 기업들의 평균값을 이용함.
- MFP_GR
    ∆  ∆     ∆ (부가가치 기준)

또는
∆   ∆   ∆         ∆ (생산량 기준)

-  : 부가가치,  : 노동투입,  : 자본,  : 중간재이며, 상기 각 변수의
△는 로그 성장률을 의미
-  ,  ,  각각 CRS 생산함수의 노동, 자본, 중간재 파라미터이며 기
업 단위에서 두 기간의 평균값을 이용
○ MultiProd에서는 추가적으로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투입요소의 파라
미터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MFP 또한 고려
- OLS, 고정효과모형, 그리고 Wooldridge(2009) 방법론을 이용한 투입
요소의 파라미터 추정 후 MFP 계산 제공
- 구체적인 내용은 OECD(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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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ultiProd 프로젝트 주요 결과9)
○ MultiProd는 앞서 언급된 노동생산성과 MFP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
산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슈에 관한 분석 시도

<표 2-2> MultiProd에서 고려되는 정책 이슈
Q1

기업 간 생산성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는가? 확대되는 이유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 때문인가, 낮은 기업 때문인가?

Q2

생산성의 변화와 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Q3

어떠한 기업들이 생산성이 둔화되는 기업인가? 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Q4

기업 규모, 생산성 그리고 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Q5

해당 경제의 생산성에 따른 자원분배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Q6

해당 경제 내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료: Giuseppe Berlingieri의 산업연구원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MultiProd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음.
○ 다음의 기초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외에도 MultiProd 결과의 국가별
비교 및 정책 변수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 중

9) 해당 내용은 OECD(2017)와 2019년 3월 20일 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된 OECD Giuseppe
Berlingieri 박사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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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MultiProd 분석 주요 결과
결과1

국가 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 생산성의 분포는 차이를 보임

결과2

평균적으로 비금융 서비스업 내 기업 간 생산성 분산이 제조업과 비교하여 큰 것
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제조업의 상위 10%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하위 10% 기업과 비교하
여 6배 큰 것으로 관찰됨
- 평균적으로 비금융 서비스업의 상위 10%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하위 10% 기업
과 비교하여 8배 큰 것으로 관찰됨

결과3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의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결과4

생산성 격차 확대와 함께 기업 간 임금 격차의 확대에 따른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
- 산업 내 임금 격차 확대
- 특히 동 산업 내 하위 10% 이상 ~ 50% 이하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상위 10% 이하 ~ 50% 이상과 비교하여 더욱 확대

결과5

생산성-기업 규모-임금의 연계성이 제조업에서 유지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성-기업 규모, 그리고 임금-기업 규모의 관계는 관찰되지 않음

결과6

신생기업이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음

자료: Giuseppe Berlingieri의 산업연구원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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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단위 미시데이터 통계 현황

○ 본 장에서는 MultiProd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기본 요건을 소개하
고, 이를 만족하는 활용 가능한 국내기업 단위 미시데이터 통계 현황
과 그에 대한 제언을 제공

1. MultiProd 구축을 위한 데이터 요건10)
○ MultiProd 분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래의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 필요
① 데이터는 개별 기업의 다년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고유의
ID를 통하여 각 기업의 정보 추적이 가능해야 함.
- 서베이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생멸에 따른 ID의 재사용
10) OECD(2017), p.11, p.1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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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MultiProd 구축을 위한 데이터 요건
변수명

비고

1

기업 ID

2

연도

3

산업 코드

4

창립 연도

5

고용 수

- 상용근로자 수와 비상용근로자 수 구분 필요
- 시간이 아닌 고용자 수로 표현됨

6

노동비용

연금 등이 포함된 총임금 선호

7

총생산량

총매출액으로 대체 가능

8

부가가치

9

연도별 투자

- 국제산업분류 기준 3 또는 4 digit 레벨

- 모든 종류의 자산에 대한 투자
- 장부가치의 자본스톡 대체 가능

자료: OECD(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등이 없어야 함.
② 산업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 분
야를 포함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최소 2 digit 수준에서의 산업정보가 필요
③ 데이터가 포함해야 할 최소한의 변수들을 포함해야 함.
-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는 <표 3-1>에 제공

2. 국내기업 단위 미시데이터 개요 및 특성
○ 국내기업 단위 미시데이터를 소개하고 해당 특성을 검토하여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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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함.
- 국내기업 단위 미시데이터 중 MultiProd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는 법
인 단위 조사인 ｢기업활동조사｣와 사업체 단위 조사인 ｢전국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이 고려됨.

(1) 국내기업 단위 미시데이터 요건
□ ｢기업활동조사｣
○ ｢기업활동조사｣는 기업활동의 다각화, 국제화, 연구개발, 정보화 등
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산업구조 변화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에 관한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11)
- (조사단위) 기업체
-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 원 이상 기업
- (조사방법) 임시조사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목적, 조사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
- (조사항목) 기업체명, 소재지, 자본금,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 수 관
련, 자산ㆍ부채 및 자본 관련, 사업내용 관련, 관계회사(자회사, 관련
회사, 모회사) 관련, 기업 간 거래 및 해외 거래 관련, 기술 소유 및 사
용관련, 기업의 경영 방향 등

11) http://www.nso.go.kr/bs/fb5___0000/fb5a__0000/fb5a__0000.html(접속일: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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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업체조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12)
- (조사단위) 사업체
-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
제 및 기타 외국 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약 330만 개)
- (조사방법) 읍ㆍ면ㆍ동직원과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 광업ㆍ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13)
- (조사단위) 사업체
-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 광업」, 「C. 제
조업」 10인 이상 사업체(약 7만 5,000개)
- (조사방법) 지방청과 지자체를 통한 조사원을 활용한 조사 및 일부 정
보 국세청 법인세 자료 활용

12) http://www.nso.go.kr/eb/eb4___0000/eb4___0000.html(접속일: 2019년 9월 20일)
13)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9(접속일: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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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조사｣
○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관련 분야의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14)
- (조사단위) 사업체
- (조사대상) 약 20만 2,000개 사업체 표본 추출
- (조사방법) 지방청과 지자체를 통한 조사원을 활용한 조사 및 행정자
료 활용

