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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미

금 간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노동

시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시 자료

조합조직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0.07% 상승하는 것으

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우리나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17년 물가상승률의

라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별·지역별

25%를 최저임금 조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이 물가 간에 유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

한 관계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단의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사이에는 유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 받

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

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변화하게 될 때 가격 변수들이 유

금 관련 노동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통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1∼1.23% 올라가는 경향

해 확인 할 수 있는 시사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물

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분석기간

가상승이나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으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히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각각 0.82∼3.00%와 3.07∼39.59%가 최저임금 조정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더욱 효과적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물가와 최저임

I. 서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
을 생산품 가격에 전가하여 물가상승을 초래할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인상), 2019년 8,350원(10.9% 인상)으로,
2008~2017년의 연평균 상승률(약 6%)에 비해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20년에는 8,590원으로 2.9% 인상하여 상승폭

이 낮은 수준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산업계
와 노동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법
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
시에 최저임금인상 기조를 유지
- 산업계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

상률이 높아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 예상
-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아 노동자들의 임
금수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선
행연구들은 주로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에 집중되
어 있으나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로 사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비용의
상승이므로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시도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여 미숙련 노동자들을 자

본으로 대체할 유인 존재
- 정규직 노동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규

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 유인 존재
-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

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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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
지 영향들 중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함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하기 위
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활용한 분석과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시도

Ⅱ. 선행연구

□ Lemos(2008)는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 및 비교

□ Katz and Krueger(1992)는 텍사스의 패스트푸
드 레스토랑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주정부의 최
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

◦대체로 기존의 연구가 미국의 최저임금이 10%

◦최저임금이 인상된 기간에 패스트푸드 산업의

□ Wadsworth(2010)는 영국의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가격을 비교
하여 최저임금이 영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

고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 늘어났으며, 해당 산
업의 가격 또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결과 보임

□ Card and Krueger(1995)는 다양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가격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
금과 물가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
□ Aaronson(2001)은 미국과 캐나다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레
스토랑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가격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1%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임
- 레스토랑 가격이 일반적으로 임금 법안의 변경과

함께 상승하고, 법률이 제정되는 기간에 집중적
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Aaronson et al.(2005)과 MacDonald and
Aaronson(2006)에서는 최저임금 변화에 대응해
일부의 제품 가격이 변화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많은 매장에서 가격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임

증가할 때 식품가격을 4% 이상, 전체적인 가격
수준을 0.4% 이하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산업(국
내 서비스, 호텔 서비스, 구내식당, 테이크아웃
식품)의 상품 가격이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다른 산업의 상품가격보다 연평균 0.5∼2%p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승복(2015)은 투입산출(Input-Output) 모형을
통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
구 부가조사의 2006∼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임금은
1% 상승하며 이에 따라 물가는 약 0.2∼0.4%

상승한다는 결과를 제시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미시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우리나라는 지역이나 산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 Lemos(2006)는 브라질 최저임금과 지역별 물가
지수의 월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물가는 최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시 자료를 활용
한 분석에서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실증분석
에 사용할 수 없음

저임금이 인상된 달에는 1.3% 증가하고, 최저

- 그러나 동일한 최저임금에도 산업별·지역별로 임

임금인상 2개월 전에는 1.1%, 2개월 뒤에는

금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1.4%가 증가한다는 결과 보임

노동자의 비율은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에 영

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생산자물가지수 및 외식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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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이 물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최저임금적용자: 당해연도의 최저임금보다는 시

간당 임금이 높지만 차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물가와 최저임금사이에 내
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노
동조합조직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

못하는 경우

□ 산업별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 비율을 살
펴보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적게 요구하는 직종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비율이 높은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Ⅲ. 미시 자료 분석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협회 및 단체·수

1.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

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율이 낮은 업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

가. 산업별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비율

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출판·영상·방

□ 본 분석에서는 산업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인상
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
사』 원시자료를 활용

