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
책
연
구
2
0
1
7

정책연구 2017-05

|

0
5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9 3 3 2 0

www.keri.org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
전화 : (대표)3771-0001

팩스 : 785-0270

9 788980 317967

ISBN 978-89-8031-796-7

값 5,000원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박정수

정책연구 17-05

2017. 9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박정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및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 및 성장론, 국제경제학, 금융기관론이다.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업적으로는 “Do Bank Loans to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Lead to Innovation?” Japanese Economic
Review(2017), “Bank creditor structure and bank risk during liquidity crises: A survey with policy implications”
International Finance Review(2013)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untry-Specific Human Capital.” Economic
Inquiry(2013),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산업의 경영전략: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2010), “유동성위기상황에서 수신고객
구조가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2010) 등이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1판1쇄 인쇄  2017년 9월 22일
1판1쇄 발행  2017년 9월 22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권태신
편집인  권태신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7
ISBN 978－89－8031－796-7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2407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약

5

Ⅰ. 서론 및 연구의 배경

13

Ⅱ.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근거

15

1.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 및 근거

15

2.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

17

Ⅲ.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수요체제에 대한 검토

19

2. 생산체제에 대한 검토

20

Ⅳ.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실증문헌에 대한 검토

23

Ⅴ. 임금인상이 국내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6

1. 최저임금인상이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26

2. 인위적 임금인상이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27

3. 임금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통계

28

Ⅵ.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 검토를 위한 실증분석

32

1. 임금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관한 문제점

32

2.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와 경제성장

35

(1) GDP 성장률, 실질임금 증가율, 그리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
(2) 실질임금-노동생산성 간 괴리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3) 상대적 실질임금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40

19

35
37
40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4

참고문헌

46

CONTENTS
표
목
차

<표 1> 최저임금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27

<표 2>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1인당 임금증가율 비교: 대기업과 중소기업

30

<표 3> 노동생산성 결정모형 추정: 수요주도성장모형

34

<표 4> 5년 구간 성장수렴모형:

고정효과모형 회귀 추정결과 2000~2005, 2005~2010, 2010~2015

그
림
목
차

41

<표 5> 연도별 성장수렴모형: 고정효과모형 회귀 추정결과 2000~2015

42

<표 6> 생산함수모형: 고정효과모형, 동태패널모형 회귀 추정결과

43

<그림 1> 매출액영업이익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28

<그림 2>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1인당 임금 증가율의 추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29
<그림 3>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1인당 임금 증가율 비교: 대기업과 중소기업

30

<그림 4> 실질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GDP 증가율:
EUROSTAT 33개국 2000~2005, 2005~2010, 2010~2015년 5년 구간 평균 증가율 36
<그림 5> 실질임금 증가율(dlnwages)과 노동생산성 증가율(dlnyl)의 시계열 추이: 우리나라36
<그림 6> 실질임금 증가율(mdlnwages5)과 노동생산성 증가율(mdlny5):
OECD 국가별 비교 (2000~2015 평균 증가율)

37

<그림 7>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38

<그림 8> 상대적 실질임금과 연도별 GDP 증가율: 5년 평균 증가율

39

<그림 9> 상대적 실질임금과 연도별 GDP 증가율: 연도별 증가율

39

요약
I. 서론 및 연구의 배경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총수요
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과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경기부양과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과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그 인과관계가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제시된 이론과 실증분석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 후 임금인상과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근거
□ 소득증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의
’ 주장은 다음 (A)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 (B) 효율 임금(Efficiency wage), (C)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에
근거함.
□ 하지만 (A)와 (B)와 같은 기존 이론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해당
이론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C)와 같은 새로운 이론은
논리적 구성면에서 미흡할 뿐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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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은 단기 총수요 정책이고 장기 성장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성장을
이끄는 정책이 될 수 없음.
□ 효율임금이론에 입각하여 임금을 높여주면 생산성이 무조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이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고 현재의 임금이 효율임금체계 하에서의 최적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인위적으로 기업에게 비자발적 임금 상승을 압박한다면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초과하는 상태로 이행할 것이어서 비효율성이 증대됨을 의미함.
□ 임금상승은 총수요확대와 투자를 진작시켜 공급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유도된다는 주장을
담은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 모델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중요한 계량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임금과 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Ⅲ.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수요체제에 대한 검토
□ 투자가 기업입장에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한 최적화 행동의 결과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총산출량과 총자본소득의 함수형태로 주어져 있어 최적화 행동이 배제되어
있어 현실부합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기본적인 생산물시장, 대부자금시장, 노동시장 등에서의 수요-공급 모형 및 가격 변화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가격을 통한 시장균형이나 물가, 임금, 이자율 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저축성향이 다르다는 가정이 전체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 가정은 상당히 임의적임.
□ 가설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가정으로 투자에 대한 자본몫 탄력성과 수출의 노동비용
탄력성이 작다는 조건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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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체제에 대한 검토
□ 임금인상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연구는 드물며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고 보기 어려움.
◦ 임금 인상이 소득을 끌어올려 총수요를 늘린다는 면은 강조하고 있지만 임금인상이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

