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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 근로자 시장에서 수요를 증대시키고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

이를 통해 임금 근로시장에서 밀려난 한계 영세자영업자들에

도 불구하고 고용의 안정성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

게 적정한 임금과 안정성이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

며 어떤 이들은 낮은 실업률의 허구적 성격을 지적하기도 한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 이러한 허구적 저실업률의 원인중 하나로 자주 지목되는
현상 중 하나가 고용시장에서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다.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
선은 금융차입제약의 완화를 통해 이와 같은 자영업 구조 개

사실상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할 경제주체가 사회적 안정망

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 따르면 우리나

의 미비 등으로 인해 한계 영세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라의 금융차입제약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금융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차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일반적 인식과 달리 금

입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대한 이론적 관계를 바탕으로

융차입제약이 강해 자영업 활동 영세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

하여 우리나라의 16개 광영자치단체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광역시보다 행정도에서

측정함으로써 지역별 자영업 구조개선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

금융차입제약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도 금융시

다. 자영업 구조의 개선이라 함은 진취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

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금융제도적 개선이 필요

에 의한 자기사업자들이 효율적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할

한 것으로 생각된다.

Ⅰ. 자영업자 비중과 생산

의 조달은 자기자본에 더해 외부로부터의 차입을 통
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개별
경제주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의 외부자금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이 대체로 역의
관계에 있고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 비중
은 2012년 현재 23.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적정 자영업자 비중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
기도 한다.2)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생
산 및 소득 수준 증가의 결과인가 또는 원인인가?
Schumpeter (1934) 이래로 경제주체가 임금 근로
자가 아닌 창업활동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의 발현에 의해 혁신(innovation)을
추동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발전 및 생산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정
반대의 현상이 관찰된다.
얼핏 보기에 퍼즐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이론과
현실의 괘리는 사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설명이 가능하다.3) 경제주체는
자신의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조달 가능한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을 바탕으로 창업할 경우 자영
업자로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고용시장에서 임금 근
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비교하여 직업을 선택
한다. 즉 자영업자로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임금보
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면 창업을 선택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임금 근로자를 직업으로 선택한다. 창업을
선택했을 경우 필요한 물적자본의 규모는 인적자본,
즉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에 비례할 것이다. 물적자본

조달이 필요하다. 외부자금 차입의 경우 자금 대여자
와 차입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금융 차입제
약(financial constraint)이 존재한다. 이는 외부자금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 차입제약으로 인해 최적
수준의 물적자본 동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금융시장 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는 저개발 국가
의 경우 외부자금 조달 시 금융 차입제약이 더 강하
게 작용할 것이다. 금융 차입제약은 자영업자의 사업
규모를 제한하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임금 근로
자 수요도 제한된다. 임금근로시장에서 수요 감소로
밀려난 한계 임금 근로자는 영세 자영업자로 편입되
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이다.4) 경제의 발전단계가 높아지면 금융시장의 자금
차입자와 대여자 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기능이 개선
된다면 자영업자는 보다 최적 자본수준에 가까운 규
모에서 자기사업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경
제 전체적으로 생산이 보다 효율적인 수준에서 이루
어지게 되고 임금 근로자 수요 증가로 임금도 상승하
면서 한계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자영업자 비중과 생
산의 관계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로 보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즉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금
융시장의 제도적 발전이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와 생
산 및 소득의 증대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는 금융시
장의 제도적 발전으로 생산 및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데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그러한 인과관계의 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관찰
불가능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금융차입 제
약의 정도를 고용시장에서의 자영업자 비중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 기획재정부 2013년 3월 최근경제동향의 현안분석자료인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로는 주현 외(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자세한 내용은 Quadrini (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4) Antunes et al. (2008)은 이를 일반균형효과(general equilibrium effect)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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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의 특징

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다 설득력을 얻는다.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고
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20% 후반대에서 10%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본 자영업자 비중과 생산 또

후반대로 감소한 반면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

는 소득과의 관계는 우리 경제의 고용구조에서 자영

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4%대에서 7%대로 늘

업자 비중 추이를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있다. 우선

어났다. 이와 같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그림 1>의 파란 선으로 표시된 자영업자 비중 추이

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 추이는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발전과 함

자영업자 비중의 변화를 설명하는 논리와 일관성을

께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갖는다.