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광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민간부문의 전 산업 중 33,000개의 표본
사업체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종사자를 추출하여 월급여, 노동시간, 고용형태
등을 조사한 자료1)
◦신우리 외(2019)의 연구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
여 최저임금 산입범위2)에 부합하는 최저임금미
만자, 최저임금영향자, 최저임금적용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하여 분석과정에 적용3)
- 최저임금미만자: 시간당 임금이 당해연도의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해당 근로자의 비
율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척도

(measure)로 볼 수 있음
- 최저임금영향자: 차년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제시
2) 2018년까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의 합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19년부터는 기본급과 통상적수당 외에도 최저임금의 25%를 초
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포함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업종을 고려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산출. 이후에 구
성하는 평균연령, 여성근로자의 비율, 고학력 근로자의 비율 등의 변수들도 모두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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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업별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2010∼2017년 평균)
(단위: %)
대분류

최저임금미만자

최저임금영향자

최저임금적용자

B

광업

1.98

3.03

1.05

C

제조업

2.85

5.05

2.20

D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0.23

0.44

0.20

E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74

4.19

1.45

F

건설업

1.79

3.15

1.36

G

도매 및 소매업

10.08

14.57

4.49

H

운수업

9.92

13.07

3.15

I

숙박 및 음식점업

22.04

31.15

9.11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5

3.09

1.24

K

금융 및 보험업

7.94

8.85

0.91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78

29.78

8.00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8

2.09

0.81

N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19

7.08

2.90

P

교육 서비스업

3.39

5.01

1.6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1

6.89

3.37

14.96

20.65

5.70

9.88

14.89

5.01

7.08

10.17

3.09

전 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0∼2017년

◦  는 순수 오차항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별 생산자 물가지수가 추정식 (1)을 따른다고
설정
                 

(1)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0∼2017년의 산업별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식
(1)과 (2)를 추정 4)
◦단, 산업대분류 중 생산자 물가지수가 제공되지
않는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산업에 대

◦   는  시점 산업  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로그
값
◦  은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설명변수로, 최

한 생산자 물가지수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
- 전체 산업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의 차이라고 가정

저임금미만자, 최저임금영향자, 최저임금적용자
로 설정
◦   는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통제
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종업원 수5), 여성
근로자의 비율, 고학력 근로자의 비율을 통제하
였으며, 산업별 총매출액6)을 가중치로 사용

◦ 는 산업의 고정효과
4) 식 (2)는 ‘3. 최저임금의 가격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 제시
5) 종업원수 변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산업분류별 총종사자수를 활용하여 구성
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각 기업의 매출액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의 산업대분류별 매출액을 사용. 『고용형태별 근로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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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생산자 물가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7.1

7.2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10.2

10.0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3.1

3.4

생산자 물가지수

98.2

5.7

매출액(천억원)

1,596

3,308

종업원 수(천명)

927.2

875.5

여성근로자 비율(%)

37.2

20.7

고학력 근로자 비율(%)

51.7

20.9

평균연령

42.1

4.5

관측치 수

136

자료: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0∼2017년
2)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10∼2017년
3)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0∼2017년

□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산업
단위에서 최저임금미만자의 비율은 평균 7.1%, 최
저임금영향자는 10.2%, 최저임금적용자는 3.1%이
며, 산업별 평균 생산자 물가지수는 98.2임

◦로그-물가지수에 대한 양의 관계는 최저임금에

◦산업별 평균 매출액은 약 159조 원이며, 종업원

- 최저임금 영향자 및 적용자 집단 비율이 각각

수 평균은 93만 명, 여성근로자 비율은 37%이

1%p 높아지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약 0.89%와

며,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

1.68% 올라간다는 결과를 보임

한 고학력 근로자의 비율은 52%, 근로자의 평

*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기존 임금

균연령은 약 42세로 나타남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다른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며, 변수 사이의 상
관관계가 더 크고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 새로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집단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게

다. 분석결과
□ <표 3>에서는 산업단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
석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
율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
과를 제시

