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입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
서 성장보다는 분배가 시장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음

득불평등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1)
- 더욱이 법인소득의 상당부분이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돌아가고 주주의 많은 사람이 서민이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기
능이 큰 세목이라 할 수 없음

-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원인을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인 것으로 규정하고 시장

- 따라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최선의 복지정책

을 통한 성장보다는 정부 개입을 통한 분배가

은 고용창출을 통한 전체적인 소득증대이며, 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는 성장과 투자활성화가 기본이 되어야 가능함

-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야의 복지경쟁은
도를 넘고 있으며, 복지재원 마련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재벌세 도
입’,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청년의무고용할당
제’, ‘비정규직 비율 의무감축’, ‘중소기업적합업
종’, ‘일감몰아주기 과세’, ‘순환출자 금지’ 등 고
용을 강제하고 경쟁을 억제하고 시장을 통제하
려는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성장을 제약하는 원인
으로 작용할 것이며, 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
의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경
제민주화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의 목소리도 높음

□ 본 연구는 고용의 결정요인과 법인세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
색하고자 함

- ‘고용 없는 성장’은 정부가 나서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자주 인용
되고 있으며, 고용을 강제하고 부유계층의 세금
을 인상해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려는 정책들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를 실증분석
을 통해 검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 특히 법인세는 부유한 자본가만이 부담한다는 잘못
된 인식하에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
하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팽배하고
있음.

- 법인세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여 성장을 둔화
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인식하에 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
리 잡고 있음

을 모색하고자 함

2. 고용의 결정요인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자기임금효과, 자본
과의 대체효과, 산출효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산출증가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
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법인세율의 인상은 자본비용의 상승을 야기하여

- 고용은 자기임금의 변화, 자본의 상대가격의 변

투자 및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용을 감소시켜 소

화, 산출변화에 반응하는데 이를 고용의 자기임

1) 한국조세연구원(2008)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되면 투자 증가를 통해 GDP가 0.38~0.5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경엽(2006)에 의하면
법인세 1조 원 인하 시 GDP 0.2~0.4% 상승하며, 법인세 인상은 소득분배와 연관성이 높은 근로소득을 감소시켜 오히려 분배를 미미하나마 악화시키는 것으
로 추정. Break(1978)은 법인세가 야기하는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함

2

KERI Insight 12-07

금효과, 대체효과, 산출효과로 정의하고 있음
- 전병유 등(2004)은 한국의 경우 노동의 자기임
금 탄력성은 -0.253, 대체탄력성은 0.633, 산출

∙ 김현숙(2004)에 의하면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심화됨

탄력성은 1.227로 추정하여 산출증가에 의한 고

∙ 김성태(2010)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법인세의 인

용증대 효과가 다른 효과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하가 투자 및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추정함

나타남2)
- 전승훈(2010)도 자기임금 탄력성은 -0.1359, 대
체탄력성은 0.3396임에 비하여 산출탄력성은
1.1784로 추정하여 산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김현숙(2004)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미
시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고용 간에는 음
의 추세를 갖는다는 것을 추정함
∙ 이영(2011)은 OECD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함

- 이와 같은 결과들은 고용창출에 있어서 임금보
조, 세제혜택과 같은 정책보다 성장을 통한 산
출증대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음
□ 법인세는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쳐
고용을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량 변화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침

- Harberger(1962)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는 자본
의 노동에 대한 상대가격을 하락시켜 요소수요
가 자본으로 이전되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소대체효과를 유발
- 법인세 인하는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최종생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최종생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거
나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산출이 증가하여 고
용이 증가하는 산출효과 발생

3. 실증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노동수요함수를 통해 성장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법
인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실증적으
로 연구하고자 함

-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화된 레온티
에프(Generalized Leontief) 비용함수에서 도출
되는 노동수요함수를 통해 추정함3)
- 법인세의 고용효과는 이영(2011)와 이병기(2011)
와 같이 동태 GMM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함4)

가) 노동수요 결정요인
□ 노동수요함수 추정 방법

- 이상의 두 효과가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

- 본 연구는 부록에 수록된 바와 같이 일반화된 레

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온티에프 비용함수(Generalized Leontief Cost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이 요구됨

Function)를 이용한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있

- 기존 연구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음5)
-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와, 요소의 투입-산출 비율,

