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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정 애

(소득주도성장팀 팀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오늘 학계, 정부, 경제 및 사회 정책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

성장팀 정책 토론회인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개최하게 된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제 성장 방식은 기업소득을 중시하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제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불안해지는 등 내수 소

비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양태할 수 밖에 없는 전

통적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대안적 성격의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분배되어야 더 강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임에도 현실은 녹록치 않은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간사를 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 정책 분야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감정 노동자 보호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여 고용안정과 일‧생활의 양립, 실질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

한 여러 제도 개선과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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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식적인 것들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많은 노력과 상호 이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은 

이렇듯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증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확대를 이

루는 선순환 경제 창출에 방점을 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 

재벌 대기업에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 저소득층 가계까지 배분되는 데 

의의를 둔 성장 정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

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고견을 지니신 분들이 참석하신 만큼 심도 있

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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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영 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오늘「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평화상황실’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

년차를 맞아 사람중심 경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팀장으로 토론회 준비를 위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정애 의원님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팀의 의원님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고착화된 양극화 문제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등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기업․수출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이 같은 한

계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토대를 만들기 위한 성장전략의 세 축으로, 그 중에서 소득

주도성장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최근 고용동향의 악화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만, 이것을 마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3위, 

전체 노동자의 23.7%를 차지할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

재인 정부의 또 다른 경제축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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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한국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ETI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주거․교육․통신․의료비 등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포용적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현실에 비

추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 또

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열매가 사회 전체에 골

고루 분배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

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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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도입 초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하면서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2008

년 금융위기의 기억이 희미해지자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게다가 가구별 소득분배가 악화

되었다는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에 우호적인 진보성향의 학자들마저 

움츠러들 만큼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교과서에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원색적인 비판에

서부터 잘해야 단기부양책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계층이동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잖은 충고

에 이르기까지 비판의 스펙트럼은 실로 다양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시도하려고 했던 거대한 전

환은 실로 거대한 반격에 직면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약자에게 불리한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고 분배 과정에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

여 중간층 이하 국민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상호신뢰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이

상으로 삼는 정책적 담론이다. 수요보다 공급을 중시하고 분배의 문제를 부차시하는 주류경제학

의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이론적 시도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철학에서 비롯하지만, 여전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효율’

을 포기하지 않는다. 시장만이 효율적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 조

절을 통해 성장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효율적인 복지국가’로 가자는 경제철학을 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으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식화되기 시작하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대침체를 경험하면서 소득분배의 악화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대안적 성장론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의 발생과 그로 인한 대

침체는 케인스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케인스는  일반이론의 마지막 장인 ‘일반이론이 도출

하는 사회철학에 대한 제언’에서 불평등과 성장에 관하여 직관적인 언급을 많이 남겼다. “우리

가 살고 있는 경제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부와 소득

의 분배가 자의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점에 있다.” “나 자신으로서는 소득과 부의 상당한 불평등

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 같은 큰 

격차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현대적 상황에서 부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자의 절제에 의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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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며, 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제방

안은 자본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케인스적 사고에 기반을 둔만큼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의 형평성이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소

득주도성장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어떤 정책패키지를 내놓는가와 별개로 이 두 가지 관점은 여

전히 유효하다: 분배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분배의 악화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이론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이 부정되고 실증적으로 분배에서 성장으로 가는 

인과관계가 미약하게 나오더라도 분배를 중시하는 자세는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

랜 기간 동안 성장으로 분배를 해결하자는 패러다임이 지배하였고, 이는 결국 분배 문제를 외면

하고 부차시하는 경향을 낳고 말았다. 유독 고도성장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그 결과는 심각한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 그로인한 인구

의 감소는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우리가 겪게 될 인구의 감소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경제정책의 혹독한 대가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맹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성장

으로 분배를 해결하자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빠져 낙수효과와 선별복지의 논리로 돌아간다면 아

무것도 바꿀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이

다. 겨우 시행 1년이 경과한 지금, 이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1년 성과를 평가하고, 과연 앞으로도 유효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해보는 것이다. 물론 ‘성장’ 정책을 1년 만에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논의의 초점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며 또 외연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둔다. 

II. 최근의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2017년에 경제성장률이 3.1%로 나타났지만, 2016년 하반기까지도 성장률이 3%를 초과할 것

이라고 예측한 기관은 없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2% 중반 정도의 성장을 예상했다. 

주요기관의 2016년 하반기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

기획
재정부

한국은행 KDI
국회예산정

책처
산업

연구원
금융

연구원
OECD

2.6 2.8 2.7 2.7 2.5 2.5 2.6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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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과 노동이라는 투입요소 측면에서 볼 때, 한국경제는 자본심화에 따른 자본생산성 하락, 

생산가능인구 증가 둔화 및 감소에 의해 잠재성장률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

를 보여 왔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외생적 호재가 없었다면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2017년 하반기에 집행한 추경도 성장률을 다소 끌어올리는데 기

여했다. 따라서 2017년의 경기 회복세를 성장궤도의 상향 조정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단기 

예측지표로 유용한 재고변동을 볼 때, 2017년 4분기와 2018년 1분기에 연속으로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다른 요인에 변화가 없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서서히 둔화되는 국면으로 돌입한다면 2018년 이후의 성장률은 다시 원래의 추세를 따라 내

려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

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산업 및 고용구조 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의 회복세가 취업유발

계수가 낮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고용 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제

조업 고용이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은 성장률 개선에 상응할 정도의 성과를 나

타내지 못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도리어 고용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사실 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수출제조업 위주로 성장동력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 전 세계적 무역붕괴(trade collapse)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 경쟁력을 발휘하였다. 그

러나 그 장점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최근에는 제조업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2017년의 경기회복이 추세의 전환으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수출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고용 증가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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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가동률 추이

66

72

78

84

'13.4 '14.4 '15.4 '16.4 '17.4 '18.4

(%)

    자료: 한국은행

  다만, 최근의 경제지표 가운데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한 것은 민간소비이다. 지난 수년간 소

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2017년부터 본원소득증가

율, 가처분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1인당 소득증가율과 소비증가율

0

1

2

3

4

5

6

2013 2014 2015 2016 2017

본원소득증가율 순처분가능소득증가율

최종소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찾는다면 재정 부문이다.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 확장 노력

을 기울였으나 2016년부터 세수 호조 현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모

습을 보였다. 2017년 재정계획수립 당시 약 28조원(GDP 대비 1.7%)의 관리재정수지적자를 예

1) 엄 하게 말하면 소비증가 추세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려야 한다. 가계소비 통계에 포함된 
‘내국인의 해외소비’가 2015년경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매 증
가추세도 유의할 부분이다. 엄 하게 말하면, 최근의 가계소비 증가추세를 본격적인 내수회복 신호로 읽기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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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으나,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9.4% 증가하는 등 세수호조로 적자규모가 18.5조원(GDP 대

비 1.07%)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17년 재정계획수립 당시 2017년의 조세부담률 19.3%를 

예상하였지만 이미 20.0%로 높아졌고, 국가채무비율은 39.6%를 예상하였으나 38.2%로 하향 안

정화되었다. 새 정부가 지난 1년간 내수경기 회복에 초점을 두고 확장 기조를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상을 넘는 자연적 세수 증가에 의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까지 개

선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환기해야 할 점은 인구의 정체 및 감소와 자본축적의 고도화로 인하여 더 이상 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한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는 앞으로 저성장 추세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후소득의 불안과 분배의 악화

가 결합되어 한국경제는 만성적 수요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장기침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 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즉, 한국경제는 수요측면에서의 성장 방

어 전략이 불가피한 단계에 놓여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고 단기부양책을 지양한다는 교과서

적 명분에 집착하느라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다행히 2017년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2% 

이내로 유지되고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9.4%나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3%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재정확대 등 총수요 자극에 의한 성장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III. 새 정부 1주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평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세제개편을 시도했다. 소득재분배 개선 등을 위해 소득세 및 법

인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월세·소상공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 공평

과세를 추진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의 성격도 갖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과

표 3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였던 최고소득세율을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올렸고, 법인세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또한 기업소득의 환류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기업

의 이익을 현금성자산으로 남겨놓거나 토지를 매입하는데 쓰기보다 가급적 설비투자, 임금증가, 

고용확대, 정규직 비중확대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장치로서,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

한 것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었다. 최저

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 2018년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했고, 정부는 

그 보완대책으로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로드

맵(2017월 10월)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고,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방안(2018년 3월)을 마련

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등). 비정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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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정규직을 늘리기 위하여 공공부문부터 제도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각종 세제 지원을 통

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일·가정의 양립과 동시에 일자리 나무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

다.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

종을 축소하기로 했다.2) 이는 근로규칙 정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한 것

으로, 시행초기에는 부작용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모두가 적응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

다.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 새 정부가 도입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최근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항목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임금 인상의 귀결 역시 경제주체의 영향력, 대응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자수, 비적용 근로

자의 임금 등을 조정하거나 후생복리비 등 기타 경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규모 사업장

의 경우에는 근로자수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노동강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소규모 사업장은 인원 감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즉, 최저임금 상승분의 최종 귀착은 고용에 관여된 각 경제주체의 영향력과 근로시간 축소, 

노동효율 제고 등 각 주체별 대응에 달려 있다. 

  최근에 관찰된 경제 전반의 고용부진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인지, 고령화와 생산가능인

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내수경기가 다시 주춤하기 시작해서인지 분간하기 어

렵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음식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고 일부 음식 가격이 상

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 확산 등 프랜차이즈 증가 추세를 타고 늘

어났던 음식주점업의 고용은 이미 2016년 중반부터 프랜차이즈 시장의 포화, 중국인 관광객 급

감 등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고용이 감소하는 부문은 음식업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제조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감소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성급하다. 물론 최

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이 투입되어 고용감소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

국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정은 현재로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예산 반영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

서 추진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근로자 지위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고 전반적으로 정규직 비

중을 높여나가는 방향은 맞다.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부터 실천해 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산 증액이나 구체적 지침 없이 급하게 추진된 것은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

택을 받지만,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등 해당직무에 더 적합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어

2) 종전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26개 업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
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축소(2018.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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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게다가 급여와 안정성 면에서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취업

이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상대적 우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조금이나마 조정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국

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기업소득환류촉진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

온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호 아래 게임의 규칙을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 비정규직 차별, 저임금 과로, 하청업체 쥐어짜기, 프랜차이즈 갑질, 부당내부거래

와 재벌기업의 사익편취 등은 게임의 규칙을 갖추는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쌓인 문제들이

다.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은 줄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적어도 OECD 국가에 사는 국민이라면 기본적으

로 일·가정 병립이 가능해야 하고 풀타임 근무를 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시도한 정책들은, 사실 기본적인 규칙의 정비 차

원에서 등장한 것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부터 정비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낸 지난 1년간의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다지기 정도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다지기 성격의 정책이 저성장 추세를 막거나 둔화시키고, 한차

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것일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은 굳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지 않고도 일인당소득 3만 달러 사회라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IV.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1) 소득주도성장의 개념 정립

  우리에게 더 익숙한 개념인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포

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을 글자 그대로 좁게 정의하면 ‘소외계층이 경제활동에 적

극 참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포용적 성

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으나, 용어 자체는 Kakwani and 

Pernia(2000)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발전경제학의 관점에서, 빈자의 삶을 개

선하기 위해 낙수효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빈자를 적극 배려하는 성장(pro-poor growth)’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후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는 ‘경제성장, 빈곤 해

소, 불평등 축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아젠다’로 폭넓게 해석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되었지만, 그 개념의 모호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고 있다.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통해 이들이 빈곤선에서 탈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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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정책 패러다임 정도로 좁혀서 보면, 주류경제학의 중도 보수적 관점과도 통한다. 포용적 

성장 담론에서는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이동성의 확보, 경제활동에서의 공정성 보장 등 공급측

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3) 용어 때문인지 이제는 대중적으로도 익숙한 성장 패러다임으로 

정착했다.