□ 기업들이 만약 실질임금상승에 대응하여 기업의 기술을 보다 자본집약적인 기술로 대체한
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욱 떨어질 것이므로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만약 노동자
측의 협상력으로 실질임금도 높이고 고용도 유지하려고 한다면 기업은 폐업을 선택하고
적은 노동력을 새로이 고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임금인상을 수용한 국내기업의 비용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며 경쟁에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폐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생산은 해외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급 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주요 요인들을 ILO나 관련연구들은 무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 측에 대한 영향들을 적절히 감안한다면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Ⅳ.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실증문헌에 대한 검토
□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거시 시계열 자료 또는 국가패널자료를 기초로 실증분
석을 하고 있으나 이들 실증연구들이 계량분석에 있어서 내생성의 문제와 모형설정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 이들 문헌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분석들이 내생성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여준 결과는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인과
관계보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실질임금 증가가 인적자본의 증가를 대변하여 인적자본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중요한 변수의 누락으로 편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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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임금인상이 국내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인상이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그중 49.6%가 5인 미만 사업체
에, 71.1%가 10인 미만 사업체에, 95%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 분포되어 있음.
□ 대부분의 최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들은 영세규모의 사업체 또는 소기업에 속해 있으므로
결국 최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수익성이 낮고 충격흡수여력이 없는 이들
영세 및 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인위적 임금인상이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유보이익을 임금으로 나누어 주면(또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고 고소득자들은 소비성향이 낮으
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전체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임금인상 요인이 있으면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기업의 도산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3. 임금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통계
□ 전체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격차가 중소제
조업체보다는 대기업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됨.
◦ 다시 얘기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노동생산성 증가 이상
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담이 될 것이고, 대기업의 경우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주도 성장의 근거가 되지 않을 것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대기업에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투자여력을
줄여 경쟁력약화와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둔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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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갖춰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국내 임금 상승에 대응하여 저
임금이 가능한 해외공장생산을 늘리거나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국내노동을 대체할 가
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Ⅵ.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 검토를 위한 실증분석
1. 임금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관한 문제점
□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모형에 누락된 중요한 변수를 추가하여 다시 추정해
보면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Vergeer and Kleinknecht(2009)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모형에 생산함수 모형으로
가정하고 자본장비율증가(dlnkl)를 포함시키면 추정된 자본장비율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반면 실질임금 증가율 변수들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2.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와 경제성장
(1) GDP 성장률, 실질임금 증가율, 그리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
□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그리고 실질임금 증가율과
GDP 증가율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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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질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GDP 증가율:
EUROSTAT 33개국 2000~2005, 2005~2010, 2010~2015년 5년 구간 평균 증가율

출처: EUROSTAT

□ 이처럼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논거에 의하면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음.

(2) 실질임금-노동생산성 간 괴리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에서는 임금인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임금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경우에 기업경쟁력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
◦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면 실질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비례할 것임.
◦ 하지만 각 국가들에서는 해당 국가의 임금 및 노동정책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 간의 괴리가 커질 수 있으며 두 변수 간의 괴리가 심
해질수록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또는 ‘상대적 실질임금’(ratiow = w/(Y/L))은 산출의 노
동탄력성(   ) 또는 요인 z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데 노동탄력성의 변화에 의한
변화는 경제의 효율적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 반면 z의 변화는 균형에 왜곡을
심화시켜 비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상대적 실질임금 비율(ratiow)과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그림 8>에 제시하였고 각
5년 단위로 상대적 실질임금의 평균과 동일 기간의 GDP 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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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대적 실질임금과 연도별 GDP 증가율: 5년 평균 증가율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00~2005, 2005~2010, 2010~2015

출처: EUROSTAT, 저자 추정

(3) 상대적 실질임금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EUROSTAT 33개국 국가별 패널자료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실질임금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
◦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수준이 z-factor로 인해 비효율성을 높인다면 경제성
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 Collins and Bosworth(2003) 수렴모형에 기초한 5년 구간모형과 연도별 성장수렴모형,
그리고 생산함수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모든 모형에서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계수값을 보면 –0.201~-0.336이며 이는 상대적 실질임금비율이 0.01 단위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약 0.2~0.3%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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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 및 실증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 수요주도형 성장론을 검토해 본 결과 이론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들, 누락된 중요한 요소 및 균형식들이 존재하므로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장과 관련된 실증연구들의 경우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지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OECD 국가패널자료 실증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성장률
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부양과 소득주도형 성장의 근거는 약하고 노동생산성제고가 없는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확인함.
◦ 저소득계층의 임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빈곤퇴치와 소득분배 개선에 있다면 고려할 수
있으나 만약 성장을 견인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임.

□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은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일임.
◦ 우선적으로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가 중요하고 기업환
경의 정상화가 중요함.

□ 저성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에 기초가
될 객관적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여 잘못된 정책적 논의를 바로잡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헌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객관적인 통계
적 근거에 기초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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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연구의 배경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과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상과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한 경
제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도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러한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 「Minimum
wage policies to boost inclusive growth」 보고서가 대표적인 문헌인데 해당 보고서에서
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보고서의 내용은 임금상승이 소비를 진작시켜 총수요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며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유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Lavoie and
Stockhammer, 2012).
◦ 최저임금인상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임금상승 부담을 상쇄시키는 노동생산
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한 지식기반기술 훈련기회 확대, 평생교육,
직업교육, 재훈련 등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점도
이러한 가설과 맥을 같이 함.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경기부양과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과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그 인과관계가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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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인 면에서 무리한 가정에 의존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경
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우려됨.
◦ 미시자료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통계적 진실과도 거리가 먼 주장임.

□ 본 연구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제시된 이론과 실증분석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 후 임금인상과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패널자료에 입각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 검증을 수행
하여 실증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줌.

□ 아울러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장의 기초적 근거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나라
기업 및 산업 통계자료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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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근거
1.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 및 근거
□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침체에 대응하여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
도성장론을 거론하고 있음.
◦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은 비교적 생소한 가설임.

