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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

이 진 영**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
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
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
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
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
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
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가 부자
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
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 해 결국 소득이동성을 떨어뜨
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세대 간 소득이동성, 교육과 소득분배,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학력, 소득계층 대물림, 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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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부(富)의 대물림이다. 인터넷 누리꾼 사이에
서 회자되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수저계급론’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부모에게서 태어
난 자녀를 ‘금수저’,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흙수저’라 칭하며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점차 악화되나 성숙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불균등 정도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
는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성립하고 있지
않은데,1) 이는 경제 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사회의 소득분배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흔히 살펴보는 통계량은 지니계수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소득분포의 단면을 특정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보여준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 0.306이었으나
2016년 0.3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니계수만을 고려하면 한국의 소득불균등 정도
는 지난 10년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저계급론’ 논란이 말해주듯 사
회구성원이 실감하는 소득 불균등 정도는 분포의 동태적인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고, 생애주기 혹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분배 정도
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지니계수뿐만 아닌 다양한 소득분배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소득분배지표의 예로 세대 내 소득이동성지표와 세대
간 소득이동성지표를 꼽을 수 있다. 세대 내 소득이동성은 특정 두 시점 사이에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 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에 대해 말해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소득계층 간 이행확률의 추정을 통해 측정된다. 현 시점의 지니계수가 높더라도 세대
내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라면 장기적으로 생애소득은 균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1)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이 1970년대 이후의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최근 연
구의 예로 Piketty(2014)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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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득분배의 불균등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부모와 자녀 간 소득의 대물림 정도를 말해주는 지표로 주로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세대 내 이동성과 비슷한 맥락으로 현 시점의 지니계수가 높더
라도 세대 간 소득의 상관관계가 낮은 사회는 부모의 소득과 거의 무관하게 자녀의 소
득이 결정되므로 소득 상승의 기회가 비교적 균등한 사회라 할 수 있다.2) 따라서 세대
내 소득이동성지표와 세대 간 소득이동성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소득이 이전
시점 혹은 세대에 비해 상승 혹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니계
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소득분배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소득분배가 악화될수록 저소득층 생계 위협,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따
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정부는 소득분배 지표들을 참조하여 여러 가지
소득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득분배 개선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
는 현금 및 현물 지원, 세금 감면 등이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육 정
책 또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전통적 교육의 역할 중 하나로 저
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이동을 돕는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교육의 사다리 역할은 고학력자일수록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교육이 소득계층의 상향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여 소득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
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사교육이 고학력 획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부모
의 부가 자녀의 사교육 투자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부모가 부유할수록 자녀가
고학력과 고소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소득분배의 형평
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사회의 기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 점검은 교육이 소득분배의 역할에 기여하
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이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사회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라 할 수 있다.
연구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이동성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부족

2)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는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소득불균등지표(지니계
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을 살펴보면 소득탄력성이
높을수록(즉, 소득이동성이 낮을수록) 지니계수도 높은 정의 관계가 뚜렷하다. ‘위대한 개츠비
곡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orak(2013)과 김희삼(2014)의 연구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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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며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3)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대한 최근 연구의 예
로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 윤정렬·홍기석(2012), 김용성(2014)의 연구를 들 수 있
다.4)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간
이행행렬을 추정한 결과 1999-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이 감소했음을 지적
하고 연령, 가구 내 취업자 수, 초기소득, 정규직 여부, 화이트칼라 여부, 직업훈련, 사
회보험 수급 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계층 간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주장했다. 윤정렬·홍기석(2012)은 세대 내 소득이동성을 개인 근로소득을 결
정하는 초기 조건의 분산과 항상적 요인의 분산의 상대적 크기라 정의하고, 대부분 연
령 집단에서 초기 조건에 의한 소득격차가 감소하였으므로 소득이동성이 분석 기간인
1998-2008년 동안 상승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용성(2014)은 다양한 소득이동성 지표와
회귀분석 추정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세대 내 소득이동성이 하락하였고, 특
히 저학력 계층의 소득이동성 약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대한 연구의 예로 김민성·김봉근·하태욱(2009), 김봉근·석재은·현은주(2012), 최
지은·홍기석(2011), 양정승(2012), 최기림·안태현(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민성·김
봉근·하태욱(2009)과 김봉근·석재은·현은주(2012)의 연구는 최소자승법을 통해 추정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임금탄력성은 0.3 정도인데 이는 미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므로 우
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지은·홍기석
(2011)의 연구는 도구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세대 간 임금탄력성은 0.4 정도이므로 우리
나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정승(2012)은 표본 선택
에서 발생하는 하향 편의를 조정하여 재추정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3-0.4라고 주장했다. 최기림·안태현(2015)의 연구는 부자 및 부녀간의 소득이동성을 추
정했는데, 추정 결과 부자간 소득탄력성은 0.112, 부녀간 소득탄력성은 0.172로 나타나
부녀간 소득이동성이 부자간 소득이동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별적 결혼
의 경향이 세대 간 대물림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력과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예
로 안종범·전승훈(2008), 김희삼(2009; 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안종범·전승훈(2008)
과 김희삼(2009; 2014)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세대 간 소득 이동의 관련성