  반면에 소득주도성장의 이면에는 보다 날카로운 학문적 배경이 있다. 소득과 부가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한계지출성향의 격차로 인해 경제 전체의 수요 기반이 취약해져 성장의 장애요인

이 된다는 케인스적 견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수요 측면을 중시했고 공급 측면

과 저축에 의한 성장을 중시한 고전적 사고를 평생 비판한 인물이다. 아마도 그에게는 포용적 

성장 또한 한가한 담론으로 들릴지 모른다. 경제의 공급 측면을 강화하여 성장을 이루자는 주장

이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고 했듯이 시행착오와 조정과정 등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케인스적 견해에 따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은 수요의 기반 확보라는 경로를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 장기적으로 포용

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의 길로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분배악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잘 치유되지 않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가는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장과 같이 수요측면

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경제 현실 비추어 소득주도성장론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

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불평등의 축소, 소득의 안정화를 통해 총수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서비스의 확대·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총수요를 유지·확대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요컨대 ‘분배의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전략’

인데, 여기서 ‘구조적’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단기 안정화정책의 범주를 넘어서는 제도의 장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예방을 위한 성장 방어 전

략으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있으므로 수요주도의 중기 성장(demand-led medium run growth) 

개념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2)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외연을 확장하여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집중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관련 

당사자 및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완급을 조절하되 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제도 마찬가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경

로를 점검하여 후속과제를 발굴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한다. 분배의 개선과 소득의 선순환 유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그 주요 내용이다.

3)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능력과 성과에 의한 보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에서, 소위‘경제민주화’도 포용적 성장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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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분수경로의 확장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분수경로 혹은 노동경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 확대,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들 수 있다.4)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불평등을 축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조가입률이 극히 저조

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가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임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

요한 수단이기도 하다.5) 금년(2018년)에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홍민기 2018), 내년과 후년에도 큰 폭의 인상이 반복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추가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크게 인상될 경

우, 영세소상공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간 축소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

이다. 무엇보다‘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 성패 여부가 마치 최저임금의 인상의 효과에 달려 있는 것처럼 

몰아 부치기도 한다. 진영을 나누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의 프레임에 갇히거나 가두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반구축 과정이지, 

그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앞서나가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실업보험 및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3박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주상영 

2018).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중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

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한시적 성격의 보조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반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두 해 더 하고나면 더 이상 지속기능하지 않게 된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실업보험은 특정 소득계층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기를 

위한 탐색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어야 일자리 매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업자에 대

해 적절한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은 선진국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경기가 나빠져 실업률이 올라가면 실업급여가 증가하므로 자동안정화 장치 기능을 한

다. 앞서 언급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취지에 잘 맞는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보다 실업보험이 경시되어야 이유는 없다. 2018년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지급기간을 3~8개월에

서 4~9개월로 1개월 연장하였으나, 급여대체율 60%는 유지하되 2개월 더 연장하여 4~11개월

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되, 마지막 2

개월은 6만원으로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강조하는 만큼 소

득의 안정화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실업보험제도를 관대하게 개편하면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

이 있으나, 이에 개의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소득의 안정, 경제 

4)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5) 주상영(2018)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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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자동안정화 기능의 작동이 실업률 수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기적 안목에

서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경기상황에 연동하

는 방법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청년실업이 큰 문제인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취업연수가 짧은 청

년들에게 실업보험제도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이므로, 청년을 겨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 특히 청년 및 중소기업 친화적인 실업보험제도가 중요하다. 현 실업보험제도는 50세 미만

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35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가산제를 도

입해 볼만하다. 특히 중소제조업에 재직한 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더 크게 부여함으로

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6)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장치로서 빈곤 축소, 소득안정화, 고용율 제고에 기여하

는 생산적 복지이므로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명목GDP성장률(+) 정도에 맞춰나가면서7) 근로장려세제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실업보험으로 중간층 이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그 

밖에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술혁신에 의해 시장이 만드는 일자리

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공공근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본’ 소득보다는 ‘참여’해서 얻

는 소득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현대거시경제

학이 가르치는 케인스주의 정책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거시경제학에서 증세는 경

기를 위축시키는 외생적 요인 정도로 취급된다. 그러나 증세를 통해 구조적으로 공공부문의 비

중을 확장하는 것은 성숙한 자본주의가 장기침체에 빠질 위험을 축소하고, 소득이 원활하게 순

환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만, 공공부문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는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기관 중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맞는 방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를 예전과 같은 속도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고 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비판적 시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급여체계를 연

공서열에서 ‘연공·직무 혼합급’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공공기관부터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원리를 적용한다는 솔선수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부문 기존 정규직 근

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추가로 의료/보건/교육/환경/안전 분야 중심으로 공공적 

6) 물론 더 적극적인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7) 사실 임금주도성장을 지지하는 포스트케인지언들도 대체로 이 정도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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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② 낙수경로 유도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

환을 주문했던 각종 담론들은 모두 낙수효과의 실종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찾기 힘든 분수효과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낙수효과의 실종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되며 분수효과뿐만 아니라 낙수효과를 유도하거

나 강제하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존에 강조되고 있는 ‘노동 경로’

뿐만 아니라 ‘금융 경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의 과다한 현금 보유가 여러 측면

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나 배당지급 등을 통해 현금이 기업 외부 또는 투자

자나 소액주주 등에게로 적절히 환류되면 경기 진작과 소비증대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

다. 기업 이익의 처분이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자사주매입의 문제를 좀 자세히 거론하고자 한다. 기업소득의 환

류와 관련하여 ‘자사주매입(stock repurchases)’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80

년대 이후 자사주매입의 규모가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자사주매입 

열풍이 일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자사주매입 성향은 아직 주요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사주의 매입과 처분이 점차 활성화 되어가는 실정이다.8) 일반적

으로 회사의 자사주(법률용어로는 자기주식) 매입은 배당과 함께 주주환원정책 일환으로 시행되

고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배당과 차별화된다. 즉, 자사주매입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배당에 비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의 크기는 임금소득, 배

당소득, 자본이득 순이다.9) 주주환원은 자사주매입보다는 배당의 형태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고, 그것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다. 

  공평 과세의 이슈도 제기될 수 있다. 배당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자사주매입에 의한 주가

상승 및 자본이득 실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낮은 세율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이 주주환원이라는 명목으로 배당 대신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매입 소각을 실시하는 경

우, 국가차원의 세수손실은 1~2조원에 달할 것이다. 만약 그 액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면 소

득주도성장에 기여한다. 

  한국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임원의 성과 보상, 경영권 

방어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임금증가 및 배당에 비해 환

8) 최근에는 ‘행동주의펀드’가 자사주매입 소각을 요구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9) Bhatia(1972), Poterba(1987), Baker et.al(200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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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과가 덜하더라도 약간의 소비증대 효과는 있지만, 소각되지 않은 자사주(treasury stock)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자사주매입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효과

가 있으며, 매입한 자사주를 우호주주에게 처분하면 경영권에 필요한 실효 지분율을 높일 수 있

다(자사주의 마법).

현행법 상 자사주 관련 규정은 ‘경제민주화’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사주의 처분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므로, 신주 발행이 주주총회 의결을 요

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사주 처분은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 수단으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작은 지분으로 

이사회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사주 처분은 일반 및 소액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사주매입 규모가 늘어나고, 또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목적으

로 빈번하게 활용된다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심화시켜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임금증가, 투자, 배당에 

쓰는 대신 자사주매입과 유보 항목에 더 많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배당은 비록 자본

소득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

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단, 배당

에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자사주매입을 억제하는 조치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스튜

어드십 코드 활용 등 압박과 권유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사실 새 정부는 기업소득의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했다. 소득

주도성장의 취지에 맞추어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을 높여 소비를 제고하는 동시에 투

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기업소득의 환류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계속 중

시될 필요가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발전 보완되어야 한다. 다만, 당기소득 3,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 이 있다. 그러나 이 세제는 세금을 더 걷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법

인 내부의 소득을 외부로 환류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면제 구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증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분수효과의 확대와 낙수효과의 복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기본 과제들이다. 만약 한국경제

가 자본축적이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인구도 적절히 증가하고 있다면, 언급한 정책만 정도만으

로도 성장, 고용, 분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구의 정체와 감

소에 의한 침체 문제는 이 정도의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케인스로 불리는 한센(Alvin Hansen)은 장기침체를 우려한 경제학자로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활동이야말로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민간의 수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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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정부 재정으로 보정해야 하며,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한센의 

재정정책 옹호론은 단지 경기조절 수단이 아니라 장기침체에 대응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요불가

결한 정책이다.10) 그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내우 심각하게 본 경제학자이다. 인구의 감소는 고령

화와 함께 진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소한 개인서비스 수요만 증가할 뿐이고 과감한 대규모 투

자 대신 자본을 절약하는 기법만 중시될 것이다. 기술혁신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독점

화된 경제조직에서 파격적인 기술이 도입되기 쉽지 않다. 인구감소와 함께 투자는 위축되고 사람

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저축을 늘린다.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만성적인 수요부족 사태가 고착될

지 모른다. 그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전체의 지출성향을 높게 유지해

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증세를 통한 공공투자와 정부소비가 핵심이다. 현재 임금주도성장론의 

주요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나란(Özlem Onaran)도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마찬가

지이다(Onaran 2014 참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을 제외하면 사실상 ‘분배개선 + 재정확대’정책이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수적이다. 인구 4~5천만 명이 넘는 주

요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수도권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11)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겨냥

한 종합적인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의 주요 도시가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

기관, 의료기관, 공공편의시설 등이 집된 고급형 도시로 육성되어야 하며, 농어촌의 환경도 

유럽의 농업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민생친화적인 공공투자로 일인당 

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지역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꾸준히 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과

정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④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이의 간극 메우기

  지금까지는 소득주도성장에 관련한 논의에 집중하였지만, 경제의 자원이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원활히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성장정책은 언제나 유효하다.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reallocation)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제나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전

수민·주상영(2018)은 산업별 자본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과 우려할 만한 징후를 발

견하고 있다. 자본생산성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의 자본생산성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서비스업의 자본생산성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