될 근로자 집단의 규모에 영향 받음을 보여줌

◦다른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 및 근
로자 평균 연령은 로그-물가지수에 대해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나 여
성 근로자 비율과 고학력자 비율의 계수에 대
해서는 유의한 추정치를 얻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집단의 비율과 로그-물가
지수 사이에 유의하지만 약한 양(+)의 상관관계
를 확인할 수 있음
- 최저임금미만자 비율이 1%p 높아질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대략적으로 0.77%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실태조사』에서 구성한 변수에서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기업을 반영하는 변수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 대한 매출액을 제공하는 통계청의 자료를 사
용하여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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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미친 영향
(1)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2)

(3)

0.00769*
(0.00393)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0.00888**
(0.00331)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종업원 수(천명)
여성 근로자 비율
평균연령
고학력 근로자 비율

0.0000796
(0.0000893)
0.0242**
(0.00977)
-0.00212
(0.0256)
-0.0179***
(0.00304)

0.0168***
(0.00401)
0.0000619
(0.0000753)
0.0275**
(0.00942)
-0.00663
(0.0240)
-0.0191***
(0.00288)

0.0000720
(0.0000787)
0.0250**
(0.00898)
-0.00673
(0.0228)
-0.0184***
(0.00280)
17
136

산업수
관측치 수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3) 모든 분석에는 연도더미변수를 통제하였고 산업의 매출액을 가중치로 사용

2. 지역 외식비에 미친 영향

- 지역별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미만자,

최저임금영향자, 최저임금적용자에 속하는 근로
자의 비율을 계산하여 분석에 적용7)

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비율
□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에 대
한 지역별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

◦지역별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
율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영향자 근로자 집단 비
율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순으
로 높게 나타나고, 울산, 경기도, 서울 순으로

◦『지역별고용조사』는 약 23만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고용현황 정보를 조사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지역 간 산업 구조의 차이

- 2008년 연간조사로 시작하여 2010년 4분기부터

분기별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
지는 반기별로 조사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을 받는 산업 부문이라 볼 수 있는 전문·과학 및 기
술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지역별 고용조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와 달리 임금을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
하기는 어려움

제조업이 지역 산업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높
은 순위에 위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주된 직장에서의 월평균임금을 주업에서
의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 변수를
생성하여 최저임금미만자, 최저임금영향자, 최
저임금적용자를 설정

7) 반기별로 제공되는 지역별고용조사의 최저임금관련 변수를 연도별로 평균을 하여 분석에 적용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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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2013∼2018년 평균)
(단위: %)
최저임금미만자

최저임금영향자

최저임금적용자

서울특별시

10.16

13.32

3.16

부산광역시

13.09

17.18

4.09

대구광역시

14.19

18.37

4.18

인천광역시

11.41

15.02

3.61

광주광역시

12.02

15.61

3.59

대전광역시

11.34

14.83

3.49

울산광역시

7.80

10.15

2.35

경기도

9.62

12.81

3.19

강원도

16.38

20.55

4.17

충청북도

11.41

14.95

3.54

충청남도

11.26

14.31

3.05

전라북도

13.81

17.54

3.73

전라남도

16.69

20.62

3.93

경상북도

14.72

18.66

3.95

경상남도

11.40

14.61

3.22

제주도

16.24

20.26

4.02

전 체

10.96

15.54

4.58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3∼2018년.

나. 자료 및 분석방법

- 최저임금을 제외한 다른 통제변수로 지역별 경제

활동인구, 지역별 고용률을 사용하며, 가중치로는

□ 지역 외식비 분석의 추정식은 앞의 분석과 동일한

지역별 1인당 GRDP를 사용8)

추정식 (1)을 활용하였으며, 좌변의  를 지역

 의 외식비 품목별 로그-가격으로 설정하여 분석
◦본 분석에서 사용한 외식비는 냉면, 비빔밥, 김
치찌개백반,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의 평균 가
격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외식비 가격은 『지방
물가정보』를 이용하여 구축

