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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에 이어

약 5%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갔다. 삶의 질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시간

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확대하

단축으로 인한 임금 상승압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겠다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이다. 그러나 노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

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자본가동률이 늘어나지

이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정비용을 낮춰야 하

않는다면 고용은 2019년에 10만 3천명, 2020년에

며,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관행

23만 3천명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는 악화되고 소

이 사라져야 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력적

득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자본가동률을 높이는데 초

렵고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어 고용에 따른

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을 개

고정비용이 매우 높다. 더욱이 줄어든 급여를 보존

선하여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탄력적

해야한다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에 있다. 따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

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큰 폭의 임금인상으로 이어

월~1년으로 확대하여 자본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질 것이다. 기업은 제품가격을 올려 추가 노동비용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자본가

과 줄어든 수입을 보존하려고 하겠지만 가격의 수

동률이 확대되지 않는 한 고용감소는 물론 모든 계

요탄력성을 고려하면 판매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결국 임금상승률이 가격상승률보다 높아 생산이 줄

더 크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중소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에 이어 근로시간

기업 비정규직의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

단축도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실패한 정

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니계수는 약 7%, 5분위배

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분율은 약 2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소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
성은 평균 1% 증가하고 자본가동률은 기존보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갖는 의미와 경
제적 영향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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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자본가

Ⅰ. 서론

동률을 최적화하지 못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
다면 고용감소와 근로자,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올 7

소득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음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재분배와 고용에

￮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1주 최대 68시간이던 근로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고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은 생산차질, 노사간 갈등, 생산비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요인들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소득감소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를 걱정하고 있음

고용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쉬움
￮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금, 생산

- 중소기업의 31.2%는 생산차질과 납기준수 곤란을

물 가격, 생산성, 자본장비율, 자본가동률, 노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19%는 구인난

수요와 공급, 소득계층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1)

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미치게 됨

- 대기업의 35.7%는 임금보존과 인력배치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그리고

￮ 따라서 본 연구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고용과 소

생산조절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추가고용에 따른

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수요(고용주)와

2)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음

공급(가계) 측면과 노동시장과 재화시장 그리고
수출입 등을 모두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

여 분석하고 있음

는 근로자들은 ‘돈 없는 저녁 싫다’며 불만을 제기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노동경직성과 임금체계를 고려하면 근
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 인상 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전체 근로자 중 약 420만 명 정도가 근로시간 단
축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3), 임금이

1) 중소기업중앙회(2018),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낮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4)

많아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2) 한국경제연구원(2018),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해야 하는 372개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우리나라는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고, 생산

3) 통계청, ‘취업시간별 취업자’의 54시간 이상 취업자 수를 의
미함

성과 관계없이 근로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기

4) 김상우(2018),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NABO 산업 동향 이슈 2월호」

때문에 고용에 따른 고정비용이 높아 추가 고용
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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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18)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Ⅱ. 근로시간 단축의 논쟁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조사 근로자 806만 3천명
중 약 11.8%에 달하는 95만 5천명이 연장근로시간 제
한 적용 대상자가 될 전망7)

1. 근로시간 단축 및 적용 대상자 현황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무(18시간)를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함으로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의 14만 9천명이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어, 총 적

은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

용대상자의 15.6%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30~299인 사업체의 근로자 43만 5천명과

￮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30인 이하 사업체의 근로자 37만 1천명이 적용 대

해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적

상자가 되어 총 조사 대상자의 84.4%가 중소기업

용할 계획에 있음

의 근로자임

-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

￮ 계약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20만 3천명으로 총 비

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며, 50인 이상

정규직의 12.0%가 적용 대상자이며, 정규직은 75만 1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천명으로 총 정규직의 11.8%가 적용대상자임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비정규직 적용 대상자 중 6.9%인 1만 4천명이 대

￮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민간에 적용됨으로써 기업

기업에 속해 있고, 나머지 92.1%인 18만 9천명이

5)

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

300인 이하에 근무하고 있음

-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부터, 30인 이상 299인

- 정규직 적용 대상자 중 18.0%인 13만 5천명이

이하는 2021년 1월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은

300인 이상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82.0%인

2022년 1월부터 적용

61만 7천명이 300인 이하에 속해 있음

￮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
(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

5) 규모별 공휴일 규정의 미적용 또는 일부 적용 비율: 300인
이상 8.9%, 100~299인 17.8%, 30~99인 28.3%, 10~29인
27.0%(2016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

송서비스,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축소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규칙