는 최근, 즉 2010년 이후의 하락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적어도 2010년까지는 추세적 하락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0) 어찌 보면 그는 케인스보다 더 급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감세를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자원이 공공부문에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1) 집값이 비싸고 출산율이 낮은 주요한 원인은 지나친 도시집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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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본생산성(Y/K) = 총부가가치(GVA) / 자본(K), 기간: 1993년~2015년

   * 총부가가치(GVA) = 요소비용국민소득(NI) + 고정자본소모

   * 자본(K, 평균) = 산업별 고정자산(건설자산+설비자산+지식재산생산물) + 산업별 재고자산 

   2) 제조업 11개(음식료품및담배,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인쇄및복제업, 석탄석유및화학제품,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 기기, 운송장비, 가구및기타제품)

   3) 서비스업 10개 산업 중에서 정보통신업, 공공행정및국방서비스업을 제외한 8개 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 

   스업, 보건및사회서비스업, 문화및기타서비스업)

자료 : 전수민·주상영(2018),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대차대조표」

광업 제조업2)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3)

산업별 자본생산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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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자료를 분석한 조덕성(2018)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하면

서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과

다한 자원이 배분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과소한 자원이 배분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이

후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기업은 기술수준은 높지만 자본을 과도하게 점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집단기업은 독립기업에 비해 낮은 퇴출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

산성이 낮은 대규모 집단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자원배분 효율성을 하락시키고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고환율/저임금 정책으로 수출이 급증했고 수출

제조업의 활기가 몇 년 더 지속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시 평가해 보면, 그것

은 결국 일시적인 가격경쟁력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전수민·주상영(2018)과 조덕상(2018)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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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적인 연구이지만 대략 2010~11년을 기점으로 생산성의 유의미한 하락을 목격하고, 그 

주요인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몇몇 첨단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근

본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조덕상(2018)의 결과는 

기업집단 내부의 그릇된 자원배분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자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자원의 재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상시적 기업 구조

조정 과정이 작동하여야 한다. 정부도 산업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단순히 기술을 중심으로 선

택적으로 집중 육성하던 종래의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여기서 새 정부가 경제의 공급측면을 자극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성장의 개념

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과정은 정

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창의성을 발휘

하면서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전략이다.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경제학자나 정책입

안자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자본이동에 제약이 없다. 그렇다면 생산성이 낮은 곳에

서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먼저 치유하지 않고 그저 혁신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혁

신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혁신성장이 중요한지 소득주도성장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은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다.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는 것이든 대체하는 것이든,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도 아닌 자본이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경화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성장이 더 중요한지 논쟁하기 전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

다. 흔히 우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본유연성

을 거론하지는 않는다. 암묵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화현상을 치유하는 것은, 소득주도인가 혁신주도인가보다 더 무거운 숙제로 남는다.  

     

V. 나가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소득환류 등으로 대표되는 지난 1년간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뜻에서 ‘소득주도1.0’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소득주도

2.0’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분배의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정책’이라는 관점에

서 바라보았다.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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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인구감

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업집단에 의한 한국 특유

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거나, 

민간이 알아서 잘하는 사업에 정부가 숟가락 얹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한다면, 성장담론을 둘

러싼 네 탓 공방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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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경제민주주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1. 경제민주주의

□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라는 개념은 독일의 웹(Webb) 부부가 1897년에 저술

한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함

 - 용어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웹 부부는 작업장 내에서의 노사공동결정에 초점을 맞추

었음

 -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 구속과 궁핍의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경

제활동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기본질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발현됨

 

□ 경제민주주의 개념의 기원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저작은 1928년에 

독일노동조합총연맹(ADGB)에서 출간한 『Wirtschaftsdemokratie: Ihr Wesen, Weg, und 

Ziel』임

 - ADGB의 연구소장인 프리츠 나프탈리(Fritz Naphtali)의 책임 하에 공동집필

 - 이 보고서는 경제민주주주의 개념을 다음 세 가지에 수준에서 논의

  o 작업장 수준에서의 민주적인 노사관계

  o 자본주의적 노동-자본 관계를 벗어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영체의 출현

  o 노동자들이 국가경제정책에 참여하는 민주적 공동경제 

 - 즉, 노동이 생산과정에서부터 산업의 조직, 국가경제정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참여’함으로

써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지를 담고 있음

□ 이분화 하는데 한계는 있겠으나, 독일에서 사민당은 경제민주주의 노선을, 중도우파정당인 

기민당은 ‘사회적 시장경제’ 노선을 따르고 있음

 -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소위 질서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뮐러, 아르막, 오이켄, 

뢰프케 등)이 제기한 개념으로,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강조하되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복

지정책과 거시경제안정화정책 등 정부의 개입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 시장경쟁과 보수적인 복지제도라는 두 축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민당은 노동조합

의 경영참여를 일정 수준에서 용인하는 노선을 택함으로써 사민당의 경제민주주의 의제를 

수용

 - 영미형과 구분되는 독일의 라인형 자본주의 체제는 사민당의 경제민주주의 노선과 기민당

의 사회적 시장경제 노선의 타협으로 정착된 것임(류동민·이명헌 2017 참조)   

 - 독일의 경제제도는 강력한 독점규제, 산별 노조와 산별 경영자 조직 간의 임금협상, 노사의 

공동결정제도를 특징으로 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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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중심의 산업민주주의 개념을 확산시킨 독일과 달리 미국에서는 1890년의 셔먼법 제정

을 필두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중시하였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

리를 강조함

 - 최근까지의 흐름을 볼 때, 미국의 경제민주화 과정은 노사공동결정 등 노동의 경영참여보다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의 권리,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고 보호하는데 초점이 주어지는 특징

을 보임 

 - 경제활동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중시

하기보다, 경쟁구조나 지배구조 등의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중점을 둠

 - 공정경쟁, 주주가치 극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강조

 - 단, 정부의 시장개입과 관련해서는 케인스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때로는 그 어느 국가보다

도 과감하게 통화·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 

 

□ 역사적으로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다양한 차원과 강도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그 본질은 

자본이 행사하는 독재적 권력을 견제하는 것임

 - 한국의 경우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독재를 종식시켰으나, 그 후 일정 수준의 정치 

민주화에 도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경제력 집중도는 도

리어 심화

 - 재벌기업의 독재 경영은 여전하며, 경제활동 영역 전반에 걸쳐 소위 갑을관계가 고착  

 - 참고로, 20대 국회에는 경제민주화 추진 과제로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전

자투표의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자사주 처분제한, 소액주주나 근로자 대표가 추천

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의무 선임하는 안 등이 제출되어 있음

  o 이는 모두 경제적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 정리하면 경제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 관점, 즉 자본-노동의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동의 관점, 일정 지분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투자자의 관점, 자본-노동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차원을 넘어 

집중된 경제력이 정치·사회영역까지 포획하는 것을 저지하는 국가경제정책의 관점을 포괄

함

 - 비록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의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주의

를 위협하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12) 독일에서의 공동결정제도의 적용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작업장 평의회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대기업에는 노사가 동수로 감독이사회에 참여한다. 사회보험 운영기구에도 노사가 공동 참
여한다. 상공회의소와 직능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단위의 협동
조합 은행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고, 직업교육제도가 발달한 것도 특징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경제활동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개인 간의 사적계약보다 협의체 간의 크고 작은 협의를 거
쳐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말하자면 국가가 자치적 공동결정의 틀을 정한 협의체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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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력 집중,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며,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성장 등 경제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를 장착하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지혜롭게 관리한다

는 차원에서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개입도 중요

 -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경제민주화에 있지만, 경제정책의 관

점에서 보면 이는 대개 미시적 제도 설계의 영역에 속함

 - 문제는 정치의 민주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경제의 민주화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할 수도 있지만 좌초될 수도 있음

 - 케인스가 지적하였듯이 사회는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저절로 진

화하지는 않음

 - 예를 들어, 경제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설사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음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 즉 시의적절한 재정·통화정책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

2.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주도 성장론을 확장한 개념으로,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기존의 주류 거시경제모형은 소득분배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부차시함

 - 그러나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대침체를 경험하면서, 소득분배의 악화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이며, 소득불평등의 개선 없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함

 - 대안으로 부상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의 형평성이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

의 성장에도 기여한다고 보는 진보적 성장론임

□ 이론적 차원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

 - 경제주체를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이윤과 임금으로 구분하는 

고전주의 경제학 방법론에 비추어 볼 때 막연하게 소득주도라 하기보다 임금주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임

 - 실제로 포스트 케인스주의 학자들은 경제체제를 이윤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으로 

구분하는데 익숙함

 - 해외 학계에서도 소득주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임금주도 성장의 개념이 한국에 전파

되는 과정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임금근로 부문에서도 노조조직률이 낮아 단체교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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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비중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주도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

었음

 - 노동소득·자본소득의 기능적 분배뿐만 아니라 가계 및 개인의 층위별 분배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보다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반영되었음(이상헌 

2014 참조)

□ 주류경제학으로 불리는 신고전파 이론은 임금을 비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

금이나 소득분배 변수가 성장이론에 등장하지 않으며, 심지어 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관

계를 맺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함

 - 임금이 총수요에 미치는 경로를 통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케인스의 ｢일

반이론｣에 등장함

 - 한계소비성향의 개념을 도입한 케인스는 ｢일반이론｣의 마지막 장에서 사회 전체의 소

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본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 언급하였는데, 소비 증가가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임

 - 한편 칼레츠키(Michael Kalecki) 및 포스트 케인스주의 이론은 절약의 역설뿐만 아니

라 비용의 역설(paradox of cost)에도 주목함

 - 비용의 역설이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임금 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임금소득이 부족해져 총수요가 침체되어 도

리어 기업에도 해가 된다는 것임

 - 포스트 케인스주의에서는 분배와 수요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케인스가 지적한 구

성의 모순 가능성을 한층 더 부각시킴

□ 포스트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임금주도 성장론은 소비의 주된 원천인 노동소득의 정체와 불

안정이 내수경기를 침체시키고, 이것이 결국 잠재성장률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봄

 - 반면에 성장 동력으로 저축과 투자를 강조하는 신고전파 이론은 투자를 촉진하는 자본친화

적인 정책이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물론 투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최종생산물의 수요처인 가계의 소득

이 부진하여 소비가 제약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임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이윤 간 분배의 교정, 정상화, 개

선이 중요하다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주장임

□ 포스트 케인스주의라는 명칭은 1970년대에 등장하였으며, 미국으로 건너간 케인스주의가 

신고전파 경제학에 거의 흡수되어가는 현실에 불만을 느낀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

함

 - 케인스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로빈슨(Joan Robinson)이 1971년 전미경제학회에서 했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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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강연의 제목은 ‘경제학 제2의 위기’였음

 - 제1의 위기는 대공황을 불러온 경제학의 위기인데,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의해 성장과 

고용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경제학 제2의 위기는 무엇을 위해 성장을 하고 고

용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었음

 - 로빈슨은 미국의 주류경제학이 분배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한계생산성 이론을 신랄하