□ 소득증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
이론 및 가설에 입각하고 있음.
◦ (A)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Keynesian aggregate demand)
◦ (B) 효율 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 (C)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Post-Keynesian demand-led growth
model)

□ 하지만 (A)와 (B)와 같은 기존 이론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해당
이론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C)와 같은 새로운 이론은
논리적 구성면에서 미흡할 뿐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A)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은 단기 총수요 정책임.
◦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 「Minimum wage policies to boost inclusive growth」
보고서에서 주장된 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임금상
승이 소비를 진작시켜 총수요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임.
-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하면 총소비가 늘고 이는 결국 총수요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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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시된 주장은 총수요 및 경기진작에 관한 내용이어서 완전고용이 아닌 경기
후퇴기에서는 산출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완전고
용 상태에서는 산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 총수요 증가가 총공급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그 인과관계가 논리
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유도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으로 판단됨.
- 총수요 진작이 투자를 촉진시켜 총공급을 확대시킨다는 주장은 다음 포스트 케인지안 모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제시할 것임.

◦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총수요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효과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 현
재와 같이 기업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도록 압박하는 방식이라면 총공급 및 기업활동
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총수요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만약 고용시장이 경직적이어서 개별 기업이 유연하게 고용을 감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폐업이 속출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총수요정책은 장기 성장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성
장을 이끄는 정책이 될 수 없음.

□ (B) 효율임금(Efficiency Wage) 이론을 잘못 해석함.
◦ 간혹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효율임금의 예를 들어 기업이 임금을 높
여주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함.
◦ 기업들이 임금을 책정할 때 시장균형임금보다 자발적으로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것
이 관찰되는데 효율임금이론은 그 이유를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유인하고 더 높은 작업효율을 달성하려
는 데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임.
- 이처럼 효율임금은 기업의 판단에 의한 자발적 의사결정이므로 현재의 임금이 효율임금에
입각한 최적균형임금으로 보아야 함.

◦ 그러므로 효율임금이론에 입각하여 임금을 높여주면 생산성이 무조건 높아진다는 의
미로 해석하면 이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고 현재의 임금이 효율임금체계 하에서의 최
적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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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으로 기업에게 비자발적 임금 상승을 압박한다면 균형임금에서 벗어나는 것으
로 보아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초과하는 상태로 이행할 것
이어서 비효율성이 증대됨을 의미함.

□ (C)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
◦ 임금상승은 총수요확대와 투자를 진작시켜 공급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유도된다는
주장을 함.
◦ 최저임금인상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임금상승 부담을 상쇄시키는 노동생산
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한 지식기반기술 훈련기회 확대, 평생교육,
직업교육, 재훈련 등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음.
◦ 본 모델에 입각한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가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함.
◦ 결론적으로 보면 (C)에 해당하는 이론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중요한 계량적인 문제점들
이 해결되지 않아 임금과 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됨.

2.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
□ 수요주도 성장모형의 구조식
◦ Naastepad(2006)과 홍장표(2014)를 참고하여 수요주도 성장모형의 개략적인 구조를
요약하여 제시함.
◦ 수요주도 성장모형의 구조식은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로 구성됨.

□ 수요체제는 다음 식들로 구성되어 있음.
◦ 총수요 함수에서 총산출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의 합
◦ 소비와 수입은 총산출의 함수
◦ 자본소득의 저축성향이 노동소득의 저축성향보다 높다는 가정을 취함.
◦ 투자는 자본소득비율(자본몫)과 총산출량의 함수
◦ 수출은 명목환율, 세계수요, 그리고 국내 실질 단위노동비용 비율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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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수식들을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다음 결과를 도출함.
◦ 최종수요는 세계수입 증가율과 명목환율 증가율의 함수
◦ 또한 최종수요는 임금 증가율의 함수인데 실질임금 증가는 소비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다른 한편 투자와 수출을 감소시킴.
◦ 이때 최종수요에 대한 임금증가율의 부호가 양(임금주도 수요체제)이 되어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최종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의 저축성향이 노동소득의 저축
성향에 비해 상당히 커야 하고 투자에 대한 자본몫 탄력성과 수출의 노동비용탄력성
이 작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함.

□ 생산성 체제는 노동생산성 결정식으로 표현되고 노동생산성은 총수요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에 대한 양의 함수로 제시됨.
◦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총수요 증가율의 함수임.
- 총수요 증가율 변화가 생산성증가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Kaldor-Verdoorn 계수라고 함.
- 첫째, 총수요 증가가 유발하는 신규 투자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칼도효과(Kaldor
effect)를 주장함.
* 기술진보가 자본스톡에 체화된 칼도의 기술진보함수에서 새로운 생산설비는 최신의 기술을 체화하기
때문에 기존 생산설비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가정함.
* 총수요 증가가 설비가동률을 높여 기존의 생산설비가 새로운 생산설비로 교체되면 생산성이 증가함.

- 둘째, 가동률 상승이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버둔 법칙(Verdoorn’s law)을 주장함.

◦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실질임금 증가율의 함수임.
- 실질임금증가로 인해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므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함.
- 유발기술진보가설에 따르면, 실질임금 증가나 노동몫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노동절약적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킴(Foley & Michl, 1999; Funk, 2002).
- 노동자의 협상력 증가로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자본소득분배율이 떨어짐.
- 이때 자본몫 감소를 막기 위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촉진되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것을 임금주도 기술진보(wage-led technological change)효과라고 함(Naastepad, 2006; Storm
& Naastepa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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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수요체제에 대한 검토
□ 투자라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한 최적화 행동의 결과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총산출량과 총자본소득의 함수형태로 주어져 있어 기업의 최적화
행동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현실부합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이자비용, 투자수익률 등에 대한 고려가 없고 투자가 총산출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증
가한다고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음.
◦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증가가 총수요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이때
발생한 임금상승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 경우 투자에 대한 순편익이 늘지
않으면 투자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 임금은 처음부터 정책변수로 설정되어 있고 노동시장 균형식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경제학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한계노동생산과 실질
임금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균형노동량과 균형임금이 정해진다고 봄.
◦ 하지만 포스트 케인지안 모델에서처럼 임금을 정책변수로 정하여 시장균형에서 벗어난
수준이 책정된다면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이 생길 것이므로 실업이 발생할 것이지만
본 모형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

□ 기본적인 생산물시장, 대부자금시장, 노동시장 등에서의 수요-공급 모형 및 가격 변화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가격을 통한 시장균형이나 물가, 임금, 이자율 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모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내생변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영향이
본 이론에서 주장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가 불분명함.