3) 소득이동성에 대한 국제연구는 최기림·안태현(2015: 47-48)의 연구를 참조하라.
4) 2012년 이전에 발표된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관한 기존 연구 목록은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
10-11)의 연구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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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했다. 안종범·전승훈(2008)은 축차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세
대 간 이전 구조가 존재함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였다. 김희삼(2009)은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 낮은 편이 아니며, 설명력 분해법을 적용하여 분
석한 결과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약 절반 정도(50%)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투
자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 저자의 2014년 연구에서 이 수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25-45%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축차방정식 모형과 설명력 분해법은
모두 다소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안종범·전승훈(2008)의 연구는 부모의 소득과 자
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 자녀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순차적으로 결정되고 각 회귀
방정식의 오차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0임을 전제로 하였고, 김희삼(2009; 2014)의 연구
역시 자녀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회귀방정식의 오차항과 자녀의 임금방정식의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0임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교육과 소득은 모두 연구자 입장에서 관찰
불가능한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변수인데, 회귀분석 시 개인의 능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교육과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각각의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오차항 간의 상관관
계가 0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모형 내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모형
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KLIPS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본 연구에서 수

행한 패널 자료를 이용한 세대 간 비교는 비교 대상 집단이 유전적으로 비슷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층과 청년층 비교에 그치는
횡단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비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복수의 회귀식을 이용하는 축차방정식 모형이나 설명력 분해법이 아닌 한 개의 축약형
회귀식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강한 가정에 의존했던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 대한 직관적 해석을 용이하게 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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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이 대물림 될 확률은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저소득
계층이 대물림 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
에는 기여하지 못해 결국 소득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실증분석 자료와 분석모형에 대해 소개
하고 회귀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제III장에서는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세대별 영향 및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데이터 및 분석방법 소개
부자간 소득의 이동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려면 우선 부자쌍 식별이 가능한 자료
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 조사기간이 충분히 길어 아버지와 자녀의 소득이 비슷한 연령
을 기준으로 관찰 가능해야 한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소득이 평생소
득에 근접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로 사용된 KLIPS5)는
1차 조사 당시 포함된 원가구에 속한 가구원뿐만 아니라 원가구원들이 분가하여 새로
운 가구를 구성하였을 경우 분가가구원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패널조사이기 때
문에 전 조사기간에 걸쳐 부자쌍 식별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18차 조사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분석을 수행하기에 조사기간이 다소 짧으나 위의 조건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자간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모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KLIPS에서 추출한 부자쌍으로 구성된다. 부자간
의 연령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버지 표본은 KLIPS 1차 및 2차 조사에서, 자녀 표

5) KLIPS는 1998년 5,000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2015년 18차 조사까지의 자료
가 공개되어 있다. 가구 및 개인의 기본 특성(성별, 학력, 혼인상태 등)과 노동시장 정보(경제활
동상태, 소득, 직업이동 등), 건강, 시간 사용 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18차 자료에서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수는 3,421가구로 68.4%의 원표본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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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KLIPS 16차 및 17차 조사에서 추출하였다. 부모 세대의 표본을 아버지만으로 제
한한 이유는 근로소득이 관찰된 어머니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자녀 표본은 1차
조사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아들 혹은 딸이었으나 2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독립가구
를 형성한 남녀, 즉 분가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로 구성된다. 양정승(2012)과 최기림·
안태현(2015)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전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표본에서 제외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저해되고 소득대물림 추정치가 하향 편의될 수 있
다고 지적하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들도 표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득변수 중 하나로 연가구소득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가하여 독립한 자녀 가구만을 표
본에 포함시켜 추정하고 이로부터의 결과를 주요 분석 결과로 삼았다. 추정치의 강건
성 점검을 위해 월평균임금과 월평균소득의 경우 동거 자녀가구를 포함한 확장된 표본
을 이용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부표 1>-<부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확장된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도 주요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양정승
(2012)과 최기림·안태현(2015)의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한 가구에서
분가한 복수의 자녀 가구를 이용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측정하는 경우 또한 하향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가장 높은 자녀가 속한 분가가구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욱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분가가구 모두를 자녀 표본에 포함시켰다.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Mincer의 소득모형을 기본으로 하는 다음의 회귀식 (1)
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여기서   는 개인 의 소득,   는 의 학력,   는 통제변수벡터,

(1)