자영업자 비중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기보다는 단계적
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자영업자 비중 추이도 동

중은 1980년대 초반 이전까지 34% 내외에서 안정적

일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

으로 유지되다가 1990년대 초반까지 하락추세를 지속

침체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함에 따라 차입

하여 28% 내외까지 낮아진 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제약 하에 놓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

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0년대는 물가가

한 반면 임금 근로시장에서 밀려난 한계 근로자들은

안정되고 은행업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등

한계 자영업자로 전환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우리나라 금융제도에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에

로 볼 수 있다. 금융제도의 개선은 창업자 또는 자기

그쳤다.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 상황의 극복으로 금

사업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사업규모의 확대를 가능

융시장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임금 근로자 수요도 증가하여

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추이는 다시 각각

한계 자영업자들의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발하였

증가와 감소로 반전하였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동반 감소는 지금까지 자영업자 비중 추이를 설명한

<그림 1>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추이

일반균형적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금융시
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차입제약의 개선 또
는 악화 이외에 비정규직의 확대, 시장구조의 양극화
등 다른 구조적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과 관련하여 또 다
른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별 자료에서 나타나는 자영
업자 비중과 소득간의 역의 관계가 국내 지역별 자료
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관
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1년 기준 울산,
서울 등 1인당 상대 개인소득이 각각 128.1 및 116.4

이와 같은 추정은 자영업자 비중 추이를 빨간 선

로 높은 지역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16.8% 및

으로 표시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 추이와 녹

19.4%로 낮은 반면 1인당 상대소득이 90 내외로 낮

색 선으로 표시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추이

은 강원, 전북 및 경북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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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로 높게 나타난다.

Ⅲ. 지역별 금융제약 정도의 추정

<그림 2> 국내 16개 지역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간의 관계
(2011년 기준)

본고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일반균형적 해석
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변화 추이를 설명하는 데 어
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일반균형 모형
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별 자영업자
비중을 토대로 지역별 금융제약의 정도를 측정해 보
고자 한다. 캘리브레이션 분석에 사용될 모형은
Antunes et al.(2007)로부터 차용한다.5) 이하에서는
모형의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모형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제시한다.
모형경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ntunes et al.
(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모형경제는 경영능력으로서의 인적자원  와 전기
로부터 이월된 자기자본   로 타입이 정의되는 이질
적 경제주체 (    )로 구성된다. 각 경제주체는 자
기가 선택한 직업 하에서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최
대화하도록 소비와 차기 이월 자기자본량을 정한다.
각 경제주체는 본인의 타입에 따라 정해지는 자영업
자로서의 소득과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비교
하여 직업을 선택한다. 직업으로 임금 근로자를 선택
할 경우 경제주체는 자기자본을 금융기관에 예금한
다. 자영업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윤을 최대화하도
록 노동과 자본의 고용량을 결정한다.
이때 경영능력이 뛰어나 이에 상응하는 최적 자본
고용 규모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으로부터 차입한다. 최적 자본량을 고용하기 위한 차
입량이 금융 차입제약보다 작을 경우에는 자기자본과
차입자금으로 최적 자본량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차입량이 금융 차입제약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 차입제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차입이 이
루어지므로 최적 자본 이하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

5) Antunes et al.(2008)은 동 모형을 국가간 자영업자 비중의 차이와 생산수준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였으며 Joo and Villamil(2011)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자영
업자 비중과 생산수준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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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자원배분과 가격으로 정의되는 모형경제의

계가 우하향하는 자기자본량 범위에서는 동일한 인적

균형은 노동 및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기에서 이월된 자기자본량

는 점에서 결정된다.