□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저축성향이 다르다는 가정이 전체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 가정은 상당히 임의적이고 실증적 근거가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려운 가정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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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내 경제주체들이 극단적으로 자본가그룹과 노동자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본가그룹의 소득은 자본소득이 주를 이루고 소득이 높으므
로 자본소득에 따른 저축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저축성향은 소득의 원천과는 상관없이 총소득수준
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므로 해당 가정은 상당히 임의적인 가정이라
고 판단됨.

□ 가설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가정으로 투자에 대한 자본몫 탄력성과 수출의 노동비용
탄력성이 작다는 조건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임.
◦ 자본소득비율이 자본수익률과 상관있다면 투자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수출의 노동비용탄력성은 높을 것이라 예상됨.
◦ 이러한 강한 가정들에 대한 증거기반 분석이 선행되어야 모형의 결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2. 생산체제에 대한 검토
□ 임금인상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연구는 드물며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고 보기 어려움.
◦ ILO의 분석은 다수의 희망 섞인 가정에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 ILO 보고서가 근거로
제시한 World Bank의 연구논문(Del Carpio, Nguyen, and Wang, 2012)에서조
차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ILO 보고서는 해당 논문에 대해서 반대되는 결과로 잘못 인용하고 있음.
◦ ILO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금 인상이 소득을 끌어올려 총수요를 늘린다는 면은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임금인상이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

□ 인위적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부분적인 효과와 다소 희망적
인 기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유인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을 고려하면 제시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업들이 만약 실질임금상승에 대응하여 기업의 기술을 보다 자본집약적인 기술로
대체한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욱 떨어질 것이므로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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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생산기술을 자본집약적인 기술로 대체한다면 노동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는 줄어들 것임.
* 특히 임금이 하방경직적이라면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때 기술대체에 성공한 개별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노동생산성 향상의
원인이 노동생산성 변수의 분자인 총생산 증가보다는 분모인 노동의 감소요인이 더 클 것임.
- 더 나아가 실업이 발생한다고 볼 때 살아남은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더라도 실업자를 포함한
일인당 생산량 증가는 둔화될 것임.
- 또한 자본집약적 기술로 대체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노동집약적 사업을 포기하고
자본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신기술을
갖춘 일부 노동력만 새로운 기업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측이 전체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 만약 노동자 측의 협상력으로 실질임금도 높이고 고용도 유지하려고 한다면 기업은
폐업을 선택하고 적은 노동력을 새로이 고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임금인상을 수용한 국내기업의 비용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며 경쟁에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폐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생산은 해외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
◦ 임금인상으로 압박을 받을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려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을 제공할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가정을 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임
금인상으로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를 경험할 것이며 이는 투자감소로
이어져 고용과 노동생산성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기업들에게는 명백한 생산비용 증가요인이 되므로 이익이 줄어 적자기업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들이 생산을 중단하면 공급이 줄 것이므로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생산비용 증
가를 상품가격에 전가시킬 여력이 적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국내의 악조건을 피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생산은 줄이고 해외 생
산기지 생산량을 늘리거나 국내 하청보다는 해외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증
가할 것임.

□ 공급 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주요 요인들을 ILO나 관련 연구들은 무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 측에 대한 영향들을 적절히 감안한다면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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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익성 악화로 다수의 영세 및 소기업의 도산이 현실화된다면 고용에 부정적 충
격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노동생산성 증가와 실질임금 증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다수의 실증연구의 내용을 보면
두 변수 간의 역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모형의 중요변수의
누락으로 인한 편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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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실증문헌에 대한 검토
□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실증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포스트 케인지안 학파 학술지로
분류되는 학술지에 주로 게재되어 있음.
◦ Bhorat et al.(2013), Kumhof and Rancière(2011), Lavoie and Stockhammer(2012),
Palley(2011) Stockhammer(2011)

□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거시 시계열 자료 또는 국가패널 자료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들 실증연구들이 계량분석에 있어서 내생성의 문제와 모형설정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 이들 문헌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분석들이 내생성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여준 결과는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인과
관계보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실질임금을 독립변수로 보고 있으나 실질임금의 상승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
로 그 자체의 변화가 생산성 제고 또는 인적자본 증가의 원인이 아닌 오히려 결과로
볼 수 있음.
◦ 외생적인 실질임금상승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나 인적자본의 증가
요인을 배제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실질임금 증가의 경우를 포착해서 검증해야 하지
만 그러한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 노동생산성 증가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주요 요인들이 누락되어
모형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누락변수로 인한 계수추정에 편의가 발생
할 수 있음.