 는 오차항을

가리킨다.   는 개인 의 월평균임금, 개인 의 월평균소득, 개인 가 속한 가구의 연
소득 등 세 가지 종류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월평균임금은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로부터의 근로소득을, 월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을,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월평균소득을 가리킨다. 연가구소득은 개인 가 속한 가구
의 모든 가구원들이 벌어들인 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수급액, 총이
전소득, 기타소득의 합을 가리킨다. 모든 소득변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물
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변환하였고 회귀분석 시 실질소득의 로그변환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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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는 가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측정된다. 4년제 대졸자 더미로 학력을 측정한 이유는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교육연수에 비례한 선형적 효과를 갖기보다는 학위 졸업장의 유무에 따라 비선형적 효
과를 갖기 때문이다.6)   는 학력 이외에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함한
다. 구체적으로 개인  의 연령, 연령의 제곱, 성별,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종
사상 지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일컫는다. 아버
지 집단은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인  의 성별은 자녀 집단의 회귀분석
에서만 통제변수로 이용된다. 개인  의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이며 유배우자, 별거, 이
혼, 배우자 사망 등 총 5개로 구분하고, 이 중 미혼을 제외한 나머지 상태의 여부를 나
타내는 더미변수 4개를 생성하여 통제변수벡터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인

 의 종사상

지위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 총 4개로 구분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표본에서 제외), 이 중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3개를 생성하여 통제변수벡터에 포함시켰다.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더
미변수는 종속변수가 월평균임금일 경우, 자영업자 더미는 종속변수가 월평균소득일
경우에 통제변수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개인  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 실업자, 비
경제활동인구 등 총 3개로 구분되는데, 이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여부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 2개를 생성하여 통제변수벡터에 포함시켰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더미변수는 종속변수가 연가구소득일 경우에만 통제변수로 사용된다.
자녀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회귀식 (2)를 이용하
여 추정된다:
P r                

(2)

여기서   는 부자간 소득대물림 더미변수,   는 자녀의 학력,   는 통제변수벡
터,  · 는 누적밀도함수, P r · 은 괄호 안의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가리킨다.

  는 자녀  의 소득계층이 아버지의 소득계층과 같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
6) Hungerford-Solon(1987)은 교육연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학위수여년도(diploma year)에 특히
커진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는데, 인류 역사 상 오랫동안 양피지로 만들어진 학
위기가 수여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효과를 양피지 효과(Sheepskin effects)라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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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수로 측정된다. 소득계층은 각 소득을 4분위(소득 하위 25% 이하, 소득 하위
25-50%, 소득 상위 25-50%, 소득 상위 25% 이상)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이때 소득
분위의 기준은 KLIPS 해당 차수에 속한 전체 관측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몇 개의
분위로 소득을 구분할지 결정할 때 고려한 점은 개념적 측면인 소득계층 대물림의 의
미와 기술적 측면인 관측치 수이다. 만약 소득계층을 2개의 분위만 사용하여 상위
50%, 하위 50%로 나눈다면 계층의 구분이 너무 느슨하여 분석 결과의 해석이 모호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득계층 하위 10%에서 자녀 소득계층 하위 10%, 아버
지 소득계층 하위 10%에서 자녀 소득계층 하위 40%,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전자는 세대 간 소득계층의 대물림, 후자는 세대 간 소득계층의 상승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2개의 분위로 소득을 나눈다면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대물림의 경우로
분류된다. 얼마나 촘촘한 소득분위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할 때에는 소득분위별로 적당
한 관측치 수가 유지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4개의 소득
분위를 이용한 결과이나 분석결과는 소득분위 수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 소득분
위 5개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부표 4>-<부표 6>을 참조하기 바란다. 변수의 정의상