□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
보면, 분석기간 동안 최저임금미만자의 평균 비율
은 11.0%, 최저임금영향자는 15.6%, 최저임금
적용자는 4.6%
◦주요 외식비 품목의 평균값은 냉면 7,166원, 비
빔밥 6,657원, 김치찌개 5,491원

- 『지방물가정보』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30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시도별·품목별로 제공

하는 자료로 2011년 9월부터 월단위로 제공
* 항목별 외식비를 연도별로 평균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2015년 기준)를 사용한 실질가격을 적용

◦지역별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평균값은 169만명 정
도이며, 평균 고용률은 60.7%, 1인당 GRDP 평
균은 3,337만원 수준

◦  은 『지역별고용조사』로부터 생성된 최
저임금미만자 비율,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최저
임금적용자 비율을 말함

8)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 2013∼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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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초통계량(지역 외식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11.0

2.71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15.5

4.02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4.6

2.09

7,166

518.2

냉면가격(원)1)
비빔밥가격(원)

1)

6,657

635.9

김치찌개가격(원)1)

5,941

347.0

삼겹살가격(원)1)

12,557

1265

4,473

267.7

삼계탕가격(원)1)

12,156

805.1

칼국수가격(원)1)

6,001

430.9

경제활동인구

1,697

1,713

자장면가격(원)

1)

고용률
1인당 GRDP(천원)
관측치 수

60.7

2.83

33,365

11,032

96

자료: 1) 외식비가격을 기준으로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는 1인분(보통)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삼겹살은 200g으로 환산
한 가격을 나타냄
1.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 2013∼2018년.
2. 행정안전부, 통계청, ｢지방물가조사｣, 2013.01∼2018.12
3.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3∼2018년.

다. 분석결과

-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최저임

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을 정의하는 방식에

□ <표 6>에는 주요 외식비의 실질가격 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 9)
◦첫 번째 줄은 냉면가격의 로그값에 대하여 최저
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에 정의
를 바꾸어서 분석한 3가지 추정결과를 나타냄

따라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남
* 특히, 최저임금적용자 비율을 통제한 분석에서 가격

에 대한 효과가 더 크고, 더 유의하게 추정
- 이는 최저임금의 존재가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 외에도
다른 경로로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 최저임금미만자 비율을 설명변수로 적용한 분석

해석 가능

에서는 추정치가 0.0033으로, 최저임금미만자 비
율이 1%p 올라가면 냉면 가격이 0.33%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 예를 들어, 현재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을 넘어서 직접

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과 급여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근로자들의 급여가

- 최저임금영향자 비율과 최저임금적용자 비율을

인상될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가까운 시일에 이들의

적용한 분석에는 각각 0.30%와 0.44%의 냉면 가

급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격 상승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가져올 수 있을 것

◦다른 항목의 외식비 가격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 변
수에 양(+)의 효과가 공통적으로 관측

9) 본문에는 개별 외식비 항목에 대한 전체 추정치 대신 최저임금 관련 변수들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만 모아서 보고함. 개별 외식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결
과는 <부표 1>∼<부표 7>에 제시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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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외식가격에 미친 영향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0.0033
(0.0030)
0.0085**
(0.0039)
0.0029
(0.0038)
0.0098*
(0.0052)
0.0075*
(0.0041)
0.0011
(0.0024)
0.0018
(0.0032)

0.0030**
(0.0013)
0.0081***
(0.0025)
0.0030**
(0.0013)
0.0077***
(0.0019)
0.0076***
(0.0014)
0.0017
(0.0010)
0.0030*
(0.0016)

0.0044**
(0.0016)
0.0123***
(0.0040)
0.0047***
(0.0014)
0.0105***
(0.0019)
0.0118***
(0.0020)
0.0030**
(0.0010)
0.0055**
(0.0022)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3) 각 분석은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변수를 통제하였고, 1인당 GRDP를 가중치로 분석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  를 식별하기 위해 분석 기간 동안 관
 ln 