□ 관련 실증연구들은 다음 세 가지 종류의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있고 다음에는 해당 실증모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문헌들을 제시함.
◦ 국가 거시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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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실질임금상승(dlnw)이 동기 노동생산성증가(dlnY/L)에 미치는 영향을 한 국가 연간
시계열자료로 분석
*         ∙       ∙       
* Naastepad(2006): 네덜란드 1960~2000 연간 자료

- 실질임금상승(dlnw)의 시차변수가 노동생산성증가(dlnY/L)에 미치는 영향을 한 국가 연간
시계열자료로 분석
*        ∙         ∙       
* Hein and Tarassow(2010): 6개국 시계열 분석

◦ 횡단면 국가수준 OLS 회귀모형 분석
- 실질임금상승(dlnw)이 노동생산성증가(dlnY/L)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 국가수준 자료로
분석
*        ∙       ∙       
* Storm and Naastepad(2009): 20개국, 10년 평균 증가율, pooled OLS 관찰치 40개(1984~
1994, 1994~2004)

◦ 국가패널 고정효과 모형 분석
- 실질임금상승(dlnw)의 시차변수가 노동생산성증가(dlnY/L)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자료로
분석
-     ∙       ∙       ∙       ∙    
  ∙       

* Vergeer and Kleinknecht(2010): OECD 19개국 패널모형

□ 공통적인 문제점
◦ 실질임금 증가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치
는 역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동 기간 횡단면 분석의 경우 상관관계로 파악해야 할 것임.
- 시계열 분석에서도 시차를 준다고 해도 역시 시계열 상관이 높을 수 있고 내생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함.

◦ 실질임금 증가가 인적자본의 증가를 대변하여 인적자본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 여
지가 있음.
- 임금결정체계는 인적자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적자본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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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geer and Kleinknecht(2010)의 국가패널 고정효과 모형추정은 국가별 고정효과를
고려하고 시차변수를 사용하는 등 국가 고유특성 관련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 교정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연구라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변수의 누락으로 편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노동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당 자본장비율 변수의 누락으로 편의가 발
생한 경우로 볼 수 있고 VI장에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이 모형에 자본장비율
의 증가율을 포함하는 경우 실질임금 증가율의 부호가 모두 유의하지 않거나 반대로
음으로 바뀜.
◦ 역시 해당 실증연구에서도 내생성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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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임금인상이 국내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본 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하여 인위적 임금인상이 실현될 경우 국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국내 기업 및 산업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고자 함.
◦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 자료, 임금 자료, 기업 수익성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 규모별
임금, 생산성, 수익성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 생산성제고 없는 임금상승이 성장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1. 최저임금인상이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기업생태계 측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와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임.
□ 우리나라는 고용기준으로 중소기업이 87%를 차지해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근로자 비중이
비교 선진국의 경우보다 크게 높은 편이지만(미국 49%, 일본 76%, 독일 69%) 중소기업의
평균적 기업성과는 모든 면에서 대기업에 유의하게 뒤떨어지고 있어 이는 이미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어 있음.
◦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 전체 근
로자는 1705만 명(2014년도에는 1773만 명)이고 최저임금 수혜근로자는 234만 명
(2014년도에는 256만 명)임.
◦ 아울러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그중 49.6%가 5인
미만 사업체에, 71.1%가 10인 미만 사업체에, 95%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 분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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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저임금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2)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2)

사업체 규모

발생비중

분포

발생비중

분포

5인 미만

7.1

54.2

22.7

49.6

10인 미만

5.7

66.5

17

71.1

10~99인

2.2

24.7

5.3

23.9

100~299인

1.9

6.8

3.3

3.7

300인 이상

0.5

2.1

1

1.3

출처: 유경준(2013)

□ 저임금 근로자의 분포도 이러한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들은 영세규모의 사업체 또는 소기업에 속해 있으므로 결국 최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수익성이 낮고 충격흡수 여력이 없는 이들 영세 및 소기업들에
게 큰 타격이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으로 전체 소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임금인상의 충격을 상대적
으로 더 받을 소기업에게 소비진작의 혜택이 비례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
에 이미 심각한 수준의 대·중소기업 간 성과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심지어 ILO 보고서에 인용된 Del Carpio, Nguyen, and Wang (2012)에서도 대기
업보다는 소기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2. 인위적 임금인상이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유보이익을 쌓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금으로 나누어 주면(또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기업에 관한 규모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약함을 알
수 있음.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7~2013년간 전 산업 대기업의 매출
액 영업이익률은 평균 5.58%로서 3.41%인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편임(제조업 분야
의 경우 대기업은 6.38%이고 중소기업은 4.45%임).

V. 임금인상이 국내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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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임금인상이 기업 규모에 따라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자명함.
◦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고 고소득자들은 소비성향이 낮으
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전체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임금인상 요인이 있으면 수익
성 악화와 더불어 기업의 도산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실적의 악화와 도산
은 고용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임.
<그림 1> 매출액영업이익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전 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제조업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그러므로 총량지표에만 의존하여 추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임금인상이 규모별, 산업별로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임금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통계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왔기 때문에 기업들
에게는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고 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통계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음.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는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표본조사보다도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28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한국생산성본부(2013)가 분석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2~
2012년 기간 동안 제조업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연간 7.6%(중소제조업체는 7.4%, 대
기업은 8.8%) 오른 반면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은 9.0%(중소제조업체는 8.1%, 대기
업은 11.1%)이어서 저소득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고 보기 어려움.
◦ 금융위기 이후 기간을 보더라도 2008~2012년 기간 동안 제조업 근로자의 명목임금
은 연간 4.7%(중소제조업체는 4.7%, 대기업은 4.8%) 오른 반면 전체 명목노동생산
성은 6.2%(중소제조업체는 4.8%, 대기업은 7.5%) 올랐음.