   인 경우가 부자간 소득계층이 대물림되는 경우이고,    인 경우가 부자
간 소득계층이 대물림되지 않고 변동이 있는 경우다. 따라서 고소득층에서의 계층 대
물림은 부(富)의 대물림, 저소득층의 계층 대물림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해석할 수 있
다.7) 자녀의 학력인   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투자한 결과이며, 소득이 높은 부모일
수록 자녀의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여 자녀 학력이 증가할 것이라 가정한다. 이 가정
은 추후 회귀분석 표본을 이용하여 검증된다.   는 자녀  의 교육연수로 측정되는데
앞서 회귀식 (1)과 달리 학력을 더미변수가 아닌 교육연수로 측정하는 이유는 자녀의
학력을 투자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투자의 단위를 연(年)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8) 통
제변수는 회귀식 (1)에서 사용한 통제변수에 아버지 교육연수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는 부자의 연령, 연령의 제곱, 혼인상태 더미변수 4개, 종사상 지위 더미변수 3개, 경
7)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대 간 부 혹은 빈곤의 대물림은 세대 간 소득의 상속이나 이전을
가리키는 광의의 개념이 아닌 세대 간 소득의 ‘층위’가 그대로 답습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협의
의 개념이다. 따라서 세대 간 소득의 상속이나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아버지가 속한 소득계층과
자녀가 속한 소득계층이 같지 않다면, 즉 자녀의 소득계층이 아버지의 소득계층에 비해 높거나
낮다면 이는 소득계층의 대물림이 아닌 소득계층의 상승 혹은 하락으로 정의된다.
8) 자녀의 학력 변수를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성 면에서 교육연수를 사용한 추정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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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상태 더미변수 2개 및 아버지 교육연수, 자녀의 성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
함한다. 아버지 교육연수를 추가로 통제한 이유는 누락변수 편의 문제 때문이다. 아버
지 학력과 아버지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인 점과 아버지 소득과 자녀 학력이 양(+)의
상관관계인 점을 감안하면,9) 아버지 학력은 설명변수인 자녀 학력과 양(+)의 상관관계
에 있다. 또한, 아버지 학력이 아버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
이기 때문에 아버지 학력은 종속변수인 대물림 더미변수와도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버지 교육연수를 회귀분석 시 통제하지 않으면 는 상향 편의된
값으로 추정될 것이다. 종속변수가 더미변수이므로  ·의 기본가정은 로지스틱
(logistic) 누적밀도함수이나 항등함수도 함께 고려한다. 로짓(Logit) 모형과 더불어 선형모
형(LPM; linear probability model)도 함께 고려하는 이유는 추정치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모형의 관심 계수는 로, 추정된 가 양(+)의 값이면 자녀의 교육연수가 증가
할수록 소득대물림 확률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정된 가 음(-)의 값이면 자녀
의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소득대물림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양(+)의 추정치이면 교육이 부자간 소득이동을 높여 사회의 경제적 역동성을 낮추고, 음
(-)의 추정치이면 소득이동을 낮추어 경제적 역동성을 제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A> 및 <표 1B>는 각각 회귀분석에 이용된 아버지와 자녀 집단의 기술통계량
을 보여준다. 각 집단의 표본은 소득에 따라 총 세 종류로 구분된다. 월평균임금을 소
득으로 사용하는 표본 1은 소득의 정의에 따라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하므로 관측치 수
가 가장 적다. 월평균소득을 소득으로 사용하는 표본 2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
금근로자인 자영업자도 포함한다. 연가구소득을 소득으로 사용하는 표본 3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하므로 관측치 수가 가장 많다. 표본 1-3은 모두 부자쌍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각 표본을 아버지와 자녀
변수로 구분하여 따로 분석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부자의 정보를 동시에 이용하는 부자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했다. KLIPS
조사 시 월평균임금과 월평균소득은 현재 수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반면, 연가구소
득은 지난해 수준에 대해 질문한다. 따라서 연가구소득은 아버지 자료의 경우는 2차
조사, 자녀 자료의 경우는 17차 조사를 이용했다. 또한, 월평균임금과 월평균소득의 경
우 단년도 변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2개년도 평균
값을 추가로 사용했다.
9) 이는 추후 분석을 통해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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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A> 아버지 변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생성 시 이용된 소득:

연령
성별 (1=남성)
교육연수
4년제 대학 졸업 여부
(1=대졸자)
임금/비임금 여부
(1=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단위: 만, 1차 자료)
월평균임금
(단위: 만, 1 ‧ 2차 평균)
월평균소득
(단위: 만, 1차 자료)
월평균소득
(단위: 만, 1 ‧ 2차 평균)
연가구소득
(단위: 만, 2차 자료)
혼인상태
1 if 미혼
2 if 기혼이며 유배우자
3 if 별거
4 if 이혼
5 if 배우자사망
종사상지위
1 if 상용근로자
2 if 임시근로자
3 if 일용근로자
경제활동상태
1 if 취업자
2 if 실업자
3 if 비경활인구
소득계층
1 if 하위 25%
2 if 하위 25-50%
3 if 상위 25-50%
4 if 상위 25%
관측치 수

월평균임금
(표본 1)
평균
(SD)
50.92
(5.54)

월평균소득
(표본 2)
평균
(SD)
52.04
(6.20)

연가구소득
(표본 3)
평균
(SD)
52.78
(6.67)

1.00
12.09

(0.00)
(2.14)

1.00
12.35

(0.00)
(2.13)

1.00
12.24

(0.00)
(2.18)

0.14

(0.35)

0.11

(0.31)

0.10

(0.30)

-

-

0.55

(0.50)

-

-

187.26

(101.05)

-

-

-

-

185.22

(94.34)

-

-

-

-

-

-

195.50

(150.04)

-

-

-

-

193.46

(127.44)

-

-

-

-

-

-

3253.72

(2484.00)

비중

(SE)

비중

(SE)

비중

(SE)

0.98
0.01
0.01
-

(0.01)
(0.01)
(0.01)
-

0.99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97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81
0.07
0.12