게 비판

 - 칼도어(Nicolas Kaldor)도 포스트 케인스주의 학파에 속하는 주요 인물인데, 경제성장에 관

한 정형화된 사실을 규명하여 주류경제학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공급을 중시하는 

신고전파를 비판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누적적 상호작용에 주목

 - 한편 칼레츠키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학자인데, 케인스와 독립적으로 유효수요를 중시

하는 이론을 정립

 - 사실 임금주도 성장론은 케인스보다 칼레츠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

□ 칼레츠키에 의하면, 분배는 협상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노동소득은 소비의 원천이고 

자본소득은 투자의 원천

 -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은 자본소득의 소비성향보다 크며, 불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하는 그의 이

론에서는 항상 유휴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은 소비수요에 의존

 - 이런 상황에서 노동소득분배율(임금몫, 전체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가동률이 상승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윤이 증

가하므로 투자도 증가

 - 반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짐

 - 노동소득은 전부 소비되고 자본소득은 전부 투자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쓰지 않더라도 노

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자본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총

수요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로빈슨, 칼도어, 칼레츠키의 계보를 잇는 포스트 케인스주의는, 비록 경제학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로도 명맥을 유지함

 - Rowthorn(1981)은 임금 상승이 총수요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설비의 가동률과 이

윤율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므로 장기적으로도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분배

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임금주도 성장론을 제시

 - 그러나 Bhaduri and Marglin(1990)은 임금몫의 상승이 소비를 촉진하고 기존 설비의 가동

률을 높이지만, 이윤몫의 감소가 투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수요에 미치는 효

과는 불확실하다고 봄

 - 즉, 임금몫의 상승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야 하는데, 어떤 국면에서는 임금

주도성장이, 또 다른 국면에서는 이윤주도성장이 지배할 수 있다고 정리

 - 여기서 이론적 논의는 일단락되었고, 그 이후 임금 상승이 성장을 추동할 지의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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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많은 실증연구가 쏟아져 나오게 됨

 - 한국의 경우 홍장표(2014a,b), 주상영(2013, 2015, 2017a, 2017b, 2017c, 2018) 등에 의

해 임금/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됨

  o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뚜렷하게 임금주도 성장체제 특성을 보임

3. 제도와 성장: 세 가지 패러다임

□ 시장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작동

 - 아래 그림은 주요 성장 패러다임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임

 - 포용적 제도, 중립적 제도, 이윤주도 혹은 자본친화적 제도로 구분하고 각 제도가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지 간추려 봄

 - 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기본적인 인식의 틀은 경제의 성장은 ‘총수요-총공급의 누

적적 선순환’ 과정이라는 것임13)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을 글자 그대로 좁게 정의하면 ‘소외계층이 경제활동

에 적극 참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실 포용적 성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으나, 용어 자체는 

Kakwani and Pernia(2000)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은 발전경제학의 관점에서, 빈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낙수효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

며‘빈자를 적극 배려하는 성장(pro-poor growth)’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

 - 이후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는 ‘경제성장, 빈곤 해소, 불평등 축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아

젠다’로 폭넓게 해석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되었지만, 그 개념의 모호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통해 이들이 빈곤선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는 

정책 패러다임 정도로 이해한다면, 주류경제학의 중도보수적 관점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

음 

13) 영국의 칼도어(Niclolas Kaldor)는 포스트 케인스주의(Post-Keynesian) 학파에 속하는 주요 인물이다. 그는 
경제성장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을 규명하여 주류경제학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공급을 중시하는 신고전
파를 비판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누적적 상호작용(cumulative causation)에 주목하였다. 칼도어의 견해에 따르
면, 성장은 누적적 인과관계의 산물이어서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그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증가
한다.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곧 임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임금의 증가는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가설은,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가운데 생산성이 주로 지식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고전
학파적 시각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생각은 미국의 애로우(Kenneth Arrow)에게 이어진다. 
Arrow(1962)에는 이 과정이 “... learning takes place only as a by product of ordinary production”으
로 기술되어 있다. 그의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 모형에서 노동증진적(labor-augmenting) 기술진보는 
자본스톡의 양과 학습계수에 의존한다. 모형에 의하면 ‘생산(소득) 증가 ⇒ 저축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기
술진보 ⇒ 일인당 소득 증가’의 자연스러운 성장 기제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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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빈곤층/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속한 중산층(middle class)까지 염두

에 둔다면, 포용적 성장의 개념은 그 외연이 더 확장되고 진보적 성격을 띠게 됨

   o 아래 그림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진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

제도와 성장: 세 가지 패러다임

                              경제성장

                           ↗           ↖

                   learning by doing(+),  hysteresis(-)   

                          수요는 생산성에도 영향을 줌

            총수요              →               총공급

                                ←   

                     혁신 능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에 기여 

                              ↖            ↗     

포용적     소득/일자리 안정                        높은 수준의 공교육

           소득/부 불평등 완화                     사회이동성/안전망 확보

           공공투자/정부소비                       공정성(≈ 경제민주주의) 

           (Post Keynesian)                       

                                                       

중립적     경기 역행적 총수요관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자산가격 안정: 부 효과                  관료적 규제의 철폐

           빈곤해소/선별적 복지                    창조적 혁신

           (New Keynesian)                       (Schumpeterian)

이윤주도     감세(작은 정부)                        노동유연화/자본자유화 

/자본친화적   낙수효과                              무한경쟁 

출처: 주상영, 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사회경제평론』 54호,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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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성장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틀에서 본다면,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에 대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공급측면에서는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이동성의 확보, 경제활동에서의 공정성(fairness) 보

장 등이 포용적 성장의 주요 과제일 것임: 경제주체에게 성장하려는 의지(will to grow)를 

고취

 -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능력과 성과에 의한 보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제민주주의’는 포용적 성장의 한 축, 특히 공급측면의 중요한 

축을 담당

 - 한편, 소득과 부가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한계지출성향의 격차로 인해 경제 전체의 수요 

기반이 취약해져 성장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케인스적 견해를 따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통한 수요 기반의 확보 또한 포용적 성장의 한 축을 이루게 

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에 총수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임금/소득주도성

장론’은 포용적 성장의 수요측면을 구성

□ 포용적 성장 개념을 현재 한국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는 비록 대중성은 있으나 학술적, 정책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여 아전인수 식으로 제멋대로 해석되어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빈자를 배려하는 성장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정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큼

  o 만약 그렇다면 포용적 성장이라는 슬로건은 소득주도성장을 덮는 포장지 정도로 사용되는 

것임: 성장 패러다임의 재보수화 용도

 - 지난 20여 년간 소득, 자산, 기회의 불평등이 압축적으로 심화되었고,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심한 피로감과 한계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포용적 

성장 정도의 상위개념이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

 - 노동친화적이고 가계친화적인 성장체제(pro-labor/household growth regime)로 거대한 전

환을 시도하려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의 두 축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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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

I. 머리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정 최저임금이 전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

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저임금․불평등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

대도 크지만 저임금 노동자 고용과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제이론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고용과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과 크

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신고전파 완전경쟁 노동시장 모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 

노동자 고용이 감소하지만 이 경우에도 총소득의 증감 여부는 임금 인상률과 고용 감소율의 상

대적 크기(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더욱이, 수요독점(monopsony), 효율임금, 또는 일자리탐색 

모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임금 뿐 아니라 고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적 분석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기존의 실증 문헌 역시 결과가 일률적

이지 않고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적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연구 중 최초로 메타회귀분석(meta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한다. 기존 논의를 

보면 어느 특정 주장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와 사례만 인용하고 그에 반하는 연구 결과는 도외

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국내 18개 선행 연구의 316개 추

정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떠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우세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시간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은 올해 3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홍민기(2018)의 

연구가 유일했다. 이 글은 올해 6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추가적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2001～2016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잠재적 부담(고용 감소 가능성) 뿐 아니라 그러한 정책의 일차적 목

표(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해당하는 긍정적 효과의 크기도 살펴본다.

II.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국내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외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가 대규모로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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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결과의 종합적 결론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추정하는 메타분석도 증가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메타분석 선례가 없다. 이 장은 우선 외국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들을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추정치를 이용한 메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 외국의 메타분석 개관

외국의 여러 메타분석 논문이 제시하는 일반적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가 있더라도 그 크기가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

정적 효과를 보고하는 여러 논문이 출판선택편향(publication selection bias)으로 인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Brown et al.(1982)이 처음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발표된 약 30여 

편의 논문을 분석해 연방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 고용이 1～3% 감소하며 그러한 상한과 

하한 중에는 하한(1% 고용 감소)이 실제 효과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종합적 결론을 제시했다.

Card & Krueger(1995)는 이러한 Brown et al.(1982)의 종합적 결론도 음(-)의 출판선택편향

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출판선택편

향은 학계의 경향과 연구자의 모형 표기 탐색 등으로 인해 어느 특정 방향의 이론적 예상에 부

합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치우친 형태로 실증 문헌의 구성이 왜곡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에는 신고전파 완전경쟁 노동시장 이론에 대한 학술지 

편집인, 논문 심사자, 연구자의 사전적 믿음(prior belief)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선호하는 

학계의 관행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가 출판될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 효과를 

추정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출판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14) 이러한 출판선택

편향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회귀계수 추정치의 크기와 표준오차 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다. 만약, 아무런 출판선택편향이 없다면 회귀계수 추정치는 표준오차에 상관없이 모집단의 실

제 효과(true effect)를 중심으로 무작위적으로 분포한다. 하지만, 상술한 출판선택편향으로 인해 

예컨대 추정치의  값이 5% 임계치보다 작은 부정적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결과보다 출판 가능성

이 높은 경우에는 회귀계수 추정치와 표준오차 사이에 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15) Card 

& Krueger(1995)는 1970～90년대 초반에 발표된 15편의 시계열 논문을 분석해 최저임금의 고

용효과 추정치와 표준오차 사이에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체계적 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최근에는 출판선택편향을 통제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메타분석 연구가 

늘고 있다. <표 2-1>은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여준다.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는 미국 64개 선행 연구의 1,474개 탄력성 추정치를 분석해 Card & Krueger(1995)가 강조한 

14) 학술지 편집인, 논문 심사자, 연구자의 사전적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는 출판이 거부되거나 연구자의 모형 표
기 탐색(specification searching) 및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과정에서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
서 출판선택편향을 “파일서랍문제(file drawer problem)”라고도 한다.