6) 전자 및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경쟁을 위해 주기마다 신제품
을 출시하기 위해 특정기간에 집중적인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종에 속함. 바이오 약품의 경우 동물 임상 시험 때 6개월
이상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가 요구되나 전공분야가 달라
전문 인력간 대체가 어려워 집중 초과근무가 요구됨. 게임개
발 업체의 경우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매
년 새로운 개임을 출시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업체도 특
정 기간 집중초과 근로가 요구됨. 스타트업은 3년 내에 생존
이 결정되기 때문에 2~3년 내에 사업활동을 해야 함

으로 정해지는 단위기간은 2주이며, 노사협약으
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임
-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특점 시점과 기간에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가동률과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6)

7) 국회예산정책처(2018)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설문대상자가 사업체의 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초과근로시
간을 줄여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대상자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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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해 월 임금은 평균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11.5% 감소하여 평균 37만 7천원이 감소할 것으

고임금 근로자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더 큰 영

로 추정됨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41만 7천원 감소하여 감

￮ 연장근로시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

소율이 7.9%인데 반해 30~299인 사업체 근로자

고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면

의 임금은 39만 1천원 감소하여 감소율이 12.3%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아 대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중소 기업간 격차가 심화될 전망

￮ 월 임금 감소율은 30~299인 사업체의 비정규직

￮ 또한 고임금 근로자보다는 저임금 근로자가 큰 영

근로자가 19%로 가장 크게 감소하며, 대기업의

향을 받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7.8% 감소로 가장 작은

와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감소폭을 기록할 전망

부작용을 초래할 전망

<표 1>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임금변화
전체 근로자

전체

수
(천명)

주당
노동시간
(천시간)

주52시간 초과자
시간당
임금
(원)

주52시간
초과
평균 월급여
노동시간
(천원)
합계
(A)
(천시간)

수
(천명)

시간당
임금
(원)

월 임금
급여감소
감소액
비율
평균(천원)
(%)
(B)
(B/Ax100)

8,063

332,017

19,421

955

6,475

3,284

13,161

377

11.5

비정규직

1,698

55,888

14,213

203

1,602

2,327

9,153

403

17.3

정 규 직

6,366

276,128

20,809

751

4,873

3,542

14,245

373

10.5

3,719

148,895

15,664

371

2,331

2,605

10,522

328

12.6

비정규직

922

28,830

12,635

113

828

2,164

8,589

370

17.1

정 규 직

2,797

120,064

16,661

258

1,504

2,799

11,368

314

11.2

2,887

122,670

18,584

435

3,198

3,182

12,609

391

12.3

비정규직

560

19,684

13,909

76

686

2,419

9,313

459

19.0

정 규 직

2,327

102,985

19,708

359

2,512

3,344

13,306

381

11.4

1,457

60,453

30,670

149

946

5,271

21,353

417

7.9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

비정규직

216

7,374

21,754

14

88

3,126

12,771

304

9.7

정 규 직

1,242

53,079

32,216

135

858

5,498

22,263

427

7.8

자료: 김상우(2018),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NABO 산업 동향 이슈 2월호」, [표 5]와 [표 6]을 이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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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논쟁

- 따라서 가격탄력성이 임금탄력성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  ≥  ), 고용주는 임금인상분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1) 이론적 배경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줄일 이유가 없음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이 증가

-

반면

임금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  ), 고용주가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가 크게 감



하기 위해서는 임금, 재화가격, 자본과의 대체성,
노동 총량 등이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변하지 않

소하여 수입 감소가 커지기 때문에 임금비용을 소비자

8)

는다는 강한 가정이 전제되어야 함

에게 전가하기 어려워져 고용이 감소하게 됨

￮ 그러나 임금, 가격, 생산요소간 대체성 등이 노동
시간 단축에 반응한다면 고용은 감소, 중립, 증가
할 수 있음

8)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  )와 근로시간(  )을 선택
한다고 가정할 때 자본과 노동의 대체를 무시하면 고용에 대
 


 
한 수요함수는               으로
 


 

정의할 수 있음. 여기서  은 고용량 변화를 의미하며, 



은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  는 임금변화율을, 



는 재화의 가격변화,  는 근로시간 변화,   는 생산규모

에 대한 노동시간 탄력성을 의미함. 여기서 임금과 재화의
가격이 고정되어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의 감소

(    )는      만큼 고용증가로 귀결됨.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이유
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sticky)을 들고 있음