(0.03)
(0.02)
(0.02)

-

-

-

-

1.00
-

-

1.00
-

-

0.79
0.07
0.13

(0.01)
(0.01)
(0.01)

0.18
0.25
0.19
0.37

(0.03)
(0.03)
(0.03)
(0.04)

0.15
0.32
0.24
0.29

(0.02)
(0.02)
(0.02)
(0.02)

0.09
0.12
0.21
0.58

(0.01)
(0.01)
(0.01)
(0.02)

190

399

987

주: 소득변수는 모두 실질변수임(2010=100). 소득계층 구분 시 소득기준은 KLIPS 해당 차수에 포함
된 관측치를 모두 이용하여 구했고,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임금의 경우 2개 차수의 평균치는 이용
하지 않음.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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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B> 자녀 변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생성 시 이용된 소득:

연령
성별 (1=남성)
교육연수
4년제 대학 졸업 여부
(1=대졸자)
임금/비임금 여부
(1=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단위: 만, 16차 자료)
월평균임금
(단위: 만, 16 ․ 17차 평균)
월평균소득
(단위: 만, 16차 자료)
월평균소득
(단위: 만, 16 ․ 17차 평균)
연가구소득
(단위: 만, 17차 자료)
혼인상태
1 if 미혼
2 if 기혼이며 유배우자
3 if 별거
4 if 이혼
5 if 배우자사망
종사상지위
1 if 상용근로자
2 if 임시근로자
3 if 일용근로자
경제활동상태
1 if 취업자
2 if 실업자
3 if 비경활인구
소득계층
1 if 하위 25%
2 if 하위 25-50%
3 if 상위 25-50%
4 if 상위 25%
관측치 수

월평균임금
(표본 1)
평균
(SD)
36.02
(4.20)
0.64
(0.48)

월평균소득
(표본 2)
평균
(SD)
36.80
(4.51)
0.65
(0.48)

연가구소득
(표본 3)
평균
(SD)
36.98
(4.56)
0.50
(0.50)

14.94
0.78

(2.26)
(0.42)

14,82
0.74

(2.28)
(0.44)

14.38
0.67

(2.43)
(0.47)

-

-

0.85

(0.35)

-

-

266.06

(127.26)

-

-

-

-

270.40

(124.86)

-

-

-

-

-

-

285.72

(185.61)

-

-

-

-

289.32

(190.39)

-

-

-

-

-

-

4956.20

(3146.82)

비중

(SE)

비중

(SE)

비중

(SE)

0.17
0.78
0.04
0.01

(0.03)
(0.03)
(0.01)
(0.01)

0.16
0.81
0.03
0.00

(0.02)
(0.02)
(0.01)
(0.00)

0.14
0.83
0.00
0.03
0.00

(0.01)
(0.01)
(0.00)
(0.00)
(0.00)

0.92
0.06
0.02

(0.02)
(0.02)
(0.01)

-

-

-

-

1.00
-

-

1.00
-

-

0.76
0.01
0.24

(0.01)
(0.00)
(0.01)

0.09
0.24
0.28
0.39

(0.02)
(0.03)
(0.03)
(0.04)

0.09
0.31
0.38
0.22

(0.01)
(0.02)
(0.02)
(0.02)

0.08
0.29
0.38
0.25

(0.01)
(0.01)
(0.02)
(0.01)

190

399

987

주: 소득변수는 모두 실질변수임(2010=100). 소득계층 구분 시 소득기준은 KLIPS 해당 차수에 포함
된 관측치를 모두 이용하여 구했고,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임금의 경우 2개 차수의 평균치는 이용
하지 않음.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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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A> 및 <표 1B>에 나타난 아버지와 자녀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비교해보면, 아버
지의 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녀에 비해 낮은 평균값과 낮은 분산 정도를 보
였다. 또한 월평균평균임금과 월평균소득의 경우 상위 50% 소득계층 비율이 아버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더 높아 세대 간 상향이동이 관찰되었으나, 연가구소득의 경우 그
비율이 아버지 세대에서 더 높아 세대 간 하향이동이 관찰되었다. 평균 교육연수는 자
녀의 경우가 더 높아 아버지의 경우 12.09-12.24년, 자녀의 경우 14.38-14.9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는 표본 1에서 상용근로자, 표본 2에서 임금근로자, 표본 3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버지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51-53세, 자녀의 평균 연령은 36-37세였다. 아버지의 혼
인상태는 미혼은 없었고 98%가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던 반면, 자녀의 혼인상
태는 미혼이 14-17%,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상태가 78-83%였다.