15) 표본 크기 한계 등으로 인해 추정치의 불확실성(표준오차)이 클 경우 연구자가 예컨대 절대값을 기준으로 표
준오차보다 2배 이상 큰 부정적 효과를 얻을 때까지 모형 표기와 자료를 변경해 가면서 추정을 반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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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출판선택편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러한 편향을 통제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

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회귀계수 추정치의 크기를 보더라도 

각 연구별로 하나씩 대표적 추정치만을 이용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10대 

고용은 약 0.2% 감소하고, 다른 집단을 포함한 전체 고용 감소율은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Belman and Wolfson(2014)도 대부분 미국의 경우를 분석한 23개 선행 연구의 

439개 추정치를 검토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작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음(-)의 출판선택편향은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분석 표본

을 미국에 대한 추정치로 한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그룹 뿐 아니

라 10대 또는 청년층과 음식료 산업에서도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로는 De Linde Leonard et 

al.(2014)과 Hafner et al.(2017)이 있다. De Linde Leonard et al.(2014)은 16개 선행 연구의 

236개 탄력성과 710개 편상관계수를 분석했고, Hafner et al.(2017)은 7개 연구 241개 탄력성, 

8개 연구 862개 고용유지율, 20개 연구 1,451개 편상관계수를 분석했다. 두 연구 모두 최저임금 

연구자
(지역)

변수 WLS RE 관측값 연구

DS09

(미국)
탄력성

10대
고용효과 -0.017 -0.024

39 39
출판편향 -2.98*** -2.58***

전체
고용효과 -0.002 -0.009

64 64
출판편향 -2.81*** -2.69***

BW14

(대부분 미국)
탄력성

고용효과 -0.022*** -0.022
439 23

출판편향 -0.487*** -0.568***

dLLSD14

(영국)

탄력성
고용효과 -0.008 -0.006

236
16

출판편향 -0.42 -0.49

편상관계수
고용효과 -0.005*** -0.003***

710
출판편향 0.11 0.13

HTPSNS17

(영국)

탄력성
고용효과 -0.010 -0.006

241 7
출판편향 -0.722 -0.6345

편상관계수
고용효과 -0.002 -0.002

1,451 20
출판편향 -0.060 -0.069

고용유지율
고용효과 -0.008 -0.008

862 8
출판편향 -0.079 0.043

BFV17
(신흥국)

탄력성
고용효과 -0.0003***

746 28
출판편향 -0.782**

편상관계수
고용효과 -0.001

1,083 56
출판편향 -0.973***

주: WLS는 가중최소제곱법, RE는 임의효과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를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이 글 제2절의 

설명을 참고.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출처: DS09: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Table 2; dLLSD: de Linde Leonard et al.(2014), Table 1; 

BFV17: Broecke et al.(2017), Table 4; BW14: Belman and Wolfson(2014), Table 4.4; HTPSNS17: 

Hafner et al.(2017), Table 3.1.

<표 2-1> 외국의 메타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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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전체적 효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단, De Linde Leonard et al.(2014)은 재가돌봄(residential home care) 고용

에 대해, Hafner et al.(2017)은 시간제 고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부정적 효과를 보고했다. 출

판선택편향은 미국과 달리 둘 중 어느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roecke et al.(2017)은 7개 신흥국에 대한 28개 연구 746개 탄력성 추정치와 12개 신흥국

에 대한 56개 연구 1,083개 편상관계수 추정치를 분석해 부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

율이 높지 않고, 음(-)의 출판선택편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

정적 효과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매우 작다는 결론을 제시했다.16)

2. 분석 방법

이 글은 상술한 외국의 메타분석 문헌을 참고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18개 연구 316개 회귀계수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 탄력성을 추정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De Linde Leonard et 

al.(2014), Hafner et al.(2017), Broecke et al.(2017)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Fisher의 편상관계수를 이용한다.

 
 


                                                    (2-1)

여기서,  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번째 추정치의  -값이며 는 자유도

이다. 이러한 편상관계수의 부호와 크기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direction)과 강도(strength)를 나타낸다. 장점은 각 연구의 변수 정의와 

자료 측정 단위에 상관없이 -값과 자유도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탄력성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몇 퍼센트나 변할지에 대

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편상관계수의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2)

만약, 아무런 출판선택편향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의 계수 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

16)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추정한 비율은 탄력성 27%, 편상관계수 2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
정적 효과를 추정한 비율은 탄력성 8%, 편상관계수 6%이다. 추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율은 
탄력성 65%, 편상관계수 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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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미치는 평균적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2-3)

하지만, Card and Krueger(1995)가 강조한대로 특정한 방향의 이론적 예상에 부합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선호하는 출판선택편향이 존재할 경우에는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추정치의 

방향과 크기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모형을 이용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

치는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2-4)

여기서,  는 출판선택으로 인한 편향의 크기를, 는 그러한 편향과 무관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나타낸다. 출판선택편향의 통계적 유의성은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

검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식에 대한 통상최소제곱(OLS) 추정량은  의 표준오차 차이에 의한 오차항의 이

분산으로 인해 효율적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위의 식을 양변을  의 표준오차  로 나눈 가중최소제곱(weighted least squares, WLS) 모형

을 기본 모형으로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                                            (2-5)

3. 문헌 검색 및 선정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한 기존 문헌은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Kiss(한국학술정보), DBpia

(누리미디어), Google 학술검색의 검색창에 “최저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입력해 구했다.17) 아

울러, 각 논문의 참고문헌을 확인해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은 논문들도 추가했다. 분석대상은 

2017년 12월까지 출판된 학술지 논문, 국가기관 용역보고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고서이며, 학

위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구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

제 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이 고용, 고용률, 노동시간, 취업유지확률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야 

한다. 예컨대, 박기성(2016) 같이 다른 연구의 추정치를 활용한 논문과 김영민․강은영(2015), 김

영민․강은영(2016) 같이 노동력 구성 변화(상용직/임시일용직 비율)를 다룬 논문은 제외했다. 본 

17) Goolge 학술검색 이외의 국내 학술데이터 베이스는 상세검색의 제목에 검색어를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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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연구에 포함된 양지연(2017)과 이시균(2013)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내 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둘째, 편상관계수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편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추정치의 -값과 자유도()가 필요하다. -값은 직접 제시되지 않아도 회귀계수 추정치

와 표준오차, -값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자유도는 표본 수에서 설명변수의 

수를 차감해 계산할 수 있다. 강승복․박철성(2015) 등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과 표준오차나 -값이 0.000으로 표시되어 -값 계산이 불가능한 김유선

(2004, 7개), 강승복(2017, 2개), 이시균(2007, 5개)의 일부 결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민

성 외(2013)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최저임금×집단더미변수” 항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결과는 

제공하지 않아 최저임금 계수 추정결과만 이용했다.18) 이병희(2008)의 경우 표본 수가 제시되지 

않은 15-24세에 대한 추정결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19)

<표 2-2>는 최종 선택된 18개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

럼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탄력성을 직접 추정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는 Hafner et al.(2017) 및 Broecke et al.(2017)과 마찬가지로 고용 규모나 고용률 

뿐 아니라 신규 채용, 노동시간, 고용유지율, 취업유입률 확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연구도 분

석대상에 포함했다. 미취업상태로의 이행 확률에 초점을 둔 이시균(2013)의 경우에는 –1을 곱한 

-값을 이용했다. 총 18개의 연구 중 고용 규모, 고용 증가율, 고용률, 노동시간, 신규 취업 규

모 등 정량적 종속변수를 이용한 연구는 12개, 고용유지율, 취업유입률, 미취업이행확률 등 정

성적 종속변수를 이용한 연구는 6개이다.

한 연구에서 제시된 추정치의 수는 적게는 2개(강동욱, 2010)에서 많게는 47개(김대일, 2012)

에 이를 정도로 연구에 따른 차이가 컸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와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

구기관 보고서로 발표된 연구는 각각 9개씩이며,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13개, 시계열 또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6개이다.20) 노동시장 취약집단 중 여성, 청년, 고령층은 상대적으

로 많은 연구에서 중복 분석되었고, 저학력, 저임금, 단기근속, 소규모 사업체, 아파트 경비, 도

소매, 장애인 등은 중복된 연구의 수가 많지 않았다.21) 이 글의 아래 분석에서는 여성, 청년, 

고령층에 초점을 둔 표본을 취약집단 1로, 저학력, 저임금 노동자 등 나머지 취약집단 노동자도 

포함한 표본을 취약집단 2로 정의한다.

18) 제4절은 이러한 김민성 외(2013)의 결과를 제외한 강건성 분석 결과도 제시한다.
19) 이병희(2008)는 <부표 2>에 15-29세에 대한 표본 수를 제시했다.
20) 이시균(2007)은 패널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모두 제시했다.
21) 청년, 저임금, 단기근속,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청년은 김유선(2004, 2011, 

2014)과 정진호․이병희(2008)는 24세 이하, 김우영(2010), 김대일(2012), 윤윤규 외(2015), 이정민․황승진
(2016)은 29세 이하로 정의했다. 저임금은 김대일(2012)은 임금 하위 15% 이하, 이시균(2007)은 중위임금 
2/3 이하, 이병희(2008), 김주영(2011), 안태현(2009), 양지연(2013)은 최저임금 적용집단으로 정의했다. 단
기근속은 이병희 외(2008)는 취업 6개월 이하, 윤윤규 외(2015)는 근속 1년 이하, 김대일(2012)은 근속 2년 
이하, 이정민․황승진(2016)은 근속 3년 이하로 정의했다. 소규모 사업체는 김대일(2012), 윤윤규 외(2015), 이
정민․황승진(2016)은 29인 이하이며, 양지연(2017)은 5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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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4.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앞 절에 제시된 <표 2-2>는 연구자 스스로 초록 또는 요약에서 강조한 내용을 기준으로 각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정리했다. 이를 보면 총 18편 중 10편(55.6%)의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논문에 제시된 추정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효과가 유의한 비율은 그리 높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총 316개의 추정치 중 부정적 효과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는 

27.2%, 긍정적 효과가 유의한 경우는 10.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는 62.3%이다. 

이러한 비율 분포는 분석 방법과 집단 특성을 구분해 살펴보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특

히, 개인수준 패널자료와 준실험적 접근법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유지

율과 신규취업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연구들을 보면 부정적 효과가 유의한 경우가 9.2%에 불

과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7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편상관계수 평균도 –0.07로 매우 작다. 더욱이, 중앙값은 –

연구 관측치
부호

부정적 비유의 긍정적

전체 18 316 27.2% 62.3% 10.4%

학술지 9 159 29.6% 61.6% 8.8%

연구보고서 9 157 24.8% 63.1% 12.1%

패널자료 13 220 27.7% 64.1% 8.2%

정량적 종속변수 12 218 35.3% 56.0% 8.7%

정성적 종속변수 6 98 9.2% 76.5% 14.3%

취약집단 1 9 114 23.7% 69.3% 7.0%

취약집단 2 16 216 30.6% 65.3% 4.2%

주: 통계적 유의성은 5% 수준에서 판단함.

<표 2-3> 통계적으로 유의한 편상관계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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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로 그보다 훨씬 더 0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각 추정치의 분산의 역수를 이용한 가중 평균

은 –0.0025로 단순 평균의 1/30에 불과하고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22) 중앙값

과 평균의 차이는 편상관계수의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친 비대칭적 형태를 갖고 일부 극단적인 

부정적 효과 추정치가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 평균과 가중 평균 간 현

격한 격차는 추정치의 절대값과 표준오차가 강한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즉 출판선택편향

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 역시 세부 표본별로 보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다. 특히, 단순 평균을 보면 학술지, 정량적 종속변수, 취약집단 표본 등에서 부정적 효과가 비

교적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 표본 역시 분산의 영향을 통제한 가중 평균을 이용하면 부정

적 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은 수준으로 감소한다.