2) 임금이 1% 오르면 고용은 0.253% 감소하고, 자본비용이 1% 상승하면 고용이 0.633% 증가하는 데 비해, 산출이 1% 증가하게 되면 고용이 1.227% 증가한다
는 의미
3) 모델설명은 <부록1> 참고
4) 모델설명은 <부록2> 참고
5) 추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모형으로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통해 유도하는 수요함수모형에서 발생하는 자본스톡의 측정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임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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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에 대한 비용함수를 통하여 노동수요함수
를 추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 생산요소만을 고려하여 추정함

있음
- 이는 임금 1% 상승하면 고용은 0.159% 감소하고,
자본상대비용이 1% 증가하면 고용은 0.398% 증

- 노동투입량은 산업별 취업자 수를, 노동비용은
평균임금을, 자본비용은 3년 만기 실질 회사채
수익률을, 산출량은 제조업 산출 지수를 사용함

가하며, 산출이 1% 증가하면 노동수요는 1.13%
증가한다는 의미임
- 제조업 분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도 일반적으

- 모든 자료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기별

로 산출증가에 의한 고용의 증가가 자본가격 하

자료이며 2004년 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

락이나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타 효과를 압도하

준으로 할인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2004년 4분

는 것으로 나타남

기를 기준으로 지수화 함

- 외환위기 이후를 대상으로 추정된 탄력성은 모

- 추정된 노동수요함수를 바탕으로 투입요소의 자

두 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된 탄력성의 크기에

기가격 탄력성(노동의 자기임금 탄력성), 투입요

비해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

소간의 편대체탄력성(노동의 자본에 대한 대체

후 노동수요가 과거에 비해 비탄력적으로 변모

탄력성), 그리고 각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탄력

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성(노동수요의 산출탄력성)을 추계함
□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탄력성 분석의 시사점
□ 노동수요함수 추정 결과

- 탄력성의 절대적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산출탄력

- IMF외환위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외환위
기의 구조조정이후 안정화된 기간이라 할 수 있
는 2000년대 이후를 따로 분석함

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성장이
고용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는 최근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노동수요가 비

-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유연성과 관련된 각종

탄력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 및 투

법안이 제정되고, 노동구조와 노사관계에 많은

자촉진으로 인한 산출효과가 다른 효과를 압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석은 의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위 결과를 통해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고용
없는 성장”은 잘못된 표현이며, 고용의 기반이

<표 1> 노동수요의 탄력성
항목

전 기간

2000년 이후

훼손되어 고용이 둔화되었으나, 성장과 투자촉

자기임금탄력성

-0.159

-0.076

진을 통한 고용창출이 다른 정책적인 방법보다

대체탄력성

0.398

0.191

산출탄력성

1.130

0.556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는 기존 연구결과

나) 법인세의 고용효과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자기임금 탄력성은 -0.159, 대체탄력성은 0.398
임에 비하여 산출탄력성은 1.130으로 추정되고

6) 이영(2011), 이병기(2011)의 모형을 참고하여 설정함. <부록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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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 GMM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직접효과 분석6)

- 한국신용평가의 KICS-9분류에 따른 제조업 24

개 분야의 회계자료를 이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앞선

을 통해 법인세의 직접효과를 분석함

탄력성연구를 통한 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임

- 자료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기업의 연
간 결산회계자료를 이용하였음7)

-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정책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법인세정책 역시 같

- 법인세율은 각 산업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
전순이익으로 나눈 평균실효법인세율이며, 산업

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별 노동증가율, 매출증가율, GDP증가율, 임금상
승률을 계산하여 Allerano-Bond 동태 패널

4. 요약 및 시사점

GMM모형을 통한 법인세의 직접 효과 분석
- IMF가변수는 외환위기 기간의 특이사항을 조정
하기 위하여 포함하였고 1998, 1999, 2000년은
1의 값을, 나머지 기간은 0의 값을 가짐

□ 우리나라 노동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여전히 성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외환위
기 이후 노동의 유연성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성장
의 고용창출효과도 작아지고 있음

- 고용의 산출탄력성 1.13으로 자기임금탄력성

□ 분석결과

-0.159와 대체탄력성 0.398에 비해 압도적으로
<표 2> 회귀분석 결과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전