(2) 국내 미시데이터와 MultiProd 요건 검토
○ OECD에서 제공하는 MultiProd 데이터 요건표를 바탕으로 ｢기업활
동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의
특성을 정리
- OECD에서 MultiProd 수행 데이터 결정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제공하
는 데이터 요건 검토표를 제공하여, 해당국의 전문가에게 응답 요청
- 해당 응답을 바탕으로 MultiProd에 활용될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선택
- 해당 요건표 응답을 통한 검토 결과는 <부록>에 첨부함.
- 검토표 내 연구자가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공
란으로 남김.15)

14)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9(접속일: 2019년 9월 20일)
15) 해당 표는 OECD 측에 최종 제공된 표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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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ultiProd 프로젝트를 위한 국내 미시데이터 제언
○ 국내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고려할 때, MultiProd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데이터는 ｢기업활동조사｣로 판단됨.
- MultiProd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성 추정과 관련된 변수를 모두 제공
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성 분석 시 고려할 수 있는 기업 특성(예: 기업
의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됨.
- 반면 50인 이상과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조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표본만을 제공한다는 한계
- 기업의 퇴출 여부와 데이터에서의 표본 제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
아 기업의 퇴출과 관련된 동학을 명확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
○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한 보완 가능성
- 해당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 구축이 어려움.
- 또한 해당 사업체 단위의 조사 경우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특히 MFP)
를 추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계 존재16)
- 그러나 OECD 측에서 사업체 단위의 분석을 기본적으로 추천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해당 데이터 또한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

16) <부록>의 변수 관련 요건에 관한 응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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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rod를 활용한 국내 비즈니스
동학과 생산성 분석

○ 본 장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MultiProd 코드를 활용하여 국내기
업 단위 미시데이터인 ｢기업활동조사｣에 적용한 주요 결과 논의

1. ｢기업활동조사｣의 기초 통계량
○ ｢기업활동조사｣ 2006~2017년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의 기초 통
계량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17)
○ 분석대상의 연도별 기업 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분석대상 기업 수는 연평균 1만 1,279개
17) ｢기업활동조사｣는 2008년 이후 일부 항목 설문에서 행정자료로 대체되어 2006~2007년
자료와의 불연속 문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국가 및 시계열 비교에 있어 해당 사항
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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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도별 기업 수(전 산업)
빈도

비중

비중(누적)

2006

10,686

7.68

7.68

2007

10,653

7.65

15.33

2008

10,837

7.79

23.12

2009

10,795

7.76

30.88

2010

10,948

7.87

38.74

2011

11,633

8.36

47.10

2012

11,917

8.56

55.67

2013

12,141

8.72

64.39

2014

12,327

8.86

73.25

2015

12,371

8.89

82.14

2016

12,368

8.89

91.02

2017

12,493

8.98

100.00

Total

139,169

100.00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4-1> 참조
○ 분석에 사용된 기업 대다수는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에 속함.
-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 수는 연평균 1만 146개로 전
체 기업의 87.4% 차지
- <표 4-2>에 따르면, 제조업의 기업 수는 매년 5,500~6,000여 개 내외
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 다음으로 비금융 서비스업이 매년 3,400~4,900여 개 수준으로 많은
수를 차지함.
- 그러므로 이하 주요 결과 또한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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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산업별 기업 수
NonAgriculture, Mining
Electricity,
ManuConstruc- Financial
and
Forestry
gas, water,
facturing
tion
Market
and Fishing quarrying
and waste
Services

NonMarket
Services

2006

23

14

6,027

95

645

3,430

224

2007

23

12

5,888

106

632

3,517

228

2008

21

11

5,799

108

644

3,738

227

2009

22

13

5,516

107

671

3,870

295

2010

20

11

5,310

110

671

4,141

330

2011

18

13

5,756

126

606

4,468

353

2012

18

10

6,100

132

585

4,404

343

2013

19

14

6,017

152

576

4,608

407

2014

23

11

5,918

178

553

4,872

461

2015

22

11

5,795

188

530

4,980

491

2016

24

9

5,963

183

546

4,782

484

2017

24

11

6,050

186

549

4,805

480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 OECD STAN A21 산업분류 기준.

2.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의 생산성 추정 결과
○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의 생산성 추정을 통하여 최근 국내 해당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
- 분석을 위해서 3장에서 논의한 부가가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LP_
VA)과 MFP_SW를 고려함.
- ｢기업활동조사｣는 고용 50인 이상과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소매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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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50인 미만의 기업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생산성 분포에 대
한 직접적인 비교에 주의 필요
○ 노동생산성에 따르면 제조업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증가하던 제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격차는 최근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3>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의 평균값은 2006년 12.5에서 2017년
12.8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의 중간값 또한 2006년 12.5에서 2017년 12.8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 log(LP_VA): 제조업
평균

p50

sd

2006

12.50814

12.47482

.7840503

2007

12.58586

12.54934

.7786009

2008

12.69397

12.65667

.7994148

2009

12.64798

12.60892

.8113359

2010

12.76468

12.73262

.819801

2011

12.7812

12.75251

.8140159

2012

12.77621

12.74017

.8054989

2013

12.78031

12.73238

.8027648

2014

12.81222

12.7674

.7948231

2015

12.79235

12.75523

.8024938

2016

12.7704

12.72523

.7914185

2017

12.82181

12.77012

.7873966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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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노동생산성의 표준편차는 201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비금융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증가하였던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격차는 최근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4>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의 평균값은 2006년 11.8에서 2017년
12.2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의 중간값 또한 2006년 11.7에서 2017년 12.1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 log(LP_VA): 비금융 서비스업
평균

p50

sd

2006

11.85598

11.75106

1.277565

2007

11.86745

11.73871

1.291836

2008

11.85396

11.73435

1.329148

2009

11.87492

11.73924

1.312821

2010

12.06593

11.90191

1.440794

2011

12.07993

11.91944

1.400409

2012

12.12971

11.96968

1.416305

2013

12.15114

11.99831

1.3987

2014

12.16742

12.04401

1.40583

2015

12.17365

12.05511

1.427162

2016

12.21249

12.09571

1.370606

2017

12.23085

12.11142

1.367571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4 비즈니스 동학(Dynamics)과 생산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반면 노동생산성의 표준편차는 201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
동안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부문의 MFP는 노동생산성과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나, 기업들의 생산성 격차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5>에 따르면 MFP의 평균값은 2006년 1.8에서 2017년 2.0으로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MFP의 중간값 또한 2006년 1.9에서 2017년 2.1로 약 23%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 MFP의 표준편차는 201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
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4-5> log(MFP_SW): 제조업
평균