□ 이러한 상황은 노동생산성증가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았던 미국의 경우와는 많이 다른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아지지 않고 임금인상을
우선 단행한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격차가 중소제
조업체보다는 대기업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됨.
◦ 다시 얘기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노동생산성 증가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담이 될 것이고, 대기업의 경우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주도 성장의 근거가 되지 않을 것임.
<그림 2>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1인당 임금 증가율의 추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출처: 한국생산성본부(2013) p.66,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V. 임금인상이 국내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9

<그림 3>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1인당 임금 증가율 비교: 대기업과 중소기업
1992~1997

1998~2007

2008~2012

1992~2012

출처: 한국생산성본부(2013) p.66,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표 2>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1인당 임금증가율 비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임금
증가율

1992~1997

14.8

11.7

15.6

10.8

14.2

12.7

1998~2007

6.9

6.6

10.2

9.7

6.1

5.6

2008~2012

6.2

4.7

7.5

4.8

4.8

4.7

1992~2012

9

7.6

11.1

8.8

8.1

7.4

출처: 한국생산성본부(2013) p.66,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대기업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기술집약적, 자본집약
적인 산업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먼저 해서 경쟁력을 높인 후 생산성이
오르면 장기 추세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에 걸맞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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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장경쟁임금은 노동탄력성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양의 함수이므로 산출
에 대한 노동탄력성이 낮아졌다면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부분을 시장임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금감소요인이 있으므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임금증가율이 낮을 수 있음.
◦ 대기업의 경우 상당부분의 생산이 자본집약적인 기술로 대체되고 있으므로 노동탄력
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대기업에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투자
여력을 줄여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둔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갖춰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국내임금 상승에 대응하여 저
임금이 가능한 해외공장 생산을 늘리거나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국내노동을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내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V. 임금인상이 국내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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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 검토를 위한 실증분석
1. 임금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관한 문제점
□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 가설은 소득증가가 결국에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소득
증대의 정책적 수단으로 임금정책을 얘기하고 있으며 임금상승 또는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하
다고 결론은 맺고 있음.
□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실증연구들에서 임금상승과 경제성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고 있으나 역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관관계로 해석해야 함.
□ 임금상승과 경제성장 간 양의 상관관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인과관계로
보기 어려움.
◦ 만약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고
동시에 시장에서 시장경쟁임금을 받는다면 임금도 상승할 수 있어 양의 상관관계가
발생함.
◦ 양의 상관관계가 단지 노동생산성 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이 개선되고 동시에 경
제성장도 관찰되는 것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개선
을 촉발한 다른 원인이 성장의 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처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제3의 요소가 노동생산성, 경제성장, 임금상승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소득주도성장 가설은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
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기만 하면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설임.
□ 그러므로 임금상승이 경제성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유의미한 계량분석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생성에 의함이 아닌 독립적 외생적 충격에 의한 임금상승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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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앞서 제기한 내생성을 적절히 제거하고 노동생산성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
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 과연 그 경제가 차후에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이루었는지 보여주어야 함.
- 하지만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증가의 보상인지 독립적인 변화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임.

□ 또한 효율임금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기업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경우는 배제해야 함.
◦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의 의미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임금인
상이 된 경우에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이 경우 기업이 정한 현재 균형임금은 그 임금이 유발할 노동생산성 증가분을 감안하
여 책정한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임.
◦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부정책과 규제를 통해 임의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소득을 높이면
성장이 유도된다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인상을 하는 경우와는
거리가 있음.
◦ 그러므로 정부정책에 따른 임의적 임금인상은 기업이 정한 효율임금과 차이가 날 것
이고 그 경우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임금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실증연구들에서 임금상승과 경제성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석들은 앞서 논한 상관관계
일 뿐 임의적 임금인상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증거로 볼 수 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임의적 임금인상의 경우를 추출하고 이에 따라 인과관계를 규명하
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임.

□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모형에 누락된 중요한 변수를 추가하여 다시 추정해
보면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Vergeer and Kleinknecht(2009)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OECD 19개국 패널 고
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0~2015년 기간 OECD 33개국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포스트 케인지안
생산체계 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추정하였음.
◦ <표 3>의 모형 (1)은 Vergeer and Kleinknecht(2009)의 기본모형과 유사한 모형이며
추정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임금(dlnwages)과 시차 실질임금 변수의 계수가 유의
한 양의 값을 가져 실질임금이 시간을 두고 생산성증가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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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생산함수 측면에서 보면 자본장비율증가(dlnkl)의 함수
로 볼 수 있으며 모형 (2)와 (3)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 모형 (1)에 추가적
으로 자본장비율의 증가율(dlnkl)을 포함시켰고 그 결과 추정된 자본장비율계수는 유
의한 양의 값을 갖는 반면 실질임금 증가율 변수들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거나 오
히려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뒤바뀜.
◦ 이처럼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표 3> 노동생산성 결정모형 추정: 수요주도성장모형
(1)
a2
dlnyl

(2)
a3
dlnyl

(3)
a4
dlnyl

-0.083
(-1.388)
-0.239***
(-4.020)
-0.029
(-0.502)
-0.175***
(-2.963)

0.090*
(1.812)
-0.092*
(-1.884)
-0.095**
(-2.008)
-0.089*
(-1.849)
0.635***
(12.188)

-0.000***
(-5.615)
0.075
(1.422)
0.255***
(5.019)
0.062
(1.239)
-0.044
(-0.865)

-0.000***
(-7.486)
-0.021
(-0.486)
0.062
(1.410)
-0.026
(-0.628)
-0.128***
(-3.096)

0.090*
(1.795)
-0.094*
(-1.909)
-0.095**
(-2.002)
-0.088*
(-1.836)
0.635***
(12.165)
0.084
(0.451)
-0.000***
(-7.459)
-0.020
(-0.464)
0.062
(1.414)
-0.026
(-0.622)
-0.128***
(-3.083)

316
33
0.301

316
33
0.551

316
33
0.549

VARIABLES
L.dlnyl
L2.dlnyl
L3.dlnyl
L4.dlnyl
dlnkl
dhum
L.rgdp_capita
L.dlnwages
L2.dlnwages
L3.dlnwages
L4.dlnwages