에 따라 임금 근로자(자기자본이 충분치 않은 경우)

<그림 3> 모형경제 시뮬레이션

와 자영업자(자기자본이 충분한 경우)로 나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우상향하는 점선은 금융 또는 신용 제약이 최적자
기자본 선택에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를 구분한다. 가
장 왼쪽 점선의 좌측 영역은 차입 없이 자기자본만으
로 최적 자본량의 조달이 가능한 경제주체 타입를 의
미한다.6) 두 점선 사이는 최적 자본량 조달을 위해
차입이 필요하지만 금융 차입제약의 구속을 받지 않
아 생산을 위해 최적 자본량의 투입이 가능한 경제주
체 타입을 의미한다. 왼쪽 점선의 우측은 금융 차입
제약 하에 놓여 있는 경제주체들인데 이들은 차입제

이와 같은 모형경제의 해는 경제주체의 이질성
(heterogeneity)과 금융 차입제약에 따른 최적화의 실
패로 인해 분석적(analytical) 해를 구할 수 없다. 이
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치해석적(numerical)
방법으로 해를 구하게 된다. <그림 3>은 경제가 균
제상태(steady state)에 도달했을 때 1만 명의 경제주
체로 시뮬레이션된 경제를 나타낸다. 그림의 ×표시는
수평축의 인적자원  와 수직축의 자기자본  로 정
의되는 개별 경제주체를 나타낸다. 개별 경제주체의
인적자원은 로그 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에
서 임의추출(random sampling) 되었으며 자기자본은

약으로 인해 최적 자본량을 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활동에 임하게 된다. <그림 3>은 대부분의 자영
업자들이 금융 차입제약 하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 차입제약 모수의 변화는 이들 경계선의
위치에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금융 차입제약의 완
화는 자영업자의 사업 규모를 확대시켜 노동시장에서
수요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한계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면
서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한다. 이와 함께 금융제약의
완화로 최적 규모에 더 가까운 자본 고용이 가능해지
면서 생산도 증가하게 된다.

모형경제가 수렴하는 균제상태의 분포로서 구해진다.
우하향하는 실선은 직업선택의 경계선이다. 동 실
선 우측에 위치한 개별경제주체는 인적자원 또는 자
기자본이 충분하여 자영업을 선택하며 동 실선 좌측
에 위치한 개별경제주체는 임금 근로자를 직업으로
선택한다. 직업선택 경계가 자기자본 수준이 일정 수
준보다 높을 경우 수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자본
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량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선택 경
6) 이들 경제주체는 경영능력에 비해 자기자본이 충분한 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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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캘리브레이션 및 정책모의실험 결과

국내 지역별로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
에 따라 4개 모수의 값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값을 부
여한다. 이들 값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동 모형을 적

(캘리브레이션)

용한 Joo (2011)에서 캘리브레이션 된7) 값을 사용한

본고의 모형경제를 구성하는 식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함수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다. 이에 따라  ,  ,  ,  의 값은 순서대로 각각
0.93, 0.002, 0.46, 0.1271로 설정하였다.
생산함수의 모수인  와  는 각각 자본 및 노동소

  ′     ′   

득분배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기서  는 소비,  는 자기자본을 나타낸다. 프라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국민소득계정에서 피용자보수를

임은 차기 이월변수임을 나타낸다. 자영업자의 이윤

기준으로 설정한다. 각 지역별 노동소득분배율은 전

함수와 금융 차입제약은 앞서 설명한 대로 다음과 같

국의 노동소득분배율에 1인당 상대피용자보수지수8)를

이 주어진다.

곱하여 설정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인적자본

                  ,
    ≤ 
여기서  는 이윤,

분포가 전 지역에 대해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각 지
역의 사업자 보수 비중도 0.295로 같은 것으로 가정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자본소득분배율은 노동소



및

은

자본 및 노동 고용

량,  는 임금,  은 순예금이자율,  는 신용대출 프

득분배율에 반비례하여 변화한다.