p50

sd

2006

1.823568

1.888416

.6760899

2007

1.864847

1.928045

.6808934

2008

1.823207

1.922382

.6989356

2009

1.839869

1.924125

.7080217

2010

1.863922

1.97771

.7077401

2011

1.864756

1.990669

.7302077

2012

1.870645

1.998784

.7277539

2013

1.899985

2.026149

.7397732

2014

1.937913

2.062637

.7423766

2015

1.975566

2.097725

.7596103

2016

1.978296

2.104947

.754422

2017

1.982895

2.115013

.7639338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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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 서비스업 부문의 MFP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추정
된 생산성의 격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6>에 따르면 MFP의 평균값은 2006년 2.2에서 2017년 2.7로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MFP의 중간값 또한 2006년 2.6에서 2017년 3.2로 약 23%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 MFP의 표준편차는 201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
조업 내 기업들과 같이 비금융 서비스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격차 또
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4-6> log(MFP_SW): 비금융 서비스업
평균

p50

sd

2006

2.220897

2.584829

2.295919

2007

2.223913

2.595839

2.394447

2008

2.318343

2.652171

2.302521

2009

2.35515

2.637668

2.286494

2010

2.557965

2.902766

2.34761

2011

2.543126

2.889458

2.332653

2012

2.617088

2.939041

2.360394

2013

2.606346

2.994225

2.43269

2014

2.577105

3.016729

2.541171

2015

2.51564

2.990036

2.664627

2016

2.682379

3.125069

2.650805

2017

2.700232

3.191331

2.716014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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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분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
의 비중 감소가 관찰
- <그림 4-1>은 제조업의 log(LP_VA) 분포를 보이는데, 해당 분포가 매
년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는 점에서 앞의 표와 같이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2006년과 2011년은 분포의 좌측 꼬리가 긴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생
산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
- 반면 2015년의 분포는 좌측 꼬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생산
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기업의 비중 감소를 의미
○ 비금융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분포에 따르면, 최근 생산성의 양극단
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2>는 비금융 서비스업의 log(LP_VA) 분포를 보여주는데,
2011년에 비하여 2015년의 분포가 좌우의 꼬리가 더욱 긴 분포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1년에 비하여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기업들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의미
○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의 MFP 생산성에서도 시간에 따라 생산성
의 분포가 확대되고 있음이 관찰됨.
- <그림 4-3>과 <그림 4-4>는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의 MFP로 추정
된 생산성을 보여주는데, 두 산업 모두 분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의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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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도별 생산성(logLP_VA) 분포: 제조업
Density of LogLP_VA for year = 2006 and ind_a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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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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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도별 생산성(logLP_VA) 분포: 비금융 서비스업
Density of LogLP_VA for year = 2006 and ind_a7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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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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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도별 생산성(MFP_SW) 분포: 제조업
Density of LogMFP_SW for year = 2006 and ind_a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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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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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도별 생산성(MFP_SW) 분포: 비금융 서비스업
Density of LogMFP_SW for year = 2006 and ind_a7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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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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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의 생산성 분산
(1) 기업 분위별 생산성 증가
○ 앞서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업의 생산성 분포에서도 관찰되듯이 해
당 산업 내 개별 기업의 생산성에 큰 차이가 존재
○ 이에 따라 산업 내 생산성의 차이와 그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
○ 먼저 상위 10% 기업(p90)과 하위 10% 기업(p10)의 노동생산성 격차
와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해당 분위별 1인당 부가
가치의 차이를 계산





 
log   log    log  
 

○ 제조업의 경우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201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남.
- <표 4-7>에 따르면 제조업의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의 노동생산
성 격차는 점차 증가하여 2008~2011년 기간의 경우 2.0을 초과
- 2012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2017년 기간의 경우 약 1.95까지
감소
○ 비금융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제조업과 유사하게 2011년까지 격차가 벌어지다가 2013년 이
후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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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연도별 생산성 변화 및 분포: 제조업
LogLP_VA_p10

LogLP_VA_p90

LogLP_VA_ratio

2006

11.5706

13.47818

1.907581

2007

11.64192

13.58485

1.942926

2008

11.72156

13.72233

2.000772

2009

11.65409

13.69649

2.042399

2010

11.78085

13.80045

2.019605

2011

11.78137

13.82562

2.04425

2012

11.81714

13.78987

1.972729

2013

11.81968

13.79999

1.980309

2014

11.86238

13.84298

1.980604

2015

11.83591

13.82355

1.987642

2016

11.83118

13.78117

1.949984

2017

11.87936

13.83339

1.954035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8> 연도별 노동생산성 변화 및 분포: 비금융 서비스업
LogLP_VA_p10

LogLP_VA_p90

LogLP_VA_ratio

2006

10.17286

13.52692

3.354059

2007

10.11872

13.59814

3.479421

2008

10.05564

13.62053

3.564885

2009

10.11483

13.62372

3.508888

2010

10.21298

13.94757

3.734584

2011

10.21659

13.892

3.675415

2012

10.24562

13.96932

3.723697

2013

10.28757

13.9722

3.684634

2014

10.32721

14.00788

3.680675

2015

10.34798

14.04064

3.692668

2016

10.42138

13.99001

3.568629

2017

10.47451

14.02175

3.547235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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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에 따르면 비금융 서비스업의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의
생산성 격차는 3.3~3.7로 제조업의 1.9~2.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이후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의 생산성 격차는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에는 3.5 수준으로 감소
○ 노동생산성 상위 10% 기업(p90), 중위 기업(p50) 그리고 하위 10%의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누적성장률을 계산