Ⅲ. 학력이 소득 및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인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력 간의 상관계수 추
정이다. (같은 세대 내) 학력과 소득 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
과 자녀의 학력 간의 양(+)의 상관계수 추정치가 클수록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의
상관관계 또한 커지므로 부자간 소득대물림 확률이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
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력 간의 상관계수가 양(+)의 값으로 추정된다면 자녀의 학
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양(+)의 영향을 미쳐 학력이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보
다는 부의 대물림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자녀의 학력을 설명변수로 하고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이다. 상관계수 추정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력이 소득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회귀분석을 아버지와 자녀 집단 각각에 대해 수행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 모두 학력과 소득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게다가 학력과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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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 역
시 대물림 분석에 꼭 필요한 사전 작업이다.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변했을 경우 이는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면
자녀의 학력이 소득 대물림 확률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줄어들 것이다.

1.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세대별 비교
회귀식 (1)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
다. (1)열과 (2)열은 표본 1, (3)열과 (4)열은 표본 2, (5)열과 (6)열은 표본 3으로부터 추
정된 결과이고, 표의 홀수열은 아버지만을, 짝수열은 자녀만을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다. 월평균임금과 월평균소득의 2개년도 평균값을 이용한 결과와 단년도 값을 이용
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표 2>에서는 단년도 값을 이용한 결과만을 표기하였다.
추정 결과, 아버지 세대에서는 대졸자가 대졸 미만의 학력자에 비해 소득이 43-73%
더 높았으나 자녀 세대에서는 22-25% 더 높은 것에 그쳤다. 즉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에 비해 약 1.7-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소득
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세대에 비해 현 세대에서 축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
로 대졸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월평균임금을 소득으로 사용한 경우 아
버지 세대가 약 2.4배, 월평균소득을 소득으로 사용한 경우 약 3.3배, 연가구소득을 소
득으로 사용한 경우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표본 2에서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
대의 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아버지 세대에서는 대졸 학력이 월평균소득에 미치는 영
향이 73%로 가장 컸고 연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43%로 가장 낮았으나, 자녀 세대
에서는 대졸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거의 같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학력 상승에 따른 소득 상승의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므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은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 자체가 소득분배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교육의 소득이동성
제고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소득 상승의 기회가 줄어 현 상태의 소득분배를 고착
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소득분배를 균등화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이진영
(

)

15

<표 2>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1 if 대졸
1 if 아들
1 if 임시직
1 if 일용직
1 if 비임금근로자
1 if 실업자
1 if 비경활인구
R-squared
관측치 수

로그변환된
월평균임금
표본 1
아버지
자녀
(1)
(2)
0.55
0.23
(0.09)
(0.08)
0.32
(0.07)
-0.72
-0.41
(0.13)
(0.13)
-0.63
-0.53
(0.11)
(0.25)

로그변환된
월평균소득
표본 2
아버지
자녀
(3)
(4)
0.73
0.22
(0.10)
(0.06)
0.36
(0.05)

로그변환된
연가구소득
표본 3
아버지
자녀
(5)
(6)
0.43
0.25
(0.08)
(0.04)
-0.21
(0.05)

-

-

-

-

-

-

-

-

-

-

-0.49
(0.09)
-0.43
(0.07)
0.12
987

-1.69
(0.23)
-0.47
(0.05)
0.27
987

-

-

0.10
(0.07)

0.26
(0.06)

-

-

-

-

-

-

-

-

0.47
190

0.27
190

0.24
399

0.17
399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각 회귀분석 시 통제변수로 연령, 연령의 제곱,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
변수가 공통적으로 사용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Juhn et al.(1993)이 지적하였듯이 인적자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일수록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wage inequality)가 커
지므로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축소로 인해 소득불균등 정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즉,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축소는 소득분배의 동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균
등화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소득분배의 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균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 관련 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표본별로 결과가 상이하였다. 아
버지 세대에서는 월평균임금이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일 경우 68%, 일용직일 경우 62%
더 낮았으나 자녀 세대에서는 각각 40%, 53%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 부자만
을 고려할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아버지 세대에
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 부자를 고려할 경우 아버
지와 자녀 세대 모두에서 자영업자인 경우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소득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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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아버지 세대의 경우 10%, 자녀 세대의 경우 26%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자영업자로 인한 소득 증가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활동상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모든
부자쌍을 표본에 포함시킨 경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상태가 연가구소득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자녀 세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대비 실업자의 연가구소
득은 아버지 세대에서 49%, 자녀 세대에서 169% 낮았고, 취업자 대비 비경활인구의 연
가구소득은 아버지 세대에서 43%, 자녀 세대에서 47%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녀
세대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연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아버지 세대
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버지 세대는 연가구소득이 아버지의 근로소
득 이외에도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 혹은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원
천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자녀 세대는 연가구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업 상태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더욱 커질 수 있다.

