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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황 및 시사점
⋢⋢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높
은 수준이며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보면 자영업자 가구보다 상용근로자 가구가 더 높고,
2010년 이래 자영업자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체율은 안정적임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고,
자영업자의 창업 및 폐업이 빈번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 부채문제 악화 등이 사
회 문제 시 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들의 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들이 모색되
어야 함

⋢⋢ 2013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72만명(22.8%), 무급가족종사자는 124만명
(5%)1)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2011년 OECD 국가의 자영업자2) 비율은 16.1%, 한국은 28.2%로 높은 수준에 속함
──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율 역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은 2010년 36.8%에서 2011년 28.2%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임
•• 동 기간 일본의 자영업자 비중은 16.6%에서 11.9%로 감소,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 수준임
•• 주요국 중 네덜란드만 2000년 11.2%에서 2011년 15%로 증가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율: 2000년 vs. 2011년

자료: OECD 재구성
1) 전년동월대비 각각 1.5%(9만명), 2.4%(3만명) 감소함. 2013년 4월 고용동향(통계청)을 참조
2)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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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5,525만원, 자영업자는 5,007만원으로 상용근로자가
더 높은데 이 가구소득을 소득 5분위로 나눠보면 소득 1분위~4분위에서는 상용근로자 가구가 더
높지만 5분위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더 높음3)

── 소득 1분위에서는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자영업자보다 상당히 높았지만 2분위~4분위는
유사한 수준이고, 5분위에서는 상용근로자가 9,577만원, 자영업자가 11,392만원으로 자영업자
의 소득수준이 더 높음

──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보면, 상용근로자가 4,725만원, 자영업자가 3,792원으로 전체적으로 상용
근로자가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소득분위 별로 큰 차이가 있음

⋢⋢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특징을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67.9%, 상용근로자 가구의 68.4%가 금융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비중은 비슷하지만,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가 8,744만원인데 비해 상용
근로자 가구의 평균부채는 5,487만원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가계의 재무건정성 지표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가구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146.1%로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상용근로자
는 83.7%임

⋢⋢ 2012년 말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52.6조원으로 이중 자영업자 기업대출이 173.5조원,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79.1조원4)으로 2010년 이래 자영업자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체율은 안정적인 수준임

── 2012년 말 자영업자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89%로 전년말 대비 0.09%P 증가했으나 전체 기업
대출의 연체율 1.18%,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1.27%보다는 낮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연체율 역시 기업대출과 유사한 추이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증감 및 연체율 추이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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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2.14)를 재구성

3)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를 참조
4)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에게 취급된 대출로 전체 가계대출의 약 17%를 차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31%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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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고, 자영
업자의 창업 및 폐업이 빈번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 부채문제 악화 등이 사회 문제 시 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

── 이외에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금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임
••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함
•• 최근 다국적 기업 및 개인의 조세회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등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교류가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세청 역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함

선임연구원 윤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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