누적성장률 =



  

log   log    

○ 제조업의 중위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정체
되어 있고, 상위 10% 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관
찰됨.
- <그림 4-5>에 따르면 기업의 누적성장률은 상위 10% 기업이 지속해
서 높게 나타남.
- 반면, 2013년 이후 중위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누적성장률은 거의
차이가 없음.
○ 비금융 서비스업의 경우 상위 10% 기업의 생산성의 차이 외에도 중
위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생산성 성장에도 차이가 관찰됨.
- <그림 4-6>에 따르면, 기업의 누적성장률은 상위 10% 기업이 지속해
서 높게 나타남.
- 반면, 제조업과 달리 중위 기업과 하위 10% 기업과의 누적성장률에
서도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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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분위별 노동생산성 변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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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6> 분위별 노동생산성 변화: 비금융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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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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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0% 기업(p90)과 하위 10% 기업(p10)의 MFP 생산성 격차와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해당 분위별 차이를 추정18)






log   log    log 


○ 제조업의 경우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MFP 생산성 격차
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9>에 따르면 제조업의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MFP
생산성 격차는 지속해서 증가

<표 4-9> 연도별 MFP 생산성 변화 및 분포: 제조업
LogMFP_SW_p10

LogMFP_SW_p90

LogMFP_SW_ratio

2006

.8732914

2.632928

1.759637

2007

.8949885

2.681401

1.786412

2008

.8110306

2.623606

1.812576

2009

.8253568

2.655636

1.830279

2010

.8431672

2.667452

1.824285

2011

.8045219

2.683757

1.879235

2012

.8181058

2.687425

1.869319

2013

.8329259

2.719773

1.886847

2014

.8646939

2.775675

1.910981

2015

.887375

2.839616

1.952241

2016

.8952095

2.832496

1.937286

2017

.8912383

2.847963

1.956725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8) Multifactor producitivy를 측정하기 위해서 Solow-residual MFP_SW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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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 서비스업의 경우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MFP 생
산성 격차는 20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이후 감소하는 추세
- <표 4-10>에 따르면 제조업의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MFP 생산성 격차는 2013년 2.9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7년 2.7 수
준으로 감소

<표 4-10> 연도별 MFP 생산성 변화 및 분포: 비금융 서비스업
LogMFP_SW_p10

LogMFP_SW_p90

LogMFP_SW_ratio

2006

1.149718

3.898496

2.748777

2007

1.132618

3.981405

2.848787

2008

1.170858

3.983724

2.812866

2009

1.240297

4.027279

2.786982

2010

1.430044

4.312232

2.882188

2011

1.447625

4.293507

2.845882

2012

1.486307

4.377652

2.891345

2013

1.502406

4.41623

2.913824

2014

1.514113

4.37319

2.859076

2015

1.517821

4.323929

2.806108

2016

1.75947

4.397603

2.638133

2017

1.783968

4.464362

2.680395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MFP 생산성 상위 10% 기업(p90), 중위 기업(p50), 그리고 하위 10%
기업의 생산성 성장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누적성장률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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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성장률 =



  

log  log   

○ 제조업의 상위 10% 기업과 중위 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반면, 하
위 10% 기업의 성장은 정체
- <그림 4-7>에 따르면 중위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위 10% 기업의 누적성장률 역시 지속해서 상승
- 반면, 하위 10% 기업의 누적성장률은 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됨.

<그림 4-7> 분위별 MFP 생산성 변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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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비금융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 격차가 작게 추정됨.
- <그림 4-8>에 따르면 비금융 서비스업의 경우 상위 10%, 중위, 하위
10% 기업 간의 누적성장률의 차이가 제조업과 비교하여 작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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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분위별 MFP 생산성 변화: 비금융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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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기업 부가가치 규모별 생산성 증가
○ 기업 부가가치 규모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은 OP gap을 계산

    log   
     
   

- OP gap은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과 VA(부가가치)의 공분산을 평균
부가가치로 나눈 값
- OP gap이 클수록 부가가치가 큰 기업의 생산성이 커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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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큰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추세는 최근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9>에 따르면, OP gap은 2015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
- 이는 부가가치가 큰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추세가 약해짐을 시사

<그림 4-9> 연도별 노동생산성 OP gap 변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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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비금융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큰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낮아지
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더욱 강하게 관찰됨.
- <그림 4-10>에 따르면, 비금융 서비스업의 OP gap은 제조업과 반대
인 음(-)의 값을 보이며, 이는 부가가치가 큰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낮
아짐을 의미
- OP gap은 음의 값으로 지속해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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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연도별 노동생산성 OP gap 변화: 비금융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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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음으로 기업 부가가치 규모에 따른 MFP 생산성 증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지표인 log(MFP_W)와 VA(부가가치)의 공분산을 이용하
여 rescaled OP gap을 계산

    log   
     
   

○ 제조업의 MFP로 측정한 생산성의 경우 부가가치가 큰 기업일수록 생
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11>에 따르면 제조업의 OP gap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MFP로 측정한 생산성의 경우 부가가치가 큰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이러한 정도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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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금융 서비스업에서 Op gap은 양의 값을 가지나,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1> 연도별 MFP 생산성 OP gap 변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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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2> 연도별 MFP 생산성 OP gap 변화: 비금융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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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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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별 생산성 변화의 분해
○ 산업별 연간 성장률의 기여를 관측하기 위하여 기존 기업, 신규 기업,
그리고 퇴출 기업의 요소로 분해
- Melitz and Polanec(2015)에 따라 특정 산업의 연간 생산성 변화
(△pt)는 다음과 같이 4개 요소로 분해 가능


        +  ∈         +
  = 
  ∈   



           
 ∈









 

 



      

- 우변 식의 첫 번째 부분은 기존 기업의 평균 성장률을 의미
- 우변 식의 두 번째 부분은 기존 기업의 생산성과 해당 산업 내 부가가
치로 측정된 비중의 분산 변화 의미
- 이는 실제 부가가치로 측정된 해당 산업 내 비중과 생산성의 관계, 즉
큰 기업과 생산성 수준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측정
- 우변 식의 세 번째 부분은 신규 진입 기업과 기존 기업의 생산성 차이
를 의미
- 우변 식의 마지막 부분은 퇴출 기업과 기존 기업의 생산성 차이를 의미
- <표 4-11>은 연도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의 부분별 분해 값을
보여줌.
○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에 따른 요인 분석에서는 다음의 특징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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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노동생산성 동학 분해: 제조업

      