종속변수: 당기노동증가율

체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비탄력적으로 변화하

독립변수

계수값

P-값

면서 산출탄력성은 0.556로, 자기임금탄력성은
-0.076으로, 대체탄력성은 0.191로 하락하였음

전기법인세율

-0.181

0.000

전기노동증가율

0.081

0.000

당기매출증가율

0.385

0.000

-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당기GDP증가율

0.959

0.000

당기임금상승률

크게 악화된 이유는 고용과 해고를 어렵게 하는

-0.747

0.000

IMF가변수

-0.019

0.018

Test명

통계량

P-값

Sargan Test

18.856

0.903

- 분석 결과 전기법인세율은 당기노동증가율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법인
세율을 1%p 인하할 경우 당기 노동증가율은 약
0.181%p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각종 법안이 신설되고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
로 노사관계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임
∙ IMF사태 이후 신설된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각종 법안이 오히려 대규모 파업 발생률을 높
이고 해고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
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악화되었음8)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관계가 발달한 우
리나라의 경제특성상 대기업의 노사분규로 중

- 위와 같은 회귀분석결과는 법인세의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게 작용함을 의미함.
-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산출증대는

소기업이 받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치적 개
입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9)

- 세계화와 글로벌 생산양식의 변화로 자본과 노

7) KIS-Value
8)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면서 전제조건으로 기업과 노조의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해고 시 대규모 파업과 같은 소요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해고대신 명예퇴직이
정착되면서 해고비용이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9) 정부가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노총이 국회에 입성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창설되는 등 시장질서가 아닌 정치논리에 입각한 노사관계로 변질되고 있
음. 또한 노총의 대정부 협상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노동자의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대기업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이 많아지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유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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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부록 1> 노동수요함수 추정

무대로 확대된 것도 산출효과를 약화시키는 원
인이 되고 있음
∙ 과거에는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면서
모든 부품을 단일 생산시설에서 생산하였으나,
지금은 모듈화를 통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

□ 일반화된 레온티에프 비용함수(Generalized Leontief
Cost Function)를 이용한 노동수요함수 추정

- 일반화된 레온티에프 비용함수는 노동수요함수
추정에 흔히 사용되는 함수 형태임

는 우수 하청기업과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생산방식을 따르고 있음
∙ 이와 같은 글로벌 생산양식의 변화로 기업이
해고와 고용이 수월한 지역의 노동자를 선호함
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의 산출효과가 낮아지고
있음

- 생산함수가 아닌 비용함수로 접근하는 이유는
생산함수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자본스톡에
대한 측정오차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임
- 식 (1)에서 C는 기업의 비용, Y는 산출을 나타
내며,  는 투입 i의 가격, t는 시간을 각각 의
미함

□ 고용에 대한 산출효과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자기임금탄력성이나 대체탄력성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규제 또는 임금보조와 같은 인위적인
고용부양책을 지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청년
의무고용할당제, 비정규직 비율 의무감축 등을

 


    

 

    

     





 



 

(1)

- 요소시장이 경쟁적이어서 기업이 가격수용자로
행동한다면 기업의 비용극소화 요소수요함수는
Shepard’s Lemma를 사용하여 식 (2)와 같이
유도됨(  는 요소 i의 수요량)

통해 고용을 강제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고용은 오히려 감
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2)

- 이를 Y로 나눈 식 (3)이 본 연구에서 추정할
□ 법인세의 고용효과도 0.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
은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전망임

노동수요함수임





- 법인세 인하의 반대논리는 대체효과로 인해 일
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법인세를 인상하여 복지재원을 늘려 소득재분배
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법인세의 인
상은 투자를 저해하고 생산을 둔화시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생산이 감소할 때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법인세 인상은 소
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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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식 (3)에서  는 투입-산출 비율,  는 요소



상대가격변화를 의미
□ 자료

- 식 (3)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자료는 1993년 1
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함
- 전기간의 효과와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2001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

지의 자료를 따로 추정

다음과 같음

- 종속변수

 
 

≠ 
   




∙ 투입-산출 비율에서 투입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
사에 제조업종사자수를 2004년 4분기를 기준으
로 지수화 하여 사용



 

(4)