Ⅳ. 최저임금의 가격에 대한 영향
□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분석 결과를 이용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시산
◦Card and Krueger(1995)와 Lemos(2006)가 지적
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물가에 대한 최종적
효과는 이들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최저임금 변
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의해 결정
- 즉, (i) 최저임금에 변화가 가져오는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반응하는 수준
과 (ii) 해당 집단의 변화에 따라 물가가 반응하

측되는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의 관계로부터 계산
- 구체적으로 로그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영향 받

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 사이에 선형관계를 가정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 <표 7>에 최저임금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영
향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
◦생산자 물가지수의 분석기간 동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최저임금과 최저임

는 수준을 반영하는 두 모수에 의해 결정

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의 관계에

□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물가의 탄력성을 다음의 식
(2)와 같이 분해할 수 있음
 ln 
 ln 


⋅

 
 ln  
 ln 

(2)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
자 집단의 비율을  , 물가를  라고 설정

대한 추정결과가 <표 7>의 (A)임
- 예를 들어 패널 I의 (A)에서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에 대한 추정 결과 5.7518은 해당 기간 동안 최
저임금이 1% 상승하였을 때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이 약 0.0575%p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 최저임금이 1% 상승했을 때, 최저임금영향자 및 적

용자 비율은 각각 0.1549%p와 0.0977%p 상승하는

◦식 (1)의  가 물가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을
 ln 
결정하는 첫 번째 모수인  를 나타내

며, <표 3>과 <표 6>의 추정결과를  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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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확인

◦(A)의 추정치와 <표 3>의 결과를 식 (2)에 적용
하여 시산한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저임금에 대
한 탄력성에 대한 결과가 (B)임

- 예를 들어, 최저임금미만자 비율을 적용한 경우

* 분석기간 동안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가 평균적으로

(A)값 5.7518과 <표 3>의 추정치 0.00796를 곱하

0.3686 증가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증가 폭은 (D)에

여 0.0005가 구해지며, 이 수치는 최저임금이

제시된 것과 같이 연평균 물가지수 변화 중 0.82∼

1% 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0.0005% 상승

3.01%에 해당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 <표 8>은 동일한 방식으로 얻어진 최저임금의 주요
외식비 항목에 대한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줌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다른
정의를 사용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

◦(A)는 분석기간 2013∼2018년 동안 『지역별고

은 0.0014와 0.0017로, 최저임금미만자 비율보

용조사』에서 확인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영

다는 큰 수준의 탄력성이 확인

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의 관계에 대한 추
정계수임

□ 주어진 탄력성에서 최저임금 변화가 야기하는 생
산자 물가 변화분의 평균적인 규모와 이것이 전체
변화 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음

◦(B)는 앞서와 같이 주요 외식비 항목의 최저임
금에 대한 탄력성 추정치로, 주요 외식비 가격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에

의 탄력성은 0.0034∼0.0985로 나타남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 이러한 수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확인된 탄력

변화에 따른 생산자 물가지수 연평균 변화율을

성보다 높은 수준이며, 외식 품목의 가격에서 상

구할 수 있음

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생산자

- 분석 기간인 2010∼2017년 간 최저임금의 연평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외식비 품목에서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로 보임

균 증가율은 6.70%에 해당 기간 생산자 물가지
수의 평균값 98.2를 적용하여 도출한 연평균 변

◦2013∼2018년의 연평균 최저임금 증가율 8.69%

화 규모는 (C)에 제시

과 각 품목의 평균가격을 적용할 때, 냉면가격

* 최저임금미만자 비율을 적용한 경우, 최저임금 변화에

은 연평균 6.3∼21.9원 가량 상승

따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연평균 0.0030 가량 증가
* 최저임금영향자 비율과 최저임금적용자 비율을 적용하

면, 증가 규모가 각각 0.0093과 0.0113으로 늘어남

<표 7> 최저임금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
(단위: %)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A)

 

 ln 

5.7518

15.4892

9.7694

(B)
(=(A)×  )

 ln 

 ln 

0.0005

0.0014

0.0017

(C)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연 PPI 변화

0.0030

0.0093

0.0113

(D)