  ∈   

∆∈       

2007 .1015539

.0514717

.0362684

-.0003755

.0141893

2008

.0721388

.0100946

-.0046216

.0195962

2009 -.0222979

-.0648098

.0318675

.0006457

.0099988

2010 .1057453

.0991755

-.002033

-.0011946

.0097975

2011 .0289211

.0108747

.0090395

-.0006926

.0096995

2012 -.0032921

-.022049

-.003812

.0161877

.0063812

2013 .0144596

-.0087347

.0138376

-.0023952

.0117519

2014 .0248213

.0196152

-.0033252

-.0006645

.0091958

2015 -.0124702

-.0307827

.0120977

-.0009396

.0071544

2016 -.0333977

-.0349073

-.0131121

0

.0146217

2017 .0221815

.0440006

-.0272354

-.0001258

.0055421

∆ 

.097208



    
 ∈



   



   
 ∈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는 주로 기존 기업의 생산성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변화의 기여
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생산성이 감소한 2009년, 2012년 등의 시기에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
산성 감소의 완화가 관찰됨.
- 최근 국내 제조업 내 기업의 신규 진입에 따른 생산성 효과는 생산성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는 신규 진입 기업의 생산성이 기
존 기업에 비하여 낮은 것을 의미함.
- 반면, 퇴출 기업의 생산성은 주로 기존 기업의 생산성보다 낮은 수준
으로, 퇴출 기업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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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방법으로 비금융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따른 요인 분
석에서는 아래의 특징이 관찰됨.
- <표 4-12>에 따르면, 비금융 서비스업 생산성 변화 또한 주로 기존 기
업의 생산성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진입과 퇴
출에 따른 생산성 변화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비금융 서비스업 기업의 신규 진입과 퇴출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나며, 이는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퇴출 기
업은 낮음을 의미함.
- 가장 최근인 2017년 비금융 서비스업의 신규 진입 및 퇴출에 따른 생
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감소하거나 혹은 반대로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됨.

<표 4-12> 노동생산성 동학 분해: 비금융 서비스업
∆


        ∆
  

∈     
  ∈   



    
 ∈



  



   
 ∈

  


 


  

2007

-.006216

-.0074472

-.0060827

.001823

.0054909

2008

-.0296202

-.044425

-.0006972

-.0017112

.0172133

2009

-.0376101

.0017662

-.0469809

.0064979

.0011068

2010

.0433435

.1600971

-.1230727

.0013774

.0049417

2011

-.0062609

.0045099

-.0442567

.0175004

.0159854

2012

.006093

.0425081

-.037855

.0001495

.0012904

2013

.0411253

.0126991

.0166363

.0002639

.011526

2014

-.0220299

.0100231

-.0381284

.0007994

.005276

2015

-.0149937

-.0056725

-.0162948

.0004256

.0065481

2016

.0010376

.0094843

-.0319674

0

.0235207

2017

.0093365

.0138721

.0004443

0

-.00498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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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MFP 생산성 동학 분해: 제조업

      

  ∈   

∆∈      

2007 .0657693

.040136

.0241992

-.0002613

2008 -.0198678

-.0357621

.0087246

-.0021585

.0093281

2009 .0380228

.0165359

.0225421

.0013394

-.0023947

2010 .0582747

.0223085

.0411366

-.0017637

-.0034066

2011 .0102403

-.0013845

.014052

-.0012364

-.0011908

2012 .0380428

.0038139

.0322271

.007104

-.0051021

2013 .0313102

.0276827

.0089824

-.0046517

-.0007031

2014 .0323286

.0352303

-.0025259

-.0010986

.0007228

2015 .1068714

.0342075

.0707683

.0001023

.0017933

2016 .0188417

-.0000672

.0182454

0

.0006636

2017 -.0028491

.0029811

-.0057448

-.0000154

-.00007



∆ 

    
 ∈



  



   
 ∈


 

  


  

.0016953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4> MFP 생산성 동학 분해: 비금융 서비스업

       

  ∈   

∆∈       

2007 -.0543685

.0003216

-.0745688

.0009928

.0188858

2008 .136992

.0926316

.0446156

8.13e-07

-.0002561

2009 -.0725384

.040777

-.1896424

-.0002531

.0765802

2010 .1993282

.1807232

-.0209341

-.0001138

.0396529

2011 .0146873

-.079206

.0777328

-.0087635

.0249239

2012 .0488739

.0565748

-.0173802

-.0001208

.0098

2013 -.0465045

-.0445437

-.0068152

.0086182

-.0037638

2014 .0832562

-.0363338

.1150745

-.0004509

.0049665

∆ 



    
 ∈







 

   
 ∈

  



     

2015 -.195889

-.0995393

-.0980283

0

.0016785

2016 -.1752362

.114023

-.3070983

0

.0178391

2017 -.1154246

.0178709

-.0971183

0

-.0361773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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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P 생산성의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 특징을
관찰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13>, <표 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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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최근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MultiProd 프로젝트의 국
내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 기초연구를 위하여 OECD MultiProd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해당 프
로젝트를 위한 국내기업 단위 미시데이터를 검토하였으며, 실제
OECD가 제공하는 MultiProd를 적용하고 주요 결과를 제공
- 이를 통하여 향후 MultiProd 프로젝트 참여 및 기업 단위 미시데이터
를 활용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향후 MultiProd의 프로젝트에 관한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 특
성상 결론에서는 앞으로의 프로젝트 수행과 지속적인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
- 제4장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경우 국내 생산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보다 MultiProd를 통하여 수행 가능한 결과를 보이는 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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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구체적인 결과에 관한 해석 및 시사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
겨둠.