 및  의 지역별 캘리브레이션 결과는 <표 1>에

 은 대출을 의미한다. 경영능력  는
      인 로그 정규분포에서 외생적으로 주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

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자영업자는 주어진 임금

을 설정한 후 각 지역별 자영업자 비중을 목표변수로

및 이자율 하에서 첫 번째 이윤식을 두 번째 금융차

하여 금융 차입제약 모수  를 캘리브레이션 하였

입 제약 하에서 최대화 하도록 생산요소 투입량과 대

다.9) 즉 여타 주어진 모수값 하에서 모형경제의 자

출량을 결정한다. 이 때 대출 한도는 완전예측 가능

영업자 비중이 각 지역경제의 자영업자 비중과 같아

한 것으로 가정되는 이윤에 연계되는데 금융차입제약

지도록  값을 조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금융 차입제

리미엄,

는 한 요소인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지역별 모수값

정도가 낮을수록, 즉  값이 클수록 더 많은 대출이

약 모수값을 결정하였다. 동 결과도 <표 1>에 함께

가능해 진다.

제시되어 있다.

동 모형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모수는  ,  ,  ,  ,  ,  ,  등 7개이다. 이중  는
효용함수,  와  는 인적 자본과 관련된 모수로서 국
내 지역별로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
가격변수로서 금융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나타내는  도
7)

는 자본생산비율,  는 생산수준,  는 소득분포,  는 예대금리차를 각각 목표변수로 하여 캘리브레이션 되었다.

8) 1인당 상대 피용자보수 지수=지역별 1인당 피용자보수/전국 1인당 피용자보수
9) 부연하자면 자영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임금, 즉 노동소득 분배율과 금융차입제약을 꼽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생산함수
구조로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 먼저 캘리브레이션하여 이에 따른 자영업자 비중 변화를 컨트롤한 후 지역별 자영업자 비중으로 지역별 금융차입 제
약 모수를 캘리브레이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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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수 캘리브레이션 근거 및 결과
모수

음을 의미하므로 서울 지역의 자영업자 구조 개선이

캘리브레이션 목표변수

긴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의 경우
는 경기도를 제외할 경우10) 다른 행정도보다 금융

β

α

Φ

자영업자
비중(%)

전국

0.435

0.270

0.300

26.1

1.000

서울

0.496

0.209

0.305

23.0

1.140

부산

0.413

0.293

0.470

23.8

0.948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광역시에 비해서는 차입제약

대구

0.386

0.319

0.420

26.3

0.887

정도가 여전히 강해 여전히 금융제도의 개선이 요구

인천

0.391

0.314

0.500

22.1

0.898

되며 이를 통해 임금 수준의 향상도 도모할 필요가

광주

0.432

0.273

0.422

24.0

0.993

있다고 생각된다.

대전

0.434

0.271

0.460

23.1

0.998

한편 앞서 금융 차입제약의 완화는 생산활동에 필

울산

0.523

0.182

0.500

18.4

1.202

요한 자본투자를 최적의 수준에 가깝도록 함으로써

경기

0.426

0.279

0.428

23.2

0.979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4>

강원

0.411

0.294

0.220

31.2

0.944

충북

0.417

0.288

0.240

29.4

0.958

충남

0.427

0.278

0.175

32.5

0.981

전북

0.417

0.288

0.170

33.9

0.958

전남

0.385

0.320

0.160

38.0

0.885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울산12)을 제외할 경우 생산

경북

0.414

0.292

0.190

33.5

0.951

과 금융 차입제약 간의 정의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

경남

0.412

0.293

0.275

29.5

0.946

타난다.

제주

0.326

0.380

0.380

31.5

0.748

1인당
상대임금

차입제약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경우
와는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인당 상대임금 수
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은 데

는 실제로 우리나라 지역경제에서 자영업 관련 산업
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금융 차입제약의 완화
정도11)가 정의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

<그림 4> 자영업 관련산업 생산 비중과 금융 차입제약

 값이 클수록 금융 차입제약의 강도는 약한 것을
의미하는데 캘리브레이션된  값에 따르면 대체로 행
정도보다 광역시에서 금융 차입제약 정도가 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과 제주의 경우에는 금융
차입제약 정도가 일반적인 예상과 다소 다르게 나타
났다. 서울의 경우 금융환경이 양호하여 금융 차입제
약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강한 금융 차입제약 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형상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1인당 임금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중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 않은 데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론적으로 해석하자면 동 결과는 서울의 자영
업자중 한계 영세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자영업 규모
가 최적 수준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
10) 경기도는 행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서 여러 지역경제적 특징이 광역시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11)

 가 작을수록 금융 차입제약이 강한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즉  가 클수록 금융 차입제약이 완화된 것이다.