최저임금 기여분

0.82%

2.54%

3.01%

주: 1) (A)는 산업별 로그 생산자 물가지수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선형 회귀분석한 추정치임
2) (B)는 (A)와 <표 3>에 제시된 최저임금 관련 집단의 계수를 곱하여 얻어진,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임
3) (C)는 (B)에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6.7%와 생산자 물가지수 평균 98.23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야기된 생산자
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분에 해당함
4) (D)는 (C)를 연평균 최저임금 변화분 0.3686을 적용하여 평가된 기여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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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의 경우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연평균 증

- 최저임금의 영향에 따른 가격 변화 비중을 기준

가분이 32.7∼93.0원으로 나타나, 다른 외식비

으로 할 때,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최저임

품목들과 차이를 보임

금에 적게 영향을 받는 품목이고, 비빔밥, 삼겹

◦각 품목별 연평균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살, 자장면이 크게 영향 받는 품목으로 확인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연평균 변화를 평가하면
그 비중이 3.07∼39.59%라는 결과를 보임
<표 8> 최저임금의 외식비 가격에 대한 영향

(A)



 ln 

냉면
(B)
(C)
(D)
비빔밥
(B)
(C)
(D)
김치찌개백반
(B)
(C)
(D)
삼겹살
(B)
(C)
(D)
자장면
(B)
(C)
(D)
삼계탕
(B)
(C)
(D)
칼국수
(B)
(C)
(D)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3.0548

11.0655

8.0107

0.0101
6.3원
6.96%

0.0332
20.7원
22.92%

0.0352
21.9원
24.33%

0.0260
15.0원
10.43%

0.0896
51.9원
36.01%

0.0985
57.0원
39.58%

0.0089
4.6원
6.00%

0.0332
17.1원
22.49%

0.0377
19.4원
25.51%

0.0299
32.7원
13.13%

0.0852
93.0원
37.37%

0.0841
91.8원
36.89%

0.0229
8.9원
9.60%

0.0841
32.7원
35.23%

0.0945
36.7원
39.59%

0.0034
3.5원
3.07%

0.0188
19.9원
17.19%

0.0240
25.4원
21.96%

0.0055
2.9원
4.22%

0.0332
17.3원
25.46%

0.0441
23.0원
33.79%

주: 1) (A)는 외식비 및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선형 회귀분석한 추정치임
2) (B)는 (A)와 <표 6>에 제시된 최저임금 관련 집단의 계수를 곱하여 얻어진, 외식비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임
3) (C)는 (B)에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8.69%와 개별 외식비 항목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야기된 외식비
의 연평균 증가분에 해당함
4) (D)는 (C)를 개별 외식비 항목별 연평균 변화분을 적용하여 평가된 기여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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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계열 자료 분석

ln        log     

1. 분석자료 및 방법
□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가 발간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도
입되어 시행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
도의 최저임금을 사용 10)

(4)

□ 노동조합조직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본 분석의 결과
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조직률이 최
저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

◦같은 기간 동안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정되는데 노동조합조직률이 증가할수록 최저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

금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인

스템에서 제공하는 광의통화(M2)의 평균잔액11),

상률을 크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

황에서 노동조합조직률 자료를 사용

원 각각 9명과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으
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

□ 최저임금이 거시경제의 대표적인 지표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식 (3)과 같
은 추정식을 설정

은 대체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됨
- 천연옥(2016)은 최저임금제가 우리나라의 헌법에

언급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인 제정은 1986년에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ln      ln    ln      

(3)

1988년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1980년대 노동

운동이 크게 활성화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

◦ 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이며,   는
 시점의 최저임금,    는 통제변수로  시점의

통화량을 각각 의미

□ 물가와 최저임금 사이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
하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구변수 추정법을 적
용 12)

라고 주장

◦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지만 대체로
통화량의 증가와 생산원가의 상승에서 주요 원
인을 찾아볼 수 있음
-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이나 통화정책, 그리고 사람

들의 예금액이 노동조합조직률에 의해 결정된다
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조직률이 통화량