- 요소간 Hicks-Allen 편대체탄력성은 다음과 같

∙ 산출자료는 2004년 4분기를 기준으로 지수화된
국민계정 상의 제조업생산지수를 사용

음. 밑의 식에서   는 j의 투입비중으로 0.4로
가정(전병유 등, 2005)

- 독립변수
∙ 요소상대가격은 자본비용을 노동비용으로 나눈

    (5)


것을 사용
∙ 자본비용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한 생산자물



 





   


- 투입 i의 산출탄력성

가상승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실질회사채수익률

 
      (6)

을 2004년 4분기를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사용



∙ 노동비용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제조업분
야 총임금자료를 생산자물가지수로 할인하여

<부록 2> Dynamic GMM 모형

2004년 4분기를 기준으로 지수화 한 자료를 사용
∙ 산출자료는 제조업생산지수를 사용함

□ 기본 모형

∙ 분기조정을 위한 분기 가변수를 사용
<표 3> 자료의 기초 통계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7)
           
             

변수

평균

종업원수

21893.79

1558.9

18282

24572

실질임금

1997400

469250.8

1164999

2800473

산출지수

84.8

33.7

35.9

155.4

(2011)의 연구에 사용한 패널모형과, 이병기

실질이자율

8.38

3.84

3.87

20.71

(2011)가 사용한 노동함수모형을 바탕으로 설정

- 식 (7)은 본 연구에 사용한 모형으로 이영

한 모형임. 노동증가율이 AR(1)의 모습을 보임
<표 4>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전 기간

을 가정한 패널동태모형임

2000년 이후

독립변수

계수 값

P값

계수 값

P값

요소상대가격

0.00250

0.000

0.00121

0.002

산출

0.00002

0.099

-0.00004

0.000

시간추세

-0.00019

0.000

-0.00004

0.006

2분기 가변수

-0.00015

0.614

0.00013

0.304

3분기 가변수

0.00059

0.052

0.00035

0.006

4분기 가변수

0.01362

0.000

0.00007

R-Square

0.963

0.609
0.979

□ 자료 및 변수설명

- 모든 자료는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상장기업
의 회계자료를 토대로 함
-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자료로 24개 제조
업 산업분류 중 소속 기업수가 현저하게 적은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와 “기타제

□ 탄력성 계산

- 노동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 즉 임금탄력성은

품 제조업” 분야를 제외한 22개 산업분류의 분
류별 평균값임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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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당기 노동증가율로 당기총종업원수

- GDP증가율과 매출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328
로 크지 않으나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를 전기 총종업원수에 로그차분한 값임

두 변수를 각각 제외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함
-    는 평균실효법인세율로 기업의 부의법인
<표 6> 매출증가율을 제외한 분석

세를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임

종속변수: 당기노동증가율

-    는 당기매출층가율로 당기매출액을 전
기매출액으로 로그차분한 값임
-    는 GDP증가율로 당기 GDP를 전기
GDP로 로그차분한 값임
-    는 당기임금상승률로 당기평균임금을

독립변수

계수값

P-값

전기법인세율

-0.093

0.002

전기노동증가율

0.133

0.000

당기GDP증가율

1.183

0.000

당기임금상승률

-0.742

0.000

IMF가변수

-0.027

0.279

전기평균임금에 로그차분한 값임

<표 7> GDP증가율을 제외한 분석

-    는 IMF가변수로 1998~2000년은 1의 값을,
나머지 기간은 0의 값을 가짐
<표 5> 자료의 기초 통계량

종속변수: 당기노동증가율
독립변수

계수값

P-값

전기법인세율

-0.161

0.000

전기노동증가율

0.085

0.0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당기매출증가율

0.408

0.000

노동증가율

0.031

0.217

-1.298

2.330

당기임금상승률

-0.752

0.000

평균실효법인세율

0.288

0.096

0

0.689

IMF가변수

-0.065

0.000

매출증가율

0.088

0.154

-1.015

1.203

GDP증가율

0.064

0.045

-0.083

0.132

- 위의 두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변수를 각

임금상승률

0.063

0.224

-1.979

1.408

각 제외하고도 추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적절하다고

□ Robust Check

- 본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Robust Check를 실시함. 특히 GDP증
가율과 매출증가율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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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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