▫Borsch(2002)는 보다 일반화된 모형을 통해 임금
과 가격이 노동시간 단축에 반응한다면 고용은 감
소하거나, 중립적이거나,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음9)
￮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요인별로 정리하
면 <표 2>와 같음

▫(임금과 가격인상 효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상승 요인으로 단체협약, 고정비용, 생산성 향

9) Borsch(2002)는 근로시간 변화와 고용 변화와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여기서  는 생산규모에 대한 고용 탄력성, 는 재화가격에

상, 근로자의 선호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재화의 가격은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
량과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시간



대한 수요탄력성,  임금에 대한 노동시간 수요탄력성,  는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생산규모에 대한 고용탄력성을 의미함.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
구하고 임금이 충분히 올라 급여가 완전히 보상되고
(    ), 생산 감소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통해 수입
을 완전히 보존할 수 있다면(    ), 고용이 변하지 않거나
증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소득과 기업의 이윤은
불변이지만, 총노동공급(  )과 생산량은 감소하게 됨
  이고, 생산량 변화에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전혀 변하
지 않는 경우(    )일 때도, 고용은 전혀 변하지 않음. 그러

가격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표 2>에서 보듯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비용
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증가한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노동수요가 변하게 됨
-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비용상

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이 감소(    )하거나, 임금

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여지가 많고 반대로 탄력성

은 충분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수요탄력성이
 ≺ ≺  여서 수입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가격
을 올리지 못한다면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고용도 감소하게 됨

이 클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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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요인
이론적 배경

임금과 재화가격

고용 증가/불변

고용 감소

수입보존 ≥ 급여보존

≥



수입보존 ˂ 급여보존





고정비용

한계편익 ≥ 한계비용 + 단위당 고정비용

한계편익 ˂ 한계비용 + 단위당 고정비용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 생산규모 감소

노동생산성 향상 ˂ 생산감소

자본가동률

자본가동률 ≥ 생산규모 감소

자본가동률 ˂ 생산규모 감소

자본대체효과

자본대체효과 ≥ 규모효과

자본대체효과 ˂ 규모효과

근로시간 단축 주체

고용주

정부 & 노조

근로자의 선호

여가의 한계효용 ˃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

주:   임금에 대한 노동시간 수요탄력성,

는

여가의 한계효용 ˂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

재화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 와  는 생산규모에 대한 노동시간과 고용탄력성을 의미함

▫(고정비용 효과) 근로자와 관련된 고정비용은 교육

￮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증가 효과가 근로시간 단

비용, 고정적으로 요구되는 근무준비시간, 생산성

축에 따른 생산감소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

과 괴리된 임금체계,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는다면 고용이 증가하게 됨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발생함

- 생산성 향상은 단위당 노동비용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10)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증가와 실업감소로 이어지게 됨

￮ 고정비용이 높으면 신규고용보다 기존의 근로자
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 KDI(2017)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 40시간으

고정비용이 높을수록 신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로 단축한 2004~11년에 근로자 1인당 실질근로

감소하게 됨

시간은 2.9% 감소하고 실질부가가치 산출(노동생
산성)은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고용주는 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얻는 편익이 최소

한 한계비용에 단위당 고정비용보다 높아야 고용

￮ McKinsey(1994)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

하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

간으로 단축되고, 자본가동율(utilization)을 최적

에 따른 고용감소효과가 커지게 됨

화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 McKinsey(1994)는 총 노동비용에서 고정비용이 차

있다면 생산성이 10~30%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

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되어

￮ Borsch(2002)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굳

있고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우 고정비용

이 근로시간 단축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로자가 근로시간 탄력제를 원치 않거나 자본가동
률이 제약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생

▫(생산성 향상과 자본가동률 효과) 근로시간 단축은 피

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

로완화, 집중근로, 인력재배치,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10) 실업률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와 근로자간의 생산성
에 차이가 없다는 조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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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엽·이규용(2001)은 1989~1991년 법정근로시

▫(자본대체효과)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의 사용
자 비용이 증가한다면 자본으로의 대체효과가 발

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은 3.8% 감소하고, 시간

생하여 고용이 감소할 수 있음

당 임금은 1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시간감소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더 상승하여 급여

￮ 자동화 및 최신 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경우

는 오히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4.7% 증가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규모가 커져 고용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증가하는 산출효과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

- 제조업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모형을

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증감의 여부는 산출효과와

이용하고 있어 고용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

대체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하는데 실패한 결과로 해석됨

-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왔지만 여전히 산출량 증가가 고용에

￮ 남성일(2002)은 1982~2000년 분기별 자료와 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시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
과를 분석하고 있음