2.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 간의 상관계수 추정결과는 <표 3>과 같다. 자녀의 학력
과 부모의 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표본에 상관없이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학력과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앞 절의 결과를 상기해보면 부모의 소
득과 자녀의 소득 또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소득
중 월평균임금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컸고, 연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다. 자
녀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는 자녀의 학력이 부모가
자녀 교육에 투자한 결과이고 부모의 경제력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력도 증가할 것이
라는 모형의 기본 가정에 부합한다.
한편, <표 4>를 통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계층이 대물
림되는 부자쌍의 비율은 0.29-0.34인 것으로 나타나 표본별로 약 1/3 정도의 부자쌍에서
소득계층 대물림이 관찰되었다. 연가구소득을 이용하여 구한 소득계층의 대물림되는
비율이 0. 34로 가장 컸는데, 이는 세대 간 직접적인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등이 연가구소득에 포함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임금과 월평균소득의 대물림 비율은 각각 30%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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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녀의 교육연수과 부모의 소득 간의 상관계수
월평균임금

월평균소득

연가구소득

상관계수

표본 1
0.31

표본 2
0.23

표본 3
0.17

관측치 수

190

399

987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표 4> 부자간의 소득계층 이동
월평균임금
표본 1
0.39

월평균소득
표본 2
0.37

연가구소득
표본 3
0.18

소득대물림 비율
(1 if 부의 소득계층 = 자녀의 소득계층)

0.30

0.29

0.34

소득하향이동 비율
(1 if 부의 소득계층 > 자녀의 소득계층)

0.31

0.35

0.49

관측치 수

190

399

987

소득상향이동 비율
(1 if 부의 소득계층 < 자녀의 소득계층)

주: 소득계층은 4분위로 구분. 소득계층의 구분 기준은 KLIPS 해당 차수에서 가용한 관측치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소득계층 이동 비율은 이동 방향에 따라 결과가 상
이했다. 월평균임금, 월평균소득, 연가구소득 순으로 부자간 소득계층의 상향이동 비율
이 높았던 반면, 연가구소득, 월평균소득, 월평균임금 순으로 하향이동 비율이 높았다.
회귀식 (2)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 <표 6>, <표 7>과 같다. 월평균임금과
월평균소득의 2개년도 평균값을 이용한 결과와 단년도 값을 이용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단년도 값을 이용한 추정치만을 표기하였다. <표 5>, <표 6>, <표 7>은 각각 표본
에 포함된 모든 관측치,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위 50%인 관측치, 아버지의 소득계층
이 하위 50%인 관측치를 이용한 결과다. 따라서 <표 6>의 결과는 종속변수가 부자간
소득계층이 상위 25%로 유지되거나 상위 25-50%로 유지되는 경우가 1,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0인 값을 가지게 되므로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부(富)의 대물림 확률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고, <표 7>의 결과는 종속변수가 부자간 소득계층이 하위
25%로 유지되거나 하위 25-50%로 유지되는 경우가 1,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0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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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표본 1
Logit
LPM
(1)
(2)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월평균소득
표본 2
Logit
LPM
(3)
(4)

연가구소득
표본 3
Logit
LPM
(5)
(6)

0.047
(0.018)

0.047
(0.018)

0.019
(0.012)

0.019
(0.012)

0.009
(0.008)

0.009
(0.008)

-0.053
(0.035)
0.076
(0.078)

-0.055
(0.032)
0.063
(0.077)

-0.027
(0.021)
0.013
(0.050)

-0.027
(0.021)
0.013
(0.050)

0.010
(0.013)
-0.107
(0.035)

0.008
(0.012)
-0.107
(0.035)

180

190

393

399

986

987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
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표 6>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부(富)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표본 1
Logit
LPM
(1)
(2)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월평균소득
표본 2
Logit
LPM
(3)
(4)

연가구소득
표본 3
Logit
LPM
(5)
(6)

0.070
(0.030)

0.057
(0.023)

0.052
(0.018)

0.049
(0.016)

0.021
(0.009)

0.021
(0.009)

-0.054
(0.059)
0.072
(0.122)

-0.048
(0.053)
0.062
(0.112)

-0.034
(0.032)
0.028
(0.066)

-0.034
(0.030)
0.023
(0.071)

0.022
(0.016)
-0.157
(0.040)

0.014
(0.014)
-0.151
(0.038)

96

108

207

211

776

788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
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분석대상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3, 4
분위에 속한 경우로 제한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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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되므로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빈곤의 대물림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표 5>의 (1)열과 (2)열에 나타나 있듯이 표본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의 학
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약 4.7% 증가하였다. 표본 2와 표
본 3을 사용했을 경우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
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자녀의 교육이 근로소득의 대물림 수단으로써 작용하지만,