Observations
Number of countries
Adjusted R-squared

주: 종속변수 dlnyl 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설명변수 dlnkl은 일인당 자본장비율, dhum은 인적자본 증가율, rgdp_capita는 일인당
실질GDP, 그리고 dlnwages는 실질임금증가율임. L,은 1차 시차변수, L2.는 2차 시차변수, L3.은 3차 시차변수, L4.는 4차
시차변수이고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함. t-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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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와 경제성장
□ 본 연구에서는 임금인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임금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경우에 기업경쟁력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
◦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면 실질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비례할 것임.
◦ 하지만 각 국가들에서는 해당 국가의 임금 및 노동정책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 간의 괴리가 커질 수 있으며 두 변수 간의 괴리가 심
해질수록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

(1) GDP 성장률, 실질임금 증가율, 그리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
□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임금 관련 국가별 자료를 EUROSTAT에서 추출함.
◦ 실질 GDP 증가율(T_GDP_USD_CON), 평균연봉(CPNCU_Average_annua_wages),
노동자 일인당 GDP(T_GDPEMP_NCN)를 EUROSTAT 33개국 2000~2015년 자료를
추출함.

□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그리고 실질임금
증가율과 GDP 증가율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OECD 33개국에 대해서 2000~2005, 2005~2010, 2010~2015년 5년 구간 증가율
을 구한 후 각 변수 간 산포도를 구한 결과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그리고 실질임금 증가율과 GDP 증가율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됨.
◦ <그림 5>에는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시계열 추이가 제시
되어 있는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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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질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GDP 증가율:
EUROSTAT 33개국 2000~2005, 2005~2010, 2010~2015년 5년 구간 평균 증가율

출처: EUROSTAT

<그림 5> 실질임금 증가율(dlnwages)과 노동생산성 증가율(dlnyl)의 시계열 추이: 우리나라

출처: EUROSTAT, Penn-World Tables 9.0

□ 이처럼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논거에 의하면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음.
□ <그림 6>에서 보면 국가별로 두 변수의 증가율 간의 괴리가 관찰될 뿐 아니라 괴리의
정도에 있어서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관찰됨.
◦ 두 변수의 증가율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국가의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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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질임금 증가율(mdlnwages5)과 노동생산성 증가율(mdlny5):
OECD 국가별 비교 (2000~2015 평균 증가율)

출처: EUROSTAT

(2) 실질임금-노동생산성 간 괴리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상대적 실질임금)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함.
◦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w)은 노동의 한계생산성(MPL)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되지만 제도와 규제로 인해 균형식에 요인 z(z>1)만큼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함.
    
      

◦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또는 ‘상대적 실질임금’(ratiow = w/(Y/L))은 산출의 노
동탄력성(   ) 또는 요인 z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데 노동탄력성의 변화에 의한
변화는 경제의 효율적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 반면 z의 변화는 균형에 왜곡을
심화시켜 비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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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가 증가할 때 비효율적 배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경제성장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z를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을 이용함.
-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탄력성(   )의 변화로 인한 변화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측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노동탄력성의 변화로 인한 상대적 실질임금(ratiow)의 변화는 비효율성 증가와
무관하므로 경제성장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그러므로 만약 상대적 실질임금(ratiow)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노동탄력성 요인이 아닌 z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각 국가별 상대적 실질임금 비율(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ratiow)의 수준은 다음
<그림 7>에 제시되어 있음.
<그림 7>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2014)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2014)

출처: EUROSTAT, 저자 추정
주: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연간 부가가치, 임금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 상대적 실질임금 비율(ratiow)과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그림 8>에 제시하였음.
◦ 각 5년 단위로 상대적 실질임금의 평균과 동일 기간의 GDP 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모든 기간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찰됨.
◦ 상대적 실질임금과 연도별 GDP 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서 역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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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대적 실질임금과 연도별 GDP 증가율: 5년 평균 증가율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00~2005, 2005~2010, 2010~2015

출처: EUROSTAT, 저자 추정

<그림 9> 상대적 실질임금과 연도별 GDP 증가율: 연도별 증가율
2000~2001

2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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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

2010~2015

출처: EUROSTAT, 저자 추정

(3) 상대적 실질임금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EUROSTAT 33개국 국가별 패널자료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실질임금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
◦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수준이 z-factor로 인해 비효율성을 높인다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첫 번째 접근법은 Collins and Bosworth(2003) 수렴모형을 기초로 실증분석함.
◦ Collins and Bosworth(2003)은 경제성장이 일인당 GDP 수준, 인적자본, 기타 요
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z-factor 대리 변수로 상대적
실질임금(ratiow)을 추가하여 분석함.
      ∙       ∙       ∙         

◦ 종속변수는 1년 또는 5년 경제성장률(dlnY)이고 상대적 실질임금(ratiow)과 일인당
GDP(pcapGDP)에 영향을 받음.
◦ 추가로 통제변수에는 인적자본(hum)과 일인당 자본축적 변수를 포함시킴.
- 인적자본은 Barro-Lee의 각 국가별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를 사용함.
- 상대적 실질임금(ratiow)에 영향을 주는 노동탄력성이 경제의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행
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함.

◦ 1년 경제성장 모형의 경우 각 경제성장률에 1기 시차 일인당 GDP 값, 상대적 실질
임금, 인적자본, 자본장비율을 회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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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경제성장 모형의 경우 2000~2015년을 2000~2005, 2005~2010, 2010~2015
등 3개의 5년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경제성장률을 계산한 후 이에 해당 구간의 초
기 일인당 GDP 값, 그리고 해당 구간의 평균 상대적 실질임금, 평균 인적자본, 평균
자본장비율을 회귀하므로 3개년 패널 국가 회귀모형이 됨.
◦ 통제하지 못한 개별 국가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므로
각 회귀의 결과는 국가 간 차이가 아닌 한 국가 내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
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해야 함.