- 조경엽·오태연(2012)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의 산출탄력성은 0.56으로 자기임금탄력성 –0.08, 대

-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시간 단축하면 실근

체탄력성 -0.19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로시간은 2.3시간(5.8%) 감소하고 명목임금은 단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탄력성을 상쇄하

기적으로 2.8%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14% 인상되

기 위해서는 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촉진을 유

어 취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임

도할 필요성이 높음

- 남성일(2002)은 거시계량이긴 하지만 일반균형 분석

을 이용하고 있어 고용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2) 실증분석 사례

못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평가됨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

￮ 김유선(2008)은 1980~2007년 분기별 자료를 이

고 임금상승으로 급여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

용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과 실질임

타나고 있음

금 변화를 추정하고 있음

￮ Hunt(1996)은 1985~1995년간의 독일 Socio-

- 법정근로시간이 10% 감소하면 실근로시간은 8%

Economic Pannel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1시간 근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

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2~3% 증가하고 고용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

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로소득이 크게 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고용

- 주 40시간에 1시간 감소는 2.5%의 근로시간 단축

추정하고 있음

은 8.5%(취업자)~13.1%(근로자) 증가하는 것으로

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이 2~3% 증가하면 근로시
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가 임금 상승으로 충분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소득이 오히려 증가했음에

보존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

- 결국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는 특정 부분에 국한된 부분균형 모형에 의존하고

‘노동시간 단축-임금상승’의 혜택을 주지만 전반적

있거나 고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를 통제하는

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

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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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시작하지만 근로

Ⅲ.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영향

시간 단속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8년의 근로시간 단축은 분석에서 제외함

1. 분석모형

￮ <표 3>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비중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1.19%, 정규직이 1.62%에 달함

▫본 연구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고용과 소득재분
￮ 중소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연장근로시간이 제

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적합하도록 조경엽

한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3.49% 단축되고 정규

(2018) 모형을 수정·보완하였음

직은 2.44%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가정함

￮ 조경엽(2018) 모형은 완전 동태모형으로 가계는 10

-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분위 소득계층으로 분류되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

시작되지만 이는 분석에서 제외함

기업으로 분류된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에 속함
- 또한 각 산업의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고 비자발적 실업이 내생화되어 있음

11)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조경엽(2018) 모형
을 수정·보완하였음
11) 조경엽(2018)은 Blanchflower and Oswald(1995)의 임금
곡선(wage curve)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을 모형에 반영하
고 있음.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을 모형화하는 방법으로
매칭이론, 효율임금(efficiency wage), 부문간 이동
(migration) 이론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이론 모두
임금과 실업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임금곡선(wage

- Toedter(1988)와 같이 총노동공급( )은 근로시간
(  )과 근로자(  )로 구성된다고 가정함

12)

- 두 번째는 노동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노

동시장에서의 진퇴입이 단위당 고정비용과 Mark-Up의

 
curve)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여기서 좌


13)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모형을 도입했다는 점임



변은 명목임금( )을 물가(  )로 나눈 실질임금을 의미하며,

 은 실업률을 의미하고, 는 임금에 대한 실업탄력성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 임금탄력성은 전재식(2006)이 추정한
정규직 0.122, 비정규직 –0.102, 대기업 0.118, 중소기업
0.144를 사용하였음

￮ 각 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근로자와 연장근로
시간을 선택하며, 소비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비와 여가시간(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모형으로
14)

요약할 수 있음

  로 복합되어 부가가치
        )를 결정하게 됨



   
12)    

(  

2. 전제조건 및 분석 시나리오

13) 불완전경쟁하의 기업의 진퇴입을 결정하는 모형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문영석·조경엽(2005) 참조

(1) 전제조건

14) 기업이 직면한 노동비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if 
 ≥ 

      if  ≤ . 여기서 는 임금,  는 법정근
 는 법정
로시간(40시간), 는 연장근로시간 프리미엄,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는 고정비용을 의미함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52시간 초과 근로시간
이 총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근로시간
이 단축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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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연장근로시간 감소에 대한 전제조건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2019