1. MutiProd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이슈
○ MultiProd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업 단위 데이터의 가용성
-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 단위 미시데이터 중 MultiProd에 적용 가능
한 데이터로 법인 단위 조사인 ｢기업활동조사｣와 사업체 단위 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이 고려됨.
- 상기 언급한 사업체 단위 조사의 경우 기업의 진입, 퇴출과 다사업장
기업에 대한 불완전 정보를 완화할 수 있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대표성 등을 보완 가능
○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부재의 한계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
였으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샘플 문제(주로 규모가 큰 기업)와 퇴
출 여부 등에 관한 정보 부재로 인한 한계 존재
- OECD 측은 사업체 단위의 분석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나, 국
내 사업체 단위의 미시데이터는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변수의
가용성에서 한계가 큼.
-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사업체 단위 및 소형 기업을 포함한 자료를 이
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비교를 위하여 사업체 단위의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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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통계청과의 협력 필요
-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계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하여 추가적인 변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필요
- 특히 다수 변수가 통계청 내부 웹사이트 및 터미널을 이용해야 한다
는 점에서 원데이터의 공유가 연구자 편의 및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
- 이 과정에서 기업데이터의 불완전성 또한 보완 필요19)
- OECD 측도 각국의 통계청과 연구자와의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 중이라는 점에서 OECD와 통계청과의 협조 고려 필요

2. 연구 주제 관련 이슈
○ 해당 기업 단위의 분석은 산업 단위에서 관찰할 수 없는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화된 정책제언이
가능
- OECD의 산업위원회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산업정책의 제언을 위하
여 해당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각국의 참여를 독려 중
○ 단, 개별 연구자가 특정 국가에 관한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 시 해
당 프로젝트 자체가 주는 장점은 크지 않음.
- 이미 다양한 생산성 추정방법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으며, 연구
19) 해당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기업활동조사｣에서 일부 샘플의 변숫값에서 다수의 이상치
가 발견되어 검토 및 제외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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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게 개별 연구자가 생산성과 추정방법을 선택하여 연구 수
행 가능
- 실제 국내 노동생산성과 MFP 생산성을 이용한 결과에서 반대되는 결
과가 관측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MultiProd가 제공하는 생산성 추정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 존재
○ 그러나 산업별 생산성 분석에 있어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MultiProd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연구 협력의 이득이
크다고 판단됨.
-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Hamonized) 데이터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젝트 속에서 기업 단위 분석을 시
도하는 경우 향후 국가 간 비교분석이 용이
○ 특히 OECD가 국가별 분석을 위하여 다른 국가의 Micro-aggregated
결과를 공유하고 각국의 연구자와 협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기업 단위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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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기업활동조사｣
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Annual Business Enquiry (ABI) / Production
Survey / Census / Others? Please, specify

ABI Survey Statistics
(on-site interview & internet survey),
Target - Corporate #13,000

Years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2006-2017

Data collection is annual? Yes / No

Yes

Yes / No
If yes, please describe changes that could
cause a break in the data series,
and report the relevant year
Classification followed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
(could be merging with ISIC)

Please list available sectors (1 digit ISIC 4)

All Industries (Target)

Firms classified at 4 digit level? Yes / No

Yes

If not, are firms classified at 3 digit level?
Yes / No

N/A

Plant (P) / Enterprise (E) / Group (G)
- Please, specify

Enterprise

Is it possible to identify plant/establishment
acquisitions and divestures?
Are non-employer businesses included?
Yes / No

Yes

If yes, please indicate if the threshold is
based on turnover, payroll or employment

Target population: Among the
corporations that are doing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as of the survey
reference date, those with at least
50 full-time employees and 300
million KRW or more capital stock.

If yes, please indicate the threshold value.
Please specify if different thresholds apply for
different variables (e.g. investment)

In the meantime, as for enterprises
in ‘Wholesale and Retail Trade’,
service industries and other service
industries, enterprises with capital
stock of 1 billion won or more are
included in the target population
even though they have 49 full-time
employees or les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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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Yes / No

No

If yes, please indicate if the threshold is
based on turnover, payroll or employment
If yes, please specify the threshold value.
Please specify if different thresholds apply for
different variables (e.g. investment)
Is employment imputed for some firms?
Yes / No (if yes please describe for which firms)
Which measures of employment are available?
Persons engaged (including working
proprietors, unpaid family workers etc.,
EMPN); employees (EMPE); both in two
separate variables; other measures
(please specify)

Persons engaged

What type of jobs/workers are excluded from
each of the available employment variables?
(e.g. temporary workers, part-time, other)

All mentioned included

If self-employment is accounted, please
provide an example on how it is recorded in
each of the relevant employment variables
For each available employment measure:
detail if available in Full time equivalents
(FTE), headcounts (HC), both (e.g. :
EMPN_FTE; EMPN_HC, EMPE_HC)

Headcounts

For each available employment measure:
detail if available as Yearly average (YA),
point in time (PT), both (e.g. : EMPN_YA;
EMPE_PT)

Point in time

Is any of the available employment measures
rounded? (e.g., 0.5 rounded to 1)

No

Are measures of workforce skills available (e.g.
proportion of graduates; proportion of white
collar workers, etc)? If yes, please specify

No (but distinguished by tasks)

Gender available? Yes / No

Yes

Is year of birth (or incorporation) available?
Yes / No.

Yes (but only with remotly)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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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If yes, is it available for all firms or is it left
censored (e.g. not available before a certain
year)? Yes / No. If no, please give details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if you can identify
bankruptcy, mergers & acquisitions, etc.
Is it possible to distinguish de novo
(economic) entry from de alio (M&A, changes
in legal entities, etc.) entry? Yes / No
Is a merge possible? (in order to have firm
age and information on demographics?
If these are already included in the survey,
it’s even better)
Does the firm get the same identifier when
sampled more than once? Yes / No
Being include in the sample is Compulsory (C)
vs Voluntary (V)

V

Yes / No

Yes

Please specify definition: e.g. total wage bill;
average wage; etc.

Total labor cost

If yes, is it also available split by skill
categories?

No

gross output (yes / no)

Yes

revenues (yes / no)

Yes

value added (yes / no)
total intermediates (yes / no)
material purchases (yes / no)

Partially material costs available

services purchases (yes / no)
Energy (yes / no)
Capital stock (yes / no)

Yes

How is capital stock measure constructed?
Capital services (yes / no)

No

How is the capital services measure
constructed?

N/A
(계속)

부록

69

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Is information on investment available?
Yes / No

Yes

If yes, please specify if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total expenditure in investment
or for separate items (e.g.land; building;
machinery; IT etc.)

Land, Building, Structure,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Is information on operating profits available?
(yes / no)

Yes

Did you do some corrections of
the production sample based on consistency
checks (strange movements, etc.)?

N/A

Do confidentiality rules allow you to report
percentiles? Or averages of two-three
percentiles?