12) 울산은 금융 차입제약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자영업 관련 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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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영업자 비중 결정요인 실증분석

먼저 고용주 비중에 대한 패널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본고는 이론모형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현실에서 관찰 불가능한 금융제약의 정도를 국내 16
개 지역에 대해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구
해진 지역별 금융제약 정도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킨
자영업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
고자 한다.
자영업 비중에 관한 국내의 기존 실증연구는 노동

          
 



  
 
         

  서울 부산  제주도      
여기서  는 취업자 수 대비 고용
원이 있는 자영업자, 즉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패널 등의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

다.  는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 증가율,

행되었다.13) 그러나 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영업이

 는 취업자 수 1인당 지역 내 순부가가치의

익률 및 금융시장 차입제약 등 거시 금융 측면에서

증가율로서 경기상황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일반

자영업을 분석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

균형 모형에서 추출한 금융 차입제약 정도 변수

다.14)

 는 지역별 구조 변수로 다루었다. 동 모

본장에서는 경기변동, 영업잉여, 임금 근로자의

피용자보수 및 실업률과 앞장에서 이론모형의 캘리브

형의 추정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레이션을 통해 구한 금융 차입제약 정도 등이 자영업

<표 2> 고용자 비중 결정요인1)2)

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거시적 측면
에서 자영업자 결정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2000~2011년 기간에 대해 16개
시도별 거시 금융 경제변수 및 자영업자 자료에 대
한 연도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즉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순수 자영업자로 나누어 각 자영

설명변수

    
    

고정효과
-0.0054
(0.0087)
0.0360*
(0.0190)

  
within-Rsq
Num. of Obs.

0.0180
160

확률효과
-0.0050
(0.0087)
0.0345*
(0.0190)
0.0536***
(0.0185)
0.2610
160

주: 1) ( )내는 표준오차
2) ***, **, *는 해당 계수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의미

업 비중의 결정요인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이들 자영업자의 자기사업 진출 동기가 서로

<표 2>에 제시된 2000-2011년 기간의 고용주 비중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고용주의 경우 자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영업 진출이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의한 자발적 성격

(   ) 변수가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유인가설, pull hypothesis)이 있는 반면 순수 자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 비중의 변화가 경

업자의 경우 불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것(구

기가 좋아질 수록 자기사업을 시작하는 경제주체의 비

축가설, push hypothesis)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중이 늘어난다는 유인가설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또

생각된다.

금융 차입제약 계수도 고용주 비중에 유의하게 양(+)
으로 나타나 금융차입 제약의 완화가 자발적 자영업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전병유(2003), 김기승, 조준모(2006)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해외의 기존 논의는 Quadrini(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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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순수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패널분석 모

달리 금융 차입제약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으

형은 다음과 같이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을

로 나타나 고용주와는 반대로 금융 차입제약의 완화

설정하였다.

가 순수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차입제약의 완화가 자발
적 창업의 증가로 임금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한계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

  서울 부산  제주도      

<표 3> 순수 자영업자 비중 결정요인1)2)

여기서  는 취업자 수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
영업자, 즉 순수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순
수 자영업자 또는 한계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임금
근로자에서 구축될 경우 자영업자로의 전환 뿐만 아

론적 논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샘플기간
설명변수

    
    
 

니라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어 비정규직 취업자 수 비율,  를

overall-Rsq
Num. of Obs.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또 순수 자영업자의 경우 경
기지수보다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실업률에 더
유의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실업률 
를 경기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전국 평균 대비 지
역별 임금 근로자 1인당 상대 피용자보수 를

2000-2011
고정효과
-0.4121***
(0.0362)
0.0042**
(0.0018)