2020

비정규직

1.19

1.19

정규직

1.62

1.62

비정규직

0.00

3.49

정규직

0.00

2.44

주: <표 1>을 기초로 비중 추정

<표 4> 분석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

노동생산성과 자본가동률 없는 경우

시나리오 2

노동생산성 향상:
- 대기업 정규직 0.62%, 정규직 0.84%, 중소기업 비정규직 1.81% 비정규직 1.27% 향상
자본가동률: 전체 고용이 줄지 않는 선에서 자본가동률을 사후적으로 선택

(2) 분석 시나리오

- 이는 근로시간이 1% 감소할 때 노동생산성 0.52%

증가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표

▫생산성 향상과 자본가동률의 유무에 따라 시나리

3>의 연장근로 단축 비중에 곱하면, 대기업의 비정

규직 생산성은 0.62%, 정규직은 0.84% 향상되고,

오를 2가지로 구성함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1.81%, 정규직은 1.27% 증
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1% 증가함

￮ 시나리오 1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
성 향상과 자본가동률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분석결과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그

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본을 필요한 시점에 추가 가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자
본가동률이 늘어나지 않고 생산성 향상도 이루어

▫<표 5>에 나타난 시나리오 1의 결과에서 보듯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생산성과 자본가동률 향상을 수반하지 않고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고용은 2019년에 약 10만 3천

￮ 시나리오 2에서 노동생산성은 KDI의 추정과 같이

명, 2020년에 23만 3천명 감소할 전망

증가한다고 사전적(ex ante)으로 가정하고 자본
가동률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소한 고용이 감소

￮ 대기업의 경우, 2019년에 비정규직 고용은 1만 7

하지 않도록 수차례의 모의실험을 통해 사후적

백 명이 감소하고 정규직 고용은 약 8만 5천명이

(ex post)으로 선택하였음

감소할 전망임
- KDI(2017)는 2000~11년에 실시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노동생산성

은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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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로시간 단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의 고용감소는 17

축이 적용되는 대상이 많고 고정비용이 비정규직

만 2천명에 달해 총 고용감소는 23만 3천명에 달

보다 높기 때문에 정규직의 고용감소 효과가 크게

할 전망

나타나고 있음

15)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는 9만 3천명에 달

-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임금상

해 정규직 고용감소보다 1만 5천명 많을 전망

승률이 가격상승률보다 커서 생산이 감소하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이 비정규직이
3.49%로 정규직 2.44% 보다 많기 때문임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할 경우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을 보존하는 비율이 가격을
통해 기업이 수입을 보존하는 비율보다 크기 때문

￮ 계약 형태별로 정규직이 13만 4천개 감소하고 비

에 생산을 줄이고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

정규직이 10만 1천개 감소할 전망이며, 기업 규모

고 있음

별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 2천개 감소하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감소를 보존하기

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 1천개 감소할 것으로

위해 노사간 갈등이 표면화된다면 고용감소는 불

추정됨

가피할 전망

▫<표 5>의 시나리오 2에서 노동생산성은 KDI의 추

￮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의 중소기
업의 고용변화를 보면, 비정규직 고용은 1만 3천

정과 같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자본가동률을 최

명 증가하고 정규직 고용은 약 2만 1천명 감소하

소한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수차례의 모의실험

여 총 7천 5백명의 고용이 감소할 전망

을 통해 사후적(ex-post)으로 선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중소기업 고용의 증감여부는 대기업의 생산감소 여

파와 대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유입 정도에 따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최신장비에 대한 투자

라 결정됨

로 자본가동률이 최소한 5% 증가할 경우 2019년

- 비정규직의 고용이 증가하고 정규직의 고용이 감소

에 고용이 6천 6백 명 증가하고 2020년에 4천 8백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명 감소하여 총 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낮기 때문임

전망됨

￮ 근로시간의 단축이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면 2020
년 대기업의 고용은 6만 1천이 감소하여 2019년
보다 고용감소폭이 3만 4천명 줄어들 것으로 추
정됨
- 이는 중소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몰

리면서 임금 증가폭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됨

15) 본 연구는 정규직의 고정비용은 총임금의 12%로 가정하였
으며, 비정규직의 고정비용은 총임금의 7%로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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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효과
(단위: 천명)

시나리오 1
2019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시나리오 2
2020

2019

2020

비정규직

-10.7

-7.4

0.2

-0.7

정규직

-84.7

-53.9

5.0

-10.4

소계

-95.4

-61.3

5.3

-11.1

비정규직

13.4

-93.3

21.0

-2.1

정규직

-20.9

-78.7

-19.8

8.4

소계

-7.5

-172.0

1.2

6.3

비정규직

2.7

-100.6

21.3

-2.8

정규직

-105.7

-132.5

-14.7

-2.0

합계

-103.0

-233.1

6.6

-4.8

<표 6> 연장근로시간 단축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BaU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지니계수