◦최저임금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노동조합조직률

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을 적용하였으며, 내생변수인 최저임금(   )
을 관찰되는 통제변수인 통화량(   )과 도구변
수인 노동조합조직률(   ), 그리고 관찰되지 않
은 변수를 대변하는 오차항(   )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4)와 같음

◦그러나 노동조합조직률의 상승이 노동조합의 교
섭력을 높여 기업과의 임금협상에서 유리해진
다면 노동조합조직률은 기업에 있어 생산에 투
입되는 원재료 중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10) 최저임금이 시행된 첫해인 1988년에는 근로자의 직업군을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으며, 1군의 근로자는 462.5원, 2군의 근로자는 487.5
원이 책정되어 시행됨. 본 분석에서는 이 두 최저임금의 평균인 475원을 1988년의 최저임금으로 보고 적용
11) 본 분석에서 사용한 광의통화(M2)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만기가 2년 이하인 정기예·적금 및 부금, 시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만기가 2년 이하인 금융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학자들이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12) 만약   와 독립적이면서   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면 2단계 추정법을 통해  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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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한 근로자측 대표가 물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가상승률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

물가는 0.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조직률이 추정식 (4)

량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0.27% 상승하는 결과

의 내생성을 온전히 제거하는 도구변수라고 보기

를 보임

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강승

-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밀접한 연관

복(2015)의 분석결과에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노동조합조직

물가가 0.02∼0.04% 상승한다는 결과와 비교하였을

률이 최저임금을 통해서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때 비교적 높은 수치

것으로 가정하고 도구변수로 사용

* 그러나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분석방법과 분석자료에

따라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는 도구변수가 유효한 범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강승복(2015)의 차이 또한

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일부는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으로 여겨짐13)

2. 분석결과
□ <표 9>에서는 노동조합조직률을 도구변수로 사용
하여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를 제시
◦2단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과 통화량
모두 물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활용해 2017년의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약 0.5%로 계산할 수 있음 14)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7년의 물가
상승률은 1.94%로 본 분석의 결과를 적용하면
2017년 물가상승률의 약 25%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표 9> 최저임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친 영향
1단계

2단계

ln(최저임금)

ln(소비자 물가지수)

ln(최저임금)
노동조합조직률
ln(M2)
상수항
관측치수



0.066***
(0.029)
0.107***
(0.022)
1.055***
(0.067)
-7.869***
(1.165)

0.272***
(0.021)
0.071
(0.076)
30
0.998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13) Lemos(2008)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중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한 연구는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물가는 0.3∼
0.4%오르는 결과를 보였고, 일반회귀모형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물가가 0.72∼0.74%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음
14) 각 연도의 최저임금상승률에 본 분석에서 추정한 계수값인 0.06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며, 최저임금상승률은 2017년에 7.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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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

Ⅵ.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
향을 미시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생산자 물가지수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기존 국내 연구들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
석이 최저임금을 다룬 국내 연구의 범위를 넓히
는데 기여

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을 둘러

인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상

싼 논의 과정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0.77∼1.68% 상승

것임

한다는 결과를 얻음
-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시산한 결과 생산자 물가

지수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0.0005∼

0.0017라는 사실을 확인
- 여기서 도출된 탄력성은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분 중 대략 0.82∼3.0% 정도가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것임을 나타냄

◦『지방물가정보』와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집단 비율과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관계를 확인

□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람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최종적
인 추정치가 시산의 성격
- 최저임금의 물가에 대한 효과를 최종적으로 도출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나, 동일한 최
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이를 엄밀하게 추정하기가 쉽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관측된 최저임금과

- 최저임금 관련 집단 비율이 1%p 증가하면, 주요

외식비 가격이 0.11∼1.23%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로부터 시산된 외식비의 최저임금에

관련 근로자 집단 비율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얻어진 두 변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최
저임금의 물가에 대한 효과를 시산

대한 탄력성은 대략 0.0034∼0.0985로 추정
- 외식비 항목의 탄력성 추정치는 연평균 외식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산업별·외식 품목 시장 특