□ <표 4>와 <표 5>에 제시된 5년 구간모형과 연도별 성장수렴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모든
모형에서 상대적 실질임금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실질임금 즉,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상대적 실질임금의 변화가 노동탄력성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비효율성과 상관이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z-factor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계수값을 보면 –0.201~-0.336이며 이는 상대적 실질임금비율이 0.01 단위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약 0.2~0.3%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5년 구간 성장수렴모형: 고정효과모형 회귀 추정결과 2000~2005, 2005~2010, 2010~2015
(1)

(2)

(3)

VARIABLES

gr_gdp5

gr_gdp5

gr_gdp5

mratiow5

-0.218***

-0.201**

-0.204**

(-2.743)

(-2.506)

(-2.506)

-0.000***

-0.000***

-0.000***

(-6.986)

(-5.974)

(-5.630)

0.005

0.004

(1.231)

(1.038)

rgdp_capita
mhum5
mk_l5

0.000
(0.304)

Observations

97

97

97

Number of countries

33

33

33

Adjusted R-squared

0.174

0.181

0.169

주: 종속변수 gr_gdp5 은 5년 평균 GDP 증가율, 설명변수 mratiow5는 5년 평균 상대적 실질임금, rgdp_capita는 초기연도
일인당 GDP, mhum5는 인구의 5년 평균 교육연수, mk_l5는 5년 평균 자본장비율이고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함. t-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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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성장수렴모형: 고정효과모형 회귀 추정결과 2000~2015
(1)

(2)

(3)

VARIABLES

gr_gdp1

gr_gdp1

gr_gdp1

ratiow

-0.329***

-0.327***

-0.336***

(-4.706)

(-4.683)

(-4.742)

-0.000***

-0.000***

-0.000***

(-8.421)

(-7.543)

(-7.546)

0.006

0.004

(1.534)

(1.027)

rgdp_capita
hum
k_l

0.000
(0.758)

Observations

480

480

480

Number of icode

33

33

33

Adjusted R-squared

0.090

0.093

0.092

주: 종속변수 gr_gdp1 은 연도별 GDP 증가율, 설명변수 ratiow는 상대적 실질임금, rgdp_capita는 초기연도 일인당 GDP,
hum는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 k_l는 자본장비율이고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함. t-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두 번째 접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산함수 모형을 추정하였음.
◦ 일반적으로 거시변수들은 불안정 시계열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증가율로 변환하여 추
정하였고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추정하였고 그 추정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음.
       ∙       ∙       ∙        

◦ 종속변수는 노동단위당 GDP 성장률(=노동생산성 증가율)이며 여기에 독립변수로서
상대적 실질임금, 자본장비율의 변화율, 인적자본 변화율을 회귀함.
◦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형 (2)~(4)에서는 추가적으로 Arellano-Bond 동태
패널 모형(Dynamic Panel Estimation)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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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생산함수모형: 고정효과모형, 동태패널모형 회귀 추정결과

VARIABLES
ratiow
dlnkl
dhum

(1)
고정효과모형
dlnyl

(2)
동태패널모형
dlnyl

(3)
동태패널모형
dlnyl

(4)
동태패널모형
dlnyl

-0.257***
(-4.846)
0.397***
(8.825)
0.392***
(2.799)

-0.256**
(-1.984)
0.434***
(4.287)
0.286**
(2.047)

-0.246**
(-2.057)
0.444***
(4.673)
0.354**
(2.339)

0.203***
(3.547)

0.222***
(3.374)
-0.129***
(-2.971)

-0.257***
(-5.145)
0.433***
(10.222)
0.286**
(2.178)
0.004
(0.088)
0.202***
(4.666)

447

447

447

33

33

33

L.dlnkl
L.dlnyl
L2.dlnyl

Observations
R-squared
Number of countries

480
0.182
33

주: 종속변수 dlnyl 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설명변수 ratiow는 상대적 실질임금, dlnkl는 일인당 자본장비율 증가율, dhum는 교육연수의
증가율, L.은 1차 시차변수, L2.는 2차시차 변수임. t-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생산함수모형 추정결과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모든 모형에서 상대적 실질임금(ratiow)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실질임금 즉,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계수값을 보면 –0.246~-0.257이며 이는 상대적 실질임금비율이 0.01 단위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약 0.25~0.26%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Ⅵ .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 검토를 위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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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 및 실증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 수요주도형성장론을 검토해본 결과 이론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들,
누락된 중요한 요소 및 균형식들이 존재하므로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장과 관련된 실증연구들의 경우 실질임금과 노동생산
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지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또한 국내 규모별 기업통계를 기초로 인위적 임금상승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에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짚어보았음.
□ 마지막으로 OECD 국가패널자료 실증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의 비율이 높을
수록 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부양과 소득주도형 성장의 근거는 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
성제고가 없는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확인함.
◦ 저소득계층의 임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빈곤퇴치와 소득분배 개선에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만약 성장을 견인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부양을 생각한다면 아직 국가부채의 절대적 수준이 위험한 수준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한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임.
◦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개선이 필요하다면 기업에 부담을 주기보다
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업보험급여 확대 등 정부정책에 의한 저소득층 배려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정정책으로 지속성장을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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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은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일임.
◦ 우선적으로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가 중요하고 기업환경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

□ 저성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에 기초가
될 객관적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여 잘못된 정책적 논의를 바로잡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헌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객관적인 통계적
근거에 기초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Ⅶ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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