5분위 배분율

지니계수

5분위 배분율

지니계수

5분위 배분율

2019

0.36

5.76

7.0

19.7

5.8

13.7

2020

0.36

5.76

7.9

21.3

6.2

14.9

주: 본 연구는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사회복지 지출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어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5분위배분율과는 차이가 있음

￮ 모든 사업체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2020년을 보

(2)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면, 시나리오 1의 경우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감소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소득격

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

감소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심
화되고 있음

￮ 시나리오 1의 경우, 지니계수로 추정된 소득재분

￮ 반면 시나리오 2의 경우 자본소득을 포함하면 모

배는 7.0%~7.9% 악화되고, 5분위 분배율로 추정

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된 소득격차는 19.7%~21.3% 확대될 전망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

￮ 시나리오 2의 경우, 지니계수로 추정된 소득재분

화되고 있음

배는 5.8%~6.2% 악화되고, 5분위 분배율로 추정
- <표 7>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의 변화율이 소득계층

된 소득격차는 13.7%~14.9% 확대될 전망

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만을 고려
하면 소득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표 6>에서 보듯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

평가됨

차가 심화되더라도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질
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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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장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시나리오별·소득계층별 소득변화
(단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2019
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2020

비정규직

정규직

2019

비정규직

정규직
-

2020

비정규직

정규직

-

-

비정규직

W01

-

-

-

-

W02

-

-3.0

-

-2.9

W03

-5.9

-2.9

-5.2

-3.5

-0.7

0.9

-1.1

0.2

W04

-4.5

-3.0

-3.5

-2.2

-0.1

0.5

-0.7

0.3

W05

-5.0

-2.9

-4.1

-2.6

-0.3

0.7

-0.8

0.3

W06

-5.0

-2.8

-4.1

-2.7

-0.3

0.7

-0.8

0.3

W07

-4.7

-3.0

-4.0

-2.5

-0.3

0.6

-0.7

0.3

W08

-2.9

-2.7

-2.0

-1.1

0.3

0.3

-0.2

0.3

W09

-2.5

-2.8

-1.8

-0.9

0.3

0.2

-0.1

0.3

W10

-1.4

-2.6

-0.9

-0.2

0.5

0.1

0.2

0.4

W01

-

2.6

-

-4.0

-0.6

5.0

-4.1

2.5

W02

0.9

2.7

-4.9

-3.7

W03

0.4

2.8

-5.7

-4.3

2.4

3.1

0.1

1.2

W04

1.9

2.6

-4.0

-3.0

2.1

3.3

0.0

1.2

W05

1.4

2.7

-4.6

-3.5

2.7

2.8

0.4

1.3

W06

1.4

2.8

-4.6

-3.5

2.5

3.0

0.3

1.3

W07

1.7

2.7

-4.5

-3.4

2.5

3.0

0.3

1.3

W08

3.6

3.0

-2.5

-1.9

2.5

2.9

0.4

1.3

W09

4.1

2.9

-2.3

-1.7

3.1

2.6

0.9

1.3

W10

5.3

2.8

-1.4

-1.0

3.1

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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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2

3.2

1.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

Ⅳ. 정책적 시사점

되지 않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재
분배가 악화될 전망

▫이상의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이렇게 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취지와 달리 저소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득층의 소득을 감소시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오

노조의 투쟁이나 정부의 규제로 임금이 인상된다

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면 ‘일자리 나누기’정책은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
어져 실패할 전망
￮ ‘일자리 나누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시행규칙에

따라 2주로 되어 있으며, 노사협약으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취업규칙에 따른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고 노사협약으로 1년까지
16)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필요한 시간에 필요

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자본가동률을 최적화할 때 생산성이 향상되
고 생산량과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확대 또한 근로자의 생

산성 향상과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고정비용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봉급제로 되어 있어 근로

연수가 늘어나면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이 증가
하고 있어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6) 유럽연합은 4개월 이내 단위기간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단
체협약으로 단위기간을 1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음. 독일
은 6개월 또는 24주 이내는 단체협약없이 가능하고, 단체협
약에 의한 경우 12개월 단위기간으로 운용 가능하며, 일본
은 취업규칙에 의한 1개월 단위가 노사협정으로 1년 단위
가 가능함

- 정규직의 경우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다는 점

도 고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유
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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