N/A

Do you know whether a firm is part of
a group or not? Yes / No

Yes

Can you distinguish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groups? Yes / No

Partiall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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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체조사｣
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Census on Establishments

Annual Business Enquiry (ABI) / Production
Survey / Census / Others? Please, specify

Survey unit : establishments,
4.4 million establishment

Years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1994-2017

Data collection is annual? Yes / No

Yes

Yes / No
If yes, please describe changes that could cause
a break in the data series, and report
the relevant year
Classification followed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 (could be merging with ISIC)

Please list available sectors (1 digit ISIC 4)

All, but ※Exclud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businesses
(by individual owners), national
defense, housekeeping service,
international and foreign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Firms classified at 4 digit level? Yes / No

Yes

If not, are firms classified at 3 digit level?
Yes / No

N/A

Plant (P) / Enterprise (E) / Group (G)
- Please, specify

Establishment

Is it possible to identify plant/establishment
acquisitions and divestures?
Are non-employer businesses included?
Yes / No

Yes

If yes, please indicate if the threshold is based
on turnover, payroll or employment

Establishments with one or more
employees that are doing business
(or did business) in Korea as of the
survey reference date (Dec. 31)

If yes, please indicate the threshold value.
Please specify if different thresholds apply for
different variables (e.g. investment)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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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Census on Establishments

Yes / No

No

If yes, please indicate if the threshold is based
on turnover, payroll or employment
If yes, please specify the threshold value.
Please specify if different thresholds apply for
different variables (e.g. investment)
Is employment imputed for some firms?
Yes / No (if yes, please describe for which firms)
Which measures of employment are available?
Persons engaged (including working
proprietors, unpaid family workers etc., EMPN);
employees (EMPE); both in two separate
variables; other measures (please specify)

Working proprietors, unpaid
family workers, temporary
workers, regular workers

What type of jobs/workers are excluded from
each of the available employment variables?
(e.g. temporary workers, part-time, other)

All mentioned included

If self-employment is accounted, please
provide an example on how it is recorded in
each of the relevant employment variables
For each available employment measure: detail
if available in Full time equivalents (FTE),
headcounts (HC), both (e.g. : EMPN_FTE;
EMPN_HC, EMPE_HC)

Headcounts

For each available employment measure: detail
if available as Yearly average (YA), point in
time (PT), both (e.g. : EMPN_YA; EMPE_PT)

Point in time

Is any of the available employment measures
rounded? (e.g., 0.5 rounded to 1)

No

Are measures of workforce skills available (e.g.
proportion of graduates; proportion of white
collar workers, etc)? If yes, please specify

No

Gender available? Yes / No

Yes

Is year of birth (or incorporation) available?
Yes / No

Ye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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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Census on Establishments

If yes, is it available for all firms or is it left
censored (e.g. not available before a certain
year)? Yes / No. If no, please give details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if you can identify
bankruptcy, mergers & acquisitions, etc.
Is it possible to distinguish de novo (economic)
entry from de alio (M&A, changes in legal
entities, etc.) entry? Yes / No
Is a merge possible? (in order to have firm age
and information on demographics? If these are
already included in the survey, it’s even better)
Does the firm get the same identifier when
sampled more than once? Yes / No
Being include in the sample is Compulsory (C)
vs Voluntary (V)

V

Yes/No

No

Please specify definition: e.g. total wage bill;
average wage; etc.

No

If yes, is it also available split by skill
categories?

No

gross output (yes / no)

Yes

revenues (yes / no)

No

value added (yes / no)

No

total intermediates (yes / no)

No

material purchases (yes / no)

No

services purchases (yes / no)

No

Energy (yes / no)

No

Capital stock (yes / no)

No

How is capital stock measure constructed?

N/A

Capital services (yes / no)

No

How is the capital services measure
constructed?

N/A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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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Census on Establishments

Is information on investment available? Yes/No

No

If yes, please specify if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total expenditure in investment or for
separate items (e.g.land; building; machinery;
IT etc.)
Is information on operating profits available?
(yes/no)

No

Did you do some corrections of the production
sample based on consistency checks (strange
movements, etc.)?

N/A

Do confidentiality rules allow you to report
percentiles? Or averages of two-three
percentiles?

N/A

Do you know whether a firm is part of a group
or not? Yes / No

No

Can you distinguish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groups? Yes /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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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조사｣
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Annual Business Enquiry (ABI) / Production
Survey / Census / Others? Please, specify

ABI, total population 70,000

Years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1992-2017

Data collection is annual? Yes / No

Yes

Yes / No
If yes, please describe changes that could
cause a break in the data series, and report
the relevant year
Classification followed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 (could be merging with ISIC)

Please list available sectors (1 digit ISIC 4)

The category of 「B. Mining」 and
「C. Manufacturing」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Firms classified at 4 digit level? Yes / No

Yes

If not, are firms classified at 3 digit level?
Yes / No

N/A

Plant (P) / Enterprise (E) / Group (G)
- Please, specify

Establishment

Is it possible to identify plant/establishment
acquisitions and divestures?
Are non-employer businesses included?
Yes / No

Yes

If yes, please indicate if the threshold is based
on turnover, payroll or employment

Establishments with at least
10 employees

If yes, please indicate the threshold value.
Please specify if different thresholds apply for
different variables (e.g. investment)

No

Yes / No

No

If yes, please indicate if the threshold is based
on turnover, payroll or employment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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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If yes, please specify the threshold value
Please specify if different thresholds apply for
different variables (e.g. investment)
Is employment imputed for some firms?
Yes / No (if yes, please describe for which firms)
Which measures of employment are available?
Persons engaged (including working proprietors, Working proprietors, unpaid family
unpaid family workers etc., EMPN); employees
workers, temporary workers,
(EMPE); both in two separate variables;
regular workers
other measures (please specify)
What type of jobs/workers are excluded from
each of the available employment variables?
(e.g. temporary workers, part-time, other)

All mentioned included

If self-employment is accounted, please
provide an example on how it is recorded in
each of the relevant employment variables
For each available employment measure:
detail if available in Full time equivalents
(FTE), headcounts (HC), both
(e.g. : EMPN_FTE; EMPN_HC, EMPE_HC)

Headcounts

For each available employment measure:
detail if available as Yearly average (YA), point
in time (PT), both (e.g.: EMPN_YA; EMPE_PT)

Point in time

Is any of the available employment measures
rounded? (e.g., 0.5 rounded to 1)