증가분 중 3.07∼39.59%가 최저임금 변화로 설

성을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분석 과정

명됨을 보여줌

에서 이용할 수 없었음

◦시계열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도 최저임금이 1%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이 즉각적

상승할 때 물가는 약 0.07% 상승하는 것으로

으로 나타나는 대신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

나타났으며, 2017년 물가상승률의 25%를 최저

타날 수도 있음

임금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이 물가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
로자 집단의 비율이 변화하게 될 때 외식비 가
격 및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변수들이 유의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추정에서 적용한 도구변
수가 여전히 내생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물가상승이나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최저임
금은 완만히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
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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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냉면가격에 미친 영향
GRDP를 가중치로 적용
(1)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2)

(3)

0.0033
(0.0030)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0.0030**
(0.0013)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천명)
고용률

0.0027
(0.0041)
0.0184***
(0.0039)

0.0044**
(0.0016)
0.0020
(0.0037)
0.0157***
(0.0034)

0.0018
(0.0038)
0.0169***
(0.0041)

지역수

16

관측치 수

96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부표 2>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비빔밥가격에 미친 영향
GRDP를 가중치로 적용
(1)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2)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0.0081***
(0.0025)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천명)
고용률

(3)

0.0085**
(0.0039)

0.0027
(0.0040)
0.0241***
(0.0073)

0.0000
(0.0035)
0.0200**
(0.0073)

지역수

16

관측치 수

96

0.0123***
(0.0040)
0.0006
(0.0034)
0.0165***
(0.0047)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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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김치찌개백반가격에 미친 영향
GRDP를 가중치로 적용
(1)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2)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0.0030**
(0.0013)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천명)
고용률

(3)

0.0029
(0.0038)

0.0059
(0.0034)
0.0177**
(0.0073)

0.0048
(0.0035)
0.0162*
(0.0079)

지역수

16

관측치 수

96

0.0047***
(0.0014)
0.0050
(0.0035)
0.0149**
(0.0061)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부표 4>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삼겹살가격에 미친 영향
GRDP를 가중치로 적용
(1)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2)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0.0077***
(0.0019)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천명)
고용률

(3)

0.0098*
(0.0052)

0.0085
(0.0072)
0.0212**
(0.0093)

0.0064
(0.0070)
0.0170*
(0.0091)

지역수

16

관측치 수

96

0.0105***
(0.0019)
0.0073
(0.0070)
0.0143**
(0.0062)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부표 5>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자장면가격에 미친 영향
GRDP를 가중치로 적용
(1)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2)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0.0076***
(0.0014)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천명)
고용률

18

0.0107**
(0.0044)
0.0242***
(0.0079)

0.0081*
(0.0042)
0.0204**
(0.0083)

지역수

16

관측치 수

96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KERI Insight 20-06

(3)

0.0075*
(0.0041)

0.0118***
(0.0020)
0.0085*
(0.0040)
0.0171***
(0.0051)

<부표 6>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삼게탕가격에 미친 영향
GRDP를 가중치로 적용
(1)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2)

(3)

0.0011
(0.0024)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0.0017
(0.0010)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천명)
고용률

0.0060**
(0.0027)
0.0113**
(0.0045)

0.0030**
(0.0010)
0.0052*
(0.0027)
0.0096**
(0.0043)

0.0053*
(0.0026)
0.0105*
(0.0052)

지역수

16

관측치 수

96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부표 7>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칼국수가격에 미친 영향
GRDP를 가중치로 적용
(1)
최저임금미만자 비율

(2)

최저임금영향자 비율

0.0030*
(0.0016)

최저임금적용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천명)
고용률

(3)

0.0018
(0.0032)

0.0035*
(0.0019)
0.0176***
(0.0052)

0.0022
(0.0017)
0.0162**
(0.0056)

지역수

16

관측치 수

96

0.0055**
(0.0022)
0.0021
(0.0016)
0.0145***
(0.0039)

주: 1) *** p<0.01, ** p<0.05, * p<0.1
2) ( )는 robust standard erro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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