0.1687
176

확률효과
-0.4112***
(0.0370)
0.0030
(0.0018)
-0.2346***
(0.0469)
-0.4609***
(0.0383)
0.8536
176

주: 1) ( )내는 표준오차
2) ***, **, *는 해당 계수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의미

이상의 분석에서 순수 자영업자의 경우 기술혁신 등
에 따른 자발적인 자영업 진출보다는 임금 및 고용시
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계유지에 따른 불가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임금으로 고려하였다. 금융

피한 진출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대

차입제약 정도 변수  은 고용주 비중 모

체로 구축가설 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과 동일하게 고려하였다. 동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 제시된 순수 자영업자 비율 결정요인 추
정 결과를 살펴보면, 1인당 상대 피용자보수(   )
는 한계 자영업자 비율을 유의하게 낮추는 반면, 실업
률(      )의 경우 동 비율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임금이 오르면 한계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며 실업률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한계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 순수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특히 취업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
과 순수 자영업자 비중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여주고 있어 2000년대 한계 임금 근로자의 경우 경기
침체 시 순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도
편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와 자영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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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는 유인가설이 성립한 반면 순수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률 상승이 순수 자여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오는
구축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 차입제

본고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영

약의 완화는 고용주 비중은 증가시키고 순수 자영업 비중은

업과 임금 근로자 중 직업 선택이 가능한 이질적 경제주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차입제약 완화와

로 구성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 금융 차입제약

자영업 비중 간의 이론적 관계가 우리나라의 지역별 자영업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에 대해 미시

비중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적 접근을 추구한 기존 연구와 달리 거시 금융 변수로
구성된 패널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자영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자영업 구조를

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

고용주와 순수 자여업자로 나누어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

진다. 바람직한 자영업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

써 자영업자 비중과 금융 차입제약 간의 이론적 관계를

서 언급한 대로 진취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의한

우리나라 지역경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적극적 자영업자의 창업 및 경영 환경 개선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경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먼저 이론적 일반균형모형에서 자영업 비중은 지역별

선택하게 된 한계 자영업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상대 임금소득과 금융 차입제약의 영향을 받는데 임금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기업

득이 높을수록 자영업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금융 차입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극복하

약이 클수록 자영업 비중은 높아진다. 이러한 이론적 관

고 퇴직금이나 집을 담보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나

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금융 차입제약 모수를 추정한 결과

서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들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전남의 0.16에서 인천 및 울산의 0.5까지 그 편차가 작지

가능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긴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반적인 인
식과는 달리 금융차입 제약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본고는 금융 차입제약의 완화 또는 개선이 이와 같은

금융차입제약의 완화를 통한 자영업 구조 개선의 여지가

바람직한 자영업 구조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적, 실증적으로 보였다. 다만 여기서 이론적 틀 안에서
논의된 금융 차입제약 완화의 의미는 현실 정책에서 실현하

또한 금융 차입제약의 완화는 이론적으로 금융 차입제

는 데 있어서는 보다 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약 하에 있던 자영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증

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를 높인다는 것보다 더 넓게 금융

대에 기여할 수 있는데 금융 차입제약 모수와 지역별 자

차입제약 완화의 의미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

영업 관련 산업의 생산비중 관계로부터 이와 같은 이론적

모형에서 금융 차입제약식은 정보경제학에서 이른바

관계가 실증적으로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centive compatibility 조건이다. 즉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기 위해서 외부적 강제 없이 만족되어야

다음으로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고용주

하는 조건인 것이다. 이는 금융 차입제약 모수  가 LTV

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순수 자영업자로 나누고

비율처럼 정책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

각각에 대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는 패널분

대차 주체간의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어야 금융 차입제약

석 모형을 구축한 후 일반균형 모형에서 구한 금융 차입제

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 차입제약의

약 모수 값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완화를 위한 정책은 자영업자가 신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분석 결과 고용주 비중의 경우 경기요인이 정의 효과를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의미한다고

가져 자영업 활동이 기업가정신의 발현으로 인해 적극적으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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