메타분석 문헌에서는 출판선택편향의 존재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탄력성, 회귀계수, 편

상관계수 등의 효과 크기(effect size) 추정치를 수평축에 나타내고 그러한 추정치의 정확도

(precision)를 수직축에 나타내는 산포도를 자주 이용한다. 이를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이라고 

한다. 정확도가 높은 추정치는 참값 주변에 몰려 있고 정확도가 낮은 추정치는 참값의 좌우로 

넓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깔때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취하기 

때문이다.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표준편차의 역수()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그림 

22) 이러한 가중 평균 계산법은 Doucouliagos and Stanley(2009)를 따랐다.

단순 통계 분산 조정 통계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전체 -0.0707 -0.0191 0.1833 -0.0025 -0.0005 0.0312

학술지 -0.1230 -0.0176 0.1989 -0.0004 -0.0005 0.0295

연구보고서 -0.0177 -0.0199 0.1489 -0.0219 -0.0217 0.0394

패널자료 -0.0598 -0.0186 0.1483 -0.0023 -0.0005 0.0277

정량적 종속변수 -0.1012 -0.0457 0.2132 -0.0349 -0.0275 0.0892

정성적 종속변수 -0.0027 -0.0011 0.0253 0.0011 -0.0001 0.0082

취약집단 1 -0.0841 -0.0434 0.1879 -0.0046 -0.0010 0.0445

취약집단 2 -0.1096 -0.0398 0.2012 -0.0057 -0.0008 0.0450

주: 오른쪽 패널의 통계량은 각 추정치의 분산의 역수를 가중치로 이용함.

<표 2-4> 편상관계수 추정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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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본 연구의 편상관계수 추정치를 이용한 깔때기 그림을 보여준다.

만약 아무런 출판선택편향이 없다면 효과 크기 추정치가 모집단의 참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

칭적인 형태로 분포해야 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취하면 출판선택편향의 근거로 간

주할 수 있다. <그림 2-1>을 보면 다소 왼쪽으로 치우친 비대칭적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편상관계수 추정치의 단순 평균이 중앙값보다 훨씬 왼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적 검토만으로는 출판선택편향의 존재 여부에 대

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아래에서는 제2절에서 설명한 메타회귀모형을 이용해 출판선택

편향의 존재 여부를 검정하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2-5>는 식 (2-5)의 가중최소제곱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계수 추정치의 표준오

차는 각 연구 내 오차항 간 상관성을 고려한 붓스트랩 표준오차를 이용했다. 제(1)열은 동일한 

연구 내 편상관계수 추정치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적 모형(PWLS)의 결과이며, 제(2)

열과 제(3)열은 그러한 상관성을 허용하는 임의효과(RE) 모형과 고정효과(FE) 모형의 결과이다. 

제(2)열의 임의효과 모형은 각 연구별 고유효과와 추정치의 정확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고 가정하고, 제(3)열의 고정효과 모형은 그러한 추가적 상관관계도 허용한다. 제(4)열은 편상관

계수 추정치 정확도()의 각 연구별 평균값을 추가적 설명변수로 포함해 임의효과만 존재한

다는 귀무가설과 고정효과도 존재한다는 대립가설을 검정한 결과를 보여준다.23) 그러한 추가적 

<그림 2-1> 최저임금 고용효과 편상관계수의 깔때기 그림(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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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항의 -검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경우에는 고정효과의 존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Breusch-Pagan 라그랑지 승수(LM) 검정에 의하면 임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  ≪ ). 따라서 이상

의 세 모형 중 임의효과 모형이 통계적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결과를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기존 연구들의 평균

적 추정치는 크기도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다. 예컨대,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치 –
0.0028은 <표 2-4>에 제시된 단순 평균 –0.0707의 1/25 수준에 불과하고 분산의 영향을 조정

한 가중 평균 –0.0025와 거의 같다. <표 2-1>에 제시된 외국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영국의 

경우에 대한 de Linde Leonard et al.(2014)의 추정치보다는 작고, Hafner et al.(2017)의 추정

치와 유사하며, 신흥국의 경우에 대한 Broecke et al.(2017)의 추정치보다는 크다. 하지만, 통계

적으로는 세 모형의 추정치 모두 10% 유의수준에서도 0과 다르지 않았다.

반면, 출판선택편향은 고정효과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모형 모두에서 5% 수준에서 유의했

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효과 모형이 통계적으로 가장 타당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표의 결과는 출판선택편향의 존재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출판선택편향의 크기는 임의효과 모형의 경우 –0.0938로 추정되었고, 이는 

<표 2-4>의 단순 평균 추정치 –0.0707을 모두 설명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값이다.24) 외국의 선

23) 이러한 검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치록(2017)을 참고하라. 하우스만 검정은 각 연구 내 오차항의 상관성을 가
정하는 현재의 상황에는 타당하지 않다.

24) 출판선택편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  . 여기서, 는 의 전

체 평균을 나타낸다.

(1) (2) (3) (4)

PWLS RE FE RE

효과크기( )
0.0058

(0.010)

-0.0028

(0.017)

-0.0039

(0.027)

-0.0039

(0.027)

출판편향( )
-1.5218
(0.767)

** -1.5404
(0.673)

** -0.8622
(0.633)

-2.1156
(0.878)

**

각 연구별 정확도 평균
0.0108
(0.024)

연구 수 18 18 18 18

관측치 수 316 316 316 316

주: 괄호 안의 값은 각 연구 내 오차항 간 상관성을 고려한 붓스트랩 표준오차임. 붓스트랩 반복 시행 횟수는 

2000번임.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2-5> 메타회귀분석 결과: 기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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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와 비교하면 미국과 신흥국의 기존 연구에 음(-)의 출판선탠편향이 존재한다는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Belman and Wolfson(2014), Broecke et al.(2017)의 결론

과 일치하고, 영국의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편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de Linde 

Leonard et al.(2014) 및 Hafner et al.(2017)의 결론과 다르다.

<표 2-6>은 전체 표본을 다양한 세부 표본으로 분할해 식 (2-5)의 가중최소제곱 모형을 임의

효과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1)열은 김민성 외(2013)의 추정치를 분석대상에서 제

외한 결과, 제(2)열은 정규화된 잔차가 2.5를 상회하는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 제(3)열은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는 편상관계수 추정치만 포함시킨 결과이다.25) 제(4)열부터 제(10)열은 학술지 논

25) 앞서 설명한 대로 김민성 외(2013)는 “최저임금×집단더미변수” 교차항이 포함된 모형을 이용하면서 최저임
금이 각 집단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최저임금+최저임금×집단더미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결과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글은 그들의 추정 결과 중 기준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계수 

(1) (2) (3) (4) (5)

김민성 외(2013)

제외
이상치
제외

부정적 효과
추정치만 포함

학술지 연구보고서

효과크기( )
-0.0037

(0.023)

-0.0016

(0.005)

-0.0018

(0.021)

-0.0015

(0.072)

-0.0146

(0.020)

출판편향( )
-1.6834

(0.8048)

** -0.8862

(0.303)

*** -2.4350

(0.636)

*** -2.8385

(1.710)

* 0.0749

(0.583)

연구 수 17 18 18 9 9

관측치 수 280 308 210 159 157

(6) (7) (8) (9) (10)

패널자료
이용

정량적
종속변수

정성적
종속변수

취약집단
표본 1

취약집단
표본 2

효과크기( )
-0.0015

(0.008)

-0.0221

(0.207)

-0.0006

(0.005)

-0.0039

(0.053)

-0.0040

(0.042)

출판편향( )
-1.5584

(0.541)

*** -1.6712

(3.413)

-0.3369

(0.260)

-0.5084

(0.732)

-1.7850

(1.248)

연구 수 13 12 6 9 16

관측치 수 220 218 98 114 216

주: 괄호 안의 값은 각 연구 내 오차항 간 상관성을 고려한 붓스트랩 표준오차임. 붓스트랩 반복 시행 횟수는 

2000번임.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2-6> 메타회귀분석 결과: 강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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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구보고서, 패널자료, 정량적 종속변수, 정성적 종속변수, 취약집단 1, 2에 해당하는 표본

을 이용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음(-)의 출판선택편향에 대한 결과는 표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 정량적 종속변수, 정성적 종속변수, 취약집단 1, 2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술지 표본에서는 10% 수준에서 유의했고, 김민성 외(2013)의 추정치를 제외한 표

본, 이상치를 제외한 표본,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는 추정치만 포함한 표본, 패널자료를 이용한 

표본에서는 5% 또는 1% 수준에서 유의했다. 특히, 학술지 표본과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는 추정

치만 포함한 표본은 음(-)의 출판선택편향 문제가 다른 표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표본에서도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았다.

5. 소결

이 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18개 선행 연구의 316개 추정치를 메타

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기존 문헌의 추정치에는 최저

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과대평가하는 음(-)의 출판선택편향이 존재한다. 둘째, 이러한 편향을 

통제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

의 여러 메타분석 논문들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 효과를 추정한 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만을 인용․강조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

III.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올해 실제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연구는 현재까지 홍민

기(2018)가 유일하다. 이정민․전현배(2018)와 최경수(2018)의 연구 결과도 자주 인용되고 있지만 

이정민․전현배(2018)는 201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2018년 고용효과를 예상했고 최경수(2018)

는 헝가리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고용효과를 예상했다. 이 글은 홍민기(2018)에 

이어 두 번째로 2018년 실제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1. 선행 연구

본 연구는 이정민․황승진(2016)과 홍민기(2018)의 분석 방법을 응용한다. <표 3-1>의 제(1)열

과 (2)열은 두 연구의 분석 자료와 방법을 정리해 보여준다.

이정민․황승진(2016)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추정치만을 이용했는데, <표 2-6>의 제(1)열은 그러한 김민성 외(2013)의 모든 추정치를 분석 표본에서 제외
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2)열에서 이상치의 정의는 de Linde Leonard et al.(2014)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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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주44시간 기준 일자리 수 증가율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추정했다. 자료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2014년 원자료를 이용

했고, 인구사회학적 집단은 성, 연령, 학력, 사업체규모, 근속연수 등 5개 특성에 따라 구분했다. 