No

Are measures of workforce skills available (e.g.
proportion of graduates; proportion of white
collar workers, etc)? If yes, please specify

No

Gender available? Yes / No

Yes

Is year of birth (or incorporation) available?
Yes / No

Yes

If yes, is it available for all firms or is it left
censored (e.g. not available before a certain
year)? Yes / No. If no, please give details
Yes / No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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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If yes, please specify if you can identify
bankruptcy, mergers & acquisitions, etc.
Is it possible to distinguish de novo
(economic) entry from de alio (M&A, changes
in legal entities, etc.) entry? Yes / No
Is a merge possible? (in order to have firm age
and information on demographics?
If these are already included in the survey,
it’s even better)
Does the firm get the same identifier when
sampled more than once? Yes / No
Being include in the sample is Compulsory (C)
vs Voluntary (V)

V

Yes/No

Yes

Please specify definition: e.g. total wage bill;
average wage; etc.

Total wage, retirement payment,
wefare benefits

If yes, is it also available split by skill categories?

No

gross output (yes / no)

Yes

revenues (yes / no)

Yes

value added (yes / no)

Yes

total intermediates (yes / no)

Yes

material purchases (yes / no)

Yes

services purchases (yes / no)

Yes

Energy (yes / no)

Yes

Capital stock (yes / no)

Yes

How is capital stock measure constructed?

capital and total capital

Capital services (yes / no)
How is the capital services measure
constructed?
Is information on investment available?
Yes/No

Tangible available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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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If yes, please specify if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total expenditure in investment or for
separate items (e.g.land; building; machinery;
IT etc.)

Land, Building, Structure,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Is information on operating profits available?
(yes/no)

No

Did you do some corrections of the
production sample based on consistency
checks (strange movements, etc.)?
Do confidentiality rules allow you to report
percentiles? Or averages of two-three
percentiles?
Do you know whether a firm is part of a group
or not? Yes / No

Yes

Can you distinguish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groups? Yes / No

No

78 비즈니스 동학(Dynamics)과 생산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서비스업조사｣
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Service Industry Survey

Annual Business Enquiry (ABI) / Production
Survey / Census / Others? Please, specify

ABI, total population 80,000

Years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2002-2017

Data collection is annual? Yes / No

Yes *excluding the Economic
Census years) (years ending 0 or 5)

Yes / No
If yes, please describe changes that could
cause a break in the data series,
and report the relevant year
Classification followed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
(could be merging with ISIC)

Please list available sectors (1 digit ISIC 4)

Sewer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and remediation
activities (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J), Real estate
activities and renting and leasing
(L),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N),
Education (P),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Q),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R),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S)

Firms classified at 4 digit level? Yes / No

Yes

If not, are firms classified at 3 digit level?
Yes / No

N/A

Plant (P) / Enterprise (E) / Group (G)
- Please, specify

Enterprise

Is it possible to identify plant/establishment
acquisitions and divestures?
Are non-employer businesses included?
Yes / No

No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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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Service Industry Survey

If yes, please indicate if the threshold is based
on turnover, payroll or employment

No

If yes, please indicate the threshold value.
Please specify if different thresholds apply for
different variables (e.g. investment)
Yes / No

No

If yes, please indicate if the threshold is based
on turnover, payroll or employment
If yes, please specify the threshold value.
Please specify if different thresholds apply for
different variables (e.g. investment)
Is employment imputed for some firms?
Yes / No (if yes, please describe for which firms)
Which measures of employment are available?
Persons engaged (including working
Working proprietors, unpaid family
proprietors, unpaid family workers etc., EMPN);
workers, temporary workers,
employees (EMPE); both in two separate
regular workers
variables; other measures (please specify)
What type of jobs/workers are excluded from
each of the available employment variables?
(e.g. temporary workers, part-time, other)

All mentioned included

If self-employment is accounted, please
provide an example on how it is recorded in
each of the relevant employment variables
For each available employment measure:
detail if available in Full time equivalents
(FTE), headcounts (HC), both (e.g. : EMPN_FTE;
EMPN_HC, EMPE_HC)

Headcounts

For each available employment measure:
detail if available as Yearly average (YA), point
in time (PT), both (e.g.: EMPN_YA; EMPE_PT)

Point in time

Is any of the available employment measures
rounded? (e.g., 0.5 rounded to 1)

No

Are measures of workforce skills available (e.g.
proportion of graduates; proportion of white
collar workers, etc)? If yes, please specify

seperated by tasks for some
industry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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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Service Industry Survey

Gender available? Yes / No

Yes

Is year of birth (or incorporation) available?
Yes / No.

No

If yes, is it available for all firms or is it left
censored (e.g. not available before a certain
year)? Yes / No. If no, please give details.
Yes / No
If yes, please specify if you can identify
bankruptcy, mergers & acquisitions, etc.
Is it possible to distinguish de novo
(economic) entry from de alio (M&A, changes
in legal entities, etc.) entry? Yes / No
Is a merge possible? (in order to have firm age
and information on demographics?
If these are already included in the survey,
it’s even better)
Does the firm get the same identifier when
sampled more than once? Yes / No
Being include in the sample is Compulsory (C)
vs Voluntary (V)

V

Yes / No

Yes

Please specify definition: e.g. total wage bill;
average wage; etc.

payroll costs, Total wage (web)

If yes, is it also available split by skill
categories?

No

gross output (yes / no)

Yes

revenues (yes / no)

Yes

value added (yes / no)

No

total intermediates (yes / no)
material purchases (yes / no)

Yes

services purchases (yes / no)

No

Energy (yes / no)

No

Capital stock (yes / no)

No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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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Service Industry Survey

How is capital stock measure constructed?
Capital services (yes / no)

No

How is the capital services measure
constructed?
Is information on investment available?
Yes/No

No

If yes, please specify if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total expenditure in investment or for
separate items (e.g.land; building;
machinery; IT etc.)

N/A

Is information on operating profits available?
(yes/no)

Yes

Did you do some corrections of the
production sample based on consistency
checks (strange movements, etc.)?
Do confidentiality rules allow you to report
percentiles? Or averages of two-three
percentiles?
Do you know whether a firm is part of a group
or not? Yes / No

N/A

Can you distinguish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groups? Yes /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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