최저임금 영향력 변수로는  년도 시급이  년도 최저시급과  년도 최저시급 사이에 

있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적용률)을 이용했다.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3-1)

여기서, ⋅는 로그 차분을, 는  집단의  시점 일자리 수(주44시간 기준)를,   은 

해당 집단의 최저임금 적용률을, 는 집단 고정효과를, 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10% 상승 시 주44시간 기준 일자리 수는 전 집단 평균적으로 약 1.4% 

감소하고,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연수 3년 이하, 5～29인 사업체에서 그러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6)

홍민기(2018)도 집단별 최저임금 영향력 차이에 기초한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해 

26) 이정민․황승진(2016)의 추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 집단 추정 결과 4개 중 3개, 여성, 5～29인 사업체
에 대한 결과는 10% 수준에서만 유의하고 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1) (2) (3)

이정민․황승진(2016) 홍민기(2018) 본 연구

종속변수
고용증가율

(주44시간기준)
고용량, 노동시간 고용률

표본기간 2006-2014 2015.1월～2018.3월 2002.1월～2018.6월

최저임금
영향력 정의

적용률 영향률 영향률

집단구분
기준

성․연령․학력․사업체규모․근속
연수

산업 성․연령․학력

통제변수 집단 및 연도 고정효과 집단 및 연도 고정효과,

집단 특수 시간추세,

공통상관요인

집단 및 연도 고정효과,

집단 특수 시간추세,

공통상관요인

회귀계수
동질성 가정

동질적 동질적 동질적, 이질적

공통상관요인
추정방법

- Bai(2009) Pesaran(2006)

<표 3-1>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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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3월까지의 고용량과 노동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통계』 

원자료를 이용했고, 집단구분 기준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신 산업을 이용했다. 최저임금 

영향력 변수는 직전연도 시급이  시점 최저시급보다 낮은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을 이

용했다. 회귀모형은 이정민․황승진(2016)이 이용한 집단 및 연도 고정효과 모형 뿐 아니라 1～2

차 시간추세를 포함한 모형, 집단 특수 시간추세를 포함한 모형, 공통상관요인을 통제한 모형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했고, 그 중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공통상관요인 모형을 기준 모형으로 

이용했다.

ln    ×                                    (3-2)

여기서, 는 번째 산업의 시점 로그 고용량 또는 로그 노동시간, 는 2017년(경제활동인

구조사) 또는 2016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월 기준 각 산업의 최저임금 영향률, 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각 시점(2017년 9월～2018년 3월)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은 월별 더미변수, 는 관측되지 않는 공통상관요인(common correlated factor)이다. 홍민기

(2018)는 이러한 공통요인의 효과를 Bai(2009)의 IFE(interactive fixed effects) 방법을 이용해 

통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했고 노동시간은 2017년 11월부터 유의하게 감소했지만 1월 이후부터는 그러한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는 점에 기초한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자 고용률

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표 3-1>의 제(3)열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 글의 분석 자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다르다.

첫째, 2002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원자료를 분석한다. 이는 

지금까지 이용된 표본 중 가장 길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포함한 표본이다. 둘째, 인구구조 효과

로부터 독립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고용량 대신 고용률(=집단별 임금노동

자 수/총인구)을 분석한다. 셋째, 성, 연령, 학력을 집단 구분 기준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집단별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이 타당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내생적으로 

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집단 구분 기준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정민․황승진(2016)에서 고려한 사업

체 규모와 근속연수, 홍민기(2018)에서 고려한 산업 등의 일자리 특성은 최저임금 변화의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그러한 일자리 특성 대신 성(남/여), 연령(15～19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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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 65～69세), 학력(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등의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전체 

표본 집단을 총 88개 세부 집단으로 구분한다.27)

넷째, 집단별 시간추세와 공통상관요인의 존재를 허용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가 집단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다음과 같은 이질적 패널 자료 모형

(heterogeneous panel data model)을 이용한다.

   ≤ 월 
  월

월
  

                                         (3-3)

여기서, 는  집단의  시점 고용률, 는  시점 직전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

조사 자료를 통해 계산된  집단의 최저임금 영향률, 는 2017년 8월 기준 최저임금 영

향률, 는  시점에 해당하는 월(2002.1월, ...., 2018.6월), ⋅는 괄호 안의 내용이 참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28) 이 식에서 2018년 이전 최저임금 인상이 각 집단의 

고용률에 미친 효과는 를 통해 추정되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노동투입에 미친 효과는 를 통해 추정된다.29) 이러한 회귀계수들의 횡단면 평균

은 Pesaran(2006)의 CCEP 및 CCEMG 방법을 이용해 추정한다.30)

공통상관요인의 예로는 경제 내 여러 집단에 동시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기적 요인(총수

요․총공급 충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공통충격이 모든 집단에 걸쳐 동일한 크기의 

영향을 미친다면 통상적인 시간 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 모형만으로 통계적으로 타당한 결

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공통충격의 영향이 집단 간에 상이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간 고

정효과 모형이 왜곡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 간 상호의존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대안적 모형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모형이 홍민기(2018)

가 고려한 Bai(2009)의 IFE 모형과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Pesaran(2006)의 CCEP 및 CCEMG 

모형이다.

27) 일자리 특성을 집단 구분 기준으로 이용하면 인구구조변화 효과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28) 집단별 최저임금 영향률, 총인구, 임금노동자수 등의 집계변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했다.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체 관측치의 상하위 0.5% 값을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해 이상치를 
변환(winsorization)했다.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각 시점별 집단별 관측치가 50개 미만인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했고, 2017년 8월 관측치가 없는 집단, 전체 표본기간 중 절반 이상 관측되지 않은 집단도 표본에서 제외했
다. 

2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2017년 9월부터 추정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앞서 
노동투입을 미리 조정했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30) CCEP(common correlated effects pooled) 추정량은 집단 특수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모든 집단에 
걸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CCEMG(common correlated effects mean group)는 그러한 회귀

계수가 집단별로 상이하며    ,  ∼의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Pesaran(200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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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FE FELT CCEP CCEMG

2002년 1월～2017년 8월
-0.148
(0.051)

*** -0.058
(0.028)

** -0.034
(0.036)

0.067
(0.063)

2017년 9월
-0.107
(0.055)

* 0.000
(0.027)

-0.020
(0.023)

-0.048
(0.049)

10월
-0.123
(0.056)

** -0.016
(0.028)

-0.026
(0.023)

-0.029
(0.051)

11월
-0.121
(0.058)

** -0.015
(0.029)

-0.025
(0.024)

-0.018
(0.044)

12월
-0.109
(0.056)

* -0.003
(0.029)

-0.021
(0.023)

-0.019
(0.046)

2018년 1월
-0.106
(0.050)

** 0.003
(0.025)

-0.023
(0.022)

-0.016
(0.049)

2월
-0.133
(0.054)

** -0.024
(0.030)

-0.040
(0.026)

-0.006
(0.052)

3월
-0.130
(0.057)

** -0.021
(0.032)

-0.038
(0.026)

-0.013
(0.059)

4월
-0.137
(0.059)

** -0.027
(0.036)

-0.038
(0.033)

0.009
(0.063)

5월
-0.126
(0.057)

** -0.014
(0.033)

-0.024
(0.034)

0.015
(0.061)

6월
-0.119
(0.058)

** -0.009
(0.032)

-0.027
(0.028)

-0.002
(0.063)

관측값 13,646 13,646 13,646 13,646

집단 수 70 70 70 70

집단 고정효과 Y Y Y Y

시간 고정효과 Y Y Y Y

집단 특수 시간추세 Y Y Y

공통상관효과 Y Y

회귀계수 동질성 가정 동질적 동질적 동질적 이질적

주) 집단별 최저임금 영향률이 1%p 증가할 때 해당 집단의 고용률이 몇 %p 증가하는지를 보여줌. 제(1)열과 

(2)열의 괄호는 동일 집단 및 동일 시점 내 상관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제(3)열과 (4)열의 괄호는 

Pesaran(2006)의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해 계산한 표준오차임.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을 의미. Y는 해당 효과가 통제되었음을 의미함. FE는 집단 및 시간 고정효과만 통제한 모형, FELT는 그

와 함께 집단별 시간추세도 통제한 모형임. CCEP와 CCEMG는 공통상관요인도 통제한 모형임. CCEP는 

최저임금이 각 집단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형, CCEMG는 그러한 효과가 집단별로 상이

하다고 가정하는 모형임.  

<표 3-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자 고용률에 미친 영향: 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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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에는 최근 Totty(2017)가 공통상관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모형을 이용해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통상적인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IFE, 

CCEP, CCEMG 등의 방법을 이용해 공통상관요인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

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때도 공통상관요인의 통제 여부에 따라 추정 결과가 크

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3. 분석 결과

<표 3-2>는 앞 절에서 설명한 다양한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자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1)열은 집단 및 시간 고정효과만 

통제한 모형(FE)의 결과이며, 제(2)열은 그와 함께 집단 특수 시간추세도 통제한 모형(FELT)의 

결과이다. 제(3)열과 (4)열은 공통상관요인의 효과도 통제한 CCEP 및 CCEMG 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각 열의 첫째 행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2017년 8월까지의 고

용률에 미친 평균적 영향을, 둘째 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까지의 각 시점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이 표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제(1)열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및 시간 고정효과만을 통제하는 통상적인 고정효과 모

형(FE)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크고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1%p 상승할 때 2012～2017년의 고용률은 평균 0.148%p,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고용률은 0.106～0.133%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러

한 결과는 대부분 1% 또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하지만, 제(2)열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별 고용률의 시간추세를 통제한 모형(FELT)의 결과는 

이와 크게 달랐다. 2017년 이전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친 부정적 효과만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친 효과는 2017년 9월～2018년 6월 

중 어느 달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더욱이, 제(3)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Pesaran(2006)의 CCEP 방법과 CCEMG 방법을 이용해 

경제 내 각 집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충격의 영향(경기적 요인 등)도 통제할 경우에는 

2018년 뿐 아니라 2017년 이전의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2>의 모형 중에는 제(4)열 CCEMG 모형의 현실 타당성이 가장 높다. 성․연령․학력에 따

라 구분되는 집단별 고용률 추세가 모든 집단에 걸쳐 동일하다는 가정, 각 집단에 상이한 영향

을 미치는 아무런 공통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모든 집단에 걸

쳐 동일하다는 가정 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표의 결과 중 설득력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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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

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2002년-2017년 8월
-0.025
(0.059)

-0.013
(0.009)

0.000
(0.003)

-0.006
(0.003)

* 0.049
(0.033)

2017년 
9월

-0.078
(0.068)

-0.010
(0.011)

0.005
(0.004)

0.012
(0.020)

0.042
(0.057)

10월
-0.069
(0.066)

-0.008
(0.010)

0.004
(0.004)

0.006
(0.017)

0.038
(0.055)

11월
-0.022
(0.069)

-0.013
(0.011)

0.007
(0.004)

-0.003
(0.014)

0.023
(0.047)

12월
0.011

(0.058)
-0.017
(0.010)

* 0.006
(0.005)

0.001
(0.012)

0.026
(0.045)

2018년 
1월

0.030
(0.058)

-0.013
(0.010)

0.000
(0.005)

0.017
(0.024)

0.034
(0.052)

2월
0.017

(0.076)
-0.015
(0.011)

0.002
(0.005)

0.015
(0.028)

0.022
(0.050)

3월
0.038

(0.078)
-0.015
(0.011)

0.002
(0.004)

0.001
(0.021)

0.027
(0.054)

4월
0.020

(0.076)
-0.012
(0.011)

0.002
(0.004)

0.008
(0.025)

0.016
(0.038)

5월
0.031

(0.091)
-0.011
(0.012)

-0.003
(0.004)

0.008
(0.031)

0.017
(0.034)

6월
-0.025
(0.108)

-0.013
(0.014)

0.003
(0.004)

0.014
(0.029)

0.005
(0.031)

관측값 13,646 13,646 13,646 13,646 13,646

집단 수 70 70 70 70 70

집단 고정효과 Y Y Y Y Y

시간 고정효과 Y Y Y Y Y

집단 특수 시간추세 Y Y Y Y Y

공통상관효과 Y Y Y Y Y

회귀계수 동질성 가정 이질적 이질적 이질적 이질적 이질적

주) 각 집단별 각 산업 최저임금 영향률이 1%p 증가할 때 해당 집단의 각 산업 임금노동자 고용률이 몇 % 증

가하는지를 보여줌. CCEMG 모형의 결과임. 괄호는 Pesaran(2006)의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해 계산한 표준

오차임.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3-3>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자 고용률에 미친 영향: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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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친 효과가 2017년 이전과 2018년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제(4)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3>은 각 집단의 각 산업 노동자 중 다음해 최저임금 미만 시급을 받는 노동자 비율 변

화가 해당 집단의 다음해 각 산업 임금노동자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CCEMG 모형을 이용해 추

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요 산업으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을 고려했다. 이를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미친 효과가 어느 산업에서도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이 장은 국내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따라 다

를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

자 고용률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 2018

년 최저임금 인상의 실시간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기존 연구와 달리 공통상관요인을 통제한 이

질적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해 추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전 산업 수준에서 분석하든 주요 산업별로 분석하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3월까지의 자료에 근거한 홍민기(2018)의 결론과 일치한다.

올해 들어 취업자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

절치 않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적 요인도 취업자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통계청의 최근 보도자료(2018.7.11.)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진 15～29세 청년의 경우 2018년 6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 2천명 감소했지만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은 14만 4천명 감소해 고용률은 오히려 0.2%p 상승했다. 같은 보도자료

에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단지 인구 증감만으로 취업자수 변화를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수는 15만 8천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 취업자수는 3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잠재적 

부정적 효과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최근의 고용 변화를 이끌고 있

는 주요 요인에 대한 엄 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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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최저임금이 실질임금 증가율에 미친 효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일차적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 하지만, 최근 국

내 논의는 고용 감소 가능성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 장은 2001～2016년의 최저

임금 인상이 다음해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1～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이다. 『경제활

동인구조사』는 임금에 대한 정보는 매월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임금에 미친 실시간 효과는 분석하지 못했다. 회귀모형은 앞 장과 동일한 패널자료 모형들을 이

(1) (2) (3) (4)

FE FELT CCEP CCEMG

패널 A. 고용률

영향률
-0.083
(0.040)

* -0.021
(0.021)

0.006
(0.041)

-0.089
(0.065)

관측값 994 994 994 994

집단 수 67 67 67 67

패널 B. 실질임금 증가율

영향률
0.546

(0.048)
*** 0.625

(0.028)
*** 0.831

(0.085)
*** 0.872

(0.139)
***

관측값 994 994 994 994

집단 수 67 67 67 67

집단 고정효과 Y Y Y Y

시간 고정효과 Y Y Y Y

집단 특수 시간추세 Y Y Y

공통상관효과 Y Y

회귀계수 동질성 가정 동질적 동질적 동질적 이질적

주) 각 집단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1%p 증가할 때 해당 집단의 다음해 고용률과 실질임금 증가율이 몇 %p 증

가하는지를 보여줌. 제(1)열과 (2)열의 괄호는 동일 집단 및 동일 시점 내 상관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제

(3)열과 (4)열의 괄호는 Pesaran(2006)의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해 계산한 표준오차임.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001～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이용.

<표 4-1>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증가율에 미친 영향: 연도별 자료, 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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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최저임금 영향력과 집단 정의도 앞 장과 동일하다. 자료의 주기만 월 단위에서 연 단위

로 변경했다.

<표 4-1>의 패널 A는 앞 장에서 월 단위 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고용률에 대한 결론이 자료

의 주기를 연 단위로 바꿔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

과는 집단 및 시간 고정효과만 통제하는 통상적인 고정효과 모형(FE)에서만 10% 수준에서 유의

하고 나머지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같은 표의 패널 B는 동일한 모형들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다음해 실질임금 증가율에 미

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31) 이를 보면 고용률에 대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그러한 효과가 모든 모형에서 1% 수

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상적인 고정효과 모형(FE)보다 집단 특수 시간추세를 

통제한 FELT 모형과 공통상관요인을 통제한 CCEP, CCEMG 모형에서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31) 실질임금의 분모는 소비자물가지수이며, 증가율은 로그 차분을 의미한다.

(1) (2) (3) (4) (5)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

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패널 A. 고용률

영향률
-0.047
(0.060)

-0.001
(0.013)

0.002
(0.005)

-0.008
(0.005)

* 0.074
(0.032)

**

관측값 927 927 927 927 927

집단 수 67 67 67 67 67

패널 B. 실질임금증가율 

영향률
0.482

(0.284)
* 0.593

(0.085)
*** 0.463

(0.083)
*** 0.548

(0.129)
*** 0.486

(0.219)
**

관측값 858 890 803 742 811

집단 수 62 65 61 63 60

집단 고정효과 Y Y Y Y Y

시간 고정효과 Y Y Y Y Y

집단 특수 시간추세 Y Y Y Y Y

공통상관요인 Y Y Y Y Y

회귀계수 동질성 가정 이질적 이질적 이질적 이질적 이질적

주) 집단별 각 산업 최저임금 영향률이 1%p 증가할 때 해당 집단의 다음해 각 산업 고용률과 실질임금 증가율

이 몇 %p 증가하는지를 보여줌. CCEMG 모형의 결과임. 괄호는 Pesaran(2006)의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해 

계산한 표준오차임. ***, **, *는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001～2017년 『경제활동인구조

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이용.

<표 4-2>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증가율에 미친 영향: 연도별 자료,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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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크게 추정되었다.

<표 4-2>는 동일한 분석을 주요 산업별로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모형은 CCEMG 모

형을 이용했다. 이 표의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실질임금 상승이 어느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공통된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저임금․불평등 개선 효과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국내 기존 문헌의 추정치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과대평가하는 음

(-)의 출판선택편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편향을 통제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실증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의 여러 메타분석 논문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둘째, 올해 6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주요 산업별로 보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셋째,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

으로 증가하며 그러한 반응의 통계적 유의성이 분석방법에 상관없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

선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이다. 정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의 강건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특정 

모형에 근거한 이론적 예상과 일부 사례만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가 경제 내 모든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수의 기업은 재화가격 또는 마진율 조정, 작업방식 개선 등 인원 축

소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 수준에서 고용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

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을 보여줄 뿐이다. 일부 한계부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감당키 어

려울 수 있다. 실직 노동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확대, 실업급여체계와 사회

안전망 개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하도급․프랜차이즈 구조 개혁, 상가임대료․카드수수

료 인하, 재정지원 확대 등의 지원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논의의 초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조치에 치우쳐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도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최저임금 위

반 사업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주휴수당 회피 목적 초단시간 계약, 휴게시간 

편법 운용, 임금 인상 없이 일자리안정자금만 수취하는 행위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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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와 경제체질 개선에 미치

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상 속도와 산입범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축소되어

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저임금․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장기

적 단계별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조세재정, 산업, 노동,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강화 조치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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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문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1.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 중 분수경로의 확장(주상영, p.9)을 위해 더욱 포

괄적인 정책 조합으로 접근할 필요

○ 근로연령층이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소

득을 확보함으로써 수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분배정책), 

실업급여와 근로장려세제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실업부조(취업성공패키

지)를 포함하는 재분배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노동자가 ‘풀타임 근무를 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한다는 차

원으로 최저임금에 접근

－ 최저임금은 이론적·실증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황선웅). 장기

적 관점에서 약자에게 불리한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는 기제로서 역할 

－ 중소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

고 있지만, 임대료 등 영세자영업자나 중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음. 우선순위 두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확대 및 

기한연장, 하도급업체와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공정거래위

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대책 시행 및 관련 연구 활성화 필요

－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증대 및 안정을 꾀할 수 없는 저임금, 근로빈곤층 가

구에 대한 재분배정책, 빈곤완화 정책도 요구됨.

○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업이라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

험 제도개선과 실업부조 또는 구직수당 등의 제도 조합에 대한 논의 확대

－ 자영업자와 단시간 근로자 등 기존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제

도개선 방향(소득기반 등)은 이미 구체적으로 논의 중.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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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으나 성과는 더디고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는 확대. 

실업부조나 구직수당 등 비기여형 제도가 실업급여보다 보장성이 낮은 단점

이 있으나, 이와 같은 환경 변화와 정책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구직수당 

등 비기여형 제도를 고용보험과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또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현금지원(한국형 실업

부조) 포괄범위 확대도 필요

－ 현재 취업상태이나 저소득인 근로자가구는 근로장려세제만 지원 받을 수 있

음. 불완전취업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취업상태에서도 수입이 일정액 이하

이면 공적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 근로장려세제 포괄성과 보장성 증대

－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EITC 최대적용소득구간, 최대급여소득구간, 최대

급여는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9.3%, 105.9∼138.3%, 42.3%이지만, 한국의 

경우 2018년 홑벌이 가구 기준 최저임금 대비 최대적용소득구간, 최대급여

소득구간, 최대급여는 각각 111.2%, 47.4∼63.6%, 9.8%에 불과함(강병구, 

2018 발표자료)

－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설계상 극빈가구의 빈곤해소에는 제한적인 역할. 빈곤

율 감소효과는 크지만 빈곤갭 감소폭 작음(김현경 외, 2016). 근로연령가구

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

－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는 각각의 정책목표와 기능이 있음.

○ 사회지출 확대

－ 사회지출 규모는 2016년 기준 9.7%로 OECD 평균 21.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2.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개선

⧠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임. 특히 가구 소득증대가 소비 확대

로 이어져 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증대가 소비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고, 이는 곧 욕구충족과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져야 성장이 의미를 지님.

○ ‘소득’이 이러한 질적인 차원의 개선을 담아내기 위해 조정된 처분가능소득

(adjusted disposable income) 지표 활용

－ 가처분소득에서 필수 가계지출인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차감한 소득(이

현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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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및 사회서비스 등 현물급여를 현금화하여 정의한 조정

가처분소득(유경준, 2018)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정책,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 의

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등 사회정책과 종합적으로 검토, 제도간 

정합성 강화

－ 소득보장/사회서비스, 현금/현물급여 사이의 역할 분담

3. 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활용

○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되는 탈산업화 과정에서 서비스부문 일자리가 저임금노동

확산, 불안정한 근로형태 확산과 더불어 나타나느냐, 서비스업종의 전문화와 근

로조건 보장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경로를 밟을 것인가(노대명, 2018 

발표자료).

○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변화로 인한 돌봄수요 확대,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일자리의 고용창출여력을 활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성 강화 vs 저임금·저부가가치 일자리 

4. 기타

○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모습

－ ‘경제민주화운동’은 기업의 노동자 소유를 통해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

고, 그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로 외화될 수도 있음. 

○ 적정한 공공부문, 공공일자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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