임

금근로자뿐만 아닌 자영업자와 미취업자까지 고려할 경우 자녀의 학력이 소득 대물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
게 나온 이유는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학력이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경우, 고소득층의 대물림과 저소득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값으로 함께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로 제한하여 회귀식 (2)를 추정한 결과는 <표 6>에 정
리되어 있다. <표 6>의 결과는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학력이
대물림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월평균임금을 소득으로 사용하였을 때가 가장 높았고,
연가구소득을 사용하였을 때가 가장 낮았다. 표의 (1)열과 (2)열에 나타나 있듯이 표본
1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이 약
5.7-7.0% 증가하였다. 표본 3을 사용하였을 경우 (5)열과 (6)열에 나타나 있듯이 해당
추정치는 2.1%로 떨어졌다. 고소득계층 대물림 효과가 월평균임금을 소득으로 사용하
였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 이유는 월평균임금이 아닌 다른 소득은 직접적으로 대물림
되는 부모의 보유자산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월평균소득과 연가
구소득의 대물림은 주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모가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부
동산의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으
로 추측된다.
반면,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빈곤의 대물림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하위 50%로 제한하여 회귀식 (2)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7>을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연수가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
률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0에 가까운 양(+)의 값, 혹은 음(-)의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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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빈곤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월평균소득
연가구소득
표본 1
표본 2
표본 3
Logit
LPM
Logit
LPM
Logit
LPM
(1)
(2)
(3)
(4)
(5)
(6)
0.006
(0.021)

0.007
(0.027)

-0.021
(0.021)

-0.018
(0.018)

-0.039
(0.024)

-0.026
(0.020)

-0.019
(0.036)
0.016
(0.074)
77

-0.027
(0.038)
0.038
(0.098)
82

-0.033
(0.029)
-0.208
(0.081)
181

-0.034
(0.028)
0.190
(0.071)
188

-0.012
(0.030)
0.028
(0.085)
195

-0.018
(0.028)
0.025
(0.076)
199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
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분석대상이 아버지의 소득계층
이 1, 2분위에 속한 경우로 제한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
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해 결국 부자간 소득
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육이 고소득층에게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세대 간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교육 거품’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주호 외(2014)의 연구에
서 지적되었듯이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가 고졸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4년제 대졸자 간 임금 불균등 정도가 최근 들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녀를 조금이라도 질이 더
높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사교육을 포함한 자녀 교육에 본인들의 소득을 투자할
것이고, 이는 소득계층 간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격차를 심화시켜 결국 자녀 소득
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고소득층 자녀가 졸업한 4년제 대
학이 저소득층 자녀가 졸업한 4년제 대학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라면, 두 소득
계층의 자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대졸 학력이 임금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가 더 클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고소득 구(區)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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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區) 학생 간 서울대학교 합격 확률 차이의 80-90%가 부모 경제력에 따른 치장법 등
의 차이로 설명되었다는 김세직 외(2015)의 연구 결과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
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Ⅳ. 결 론
한 국가의 경제성장의 단계가 성숙해질수록 바람직한 분배 수준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진다. 일단 사회적으로 합의된 소득분배의 균등화 수준이 있다면 이러한 수준에
다다르기 위한 소득 균등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이 세대 간
소득이동성 제고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추정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학력이 증가
할수록 부자간 고소득층 대물림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해 결국 소득이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세대 간 소득의 대물림 정도가 매우 높은 사회는 고소득층에게는 부의 대물림을, 저
소득층에는 빈곤의 대물림을 의미하므로 소득 격차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소득 격차
의 심화는 계층 간 갈등 증폭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뿐더러 나아가 사회가 추구
하는 기본 이념인 평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안
정된 사회를 구축하려면 바람직한 소득 (불)균등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절실히 고민해야 한다. 소득이동성 제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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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교육이 소득이동성 제고 수
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소득계층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제고했던 교육
의 기존 역할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받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이동성을 제
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이주호 외(2014)에서 언급된 한국의 교육
거품 현상은 질적으로 더 우수한 대학으로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부모의 유인을 증
폭시키고 있다. 부모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자연히 부
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 학력의 양적 혹은 질적 격차와 나아가 자녀 소득의 격차로까지 이어진다. 총가구
소득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교육 푸어(poor) 계층이 양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공교육의 정상화다. 교육을 통한 부모 부의 대물림은 대부분 자녀 사교육에 대
한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개
혁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교육이 소득이동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나 학교 시설 같은 초등 및 중등 교육 자원
에 대한 물적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개
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을 받아 온 고등교육의 재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주호
외(2014)가 지적하였듯이 제도 개선을 통해 하위권 부실 대학이 우선적으로 퇴출되는
대학 구조조정책을 운용하는 등 교육 거품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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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동거 자녀가구 포함)
종속변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표본 1

월평균소득
표본 2

연가구소득
표본 3

Logit
(1)

LPM
(2)

Logit
(3)

LPM
(4)

Logit
(5)

LPM
(6)

0.034
(0.015)

0.034
(0.016)

0.007
(0.011)

0.007
(0.011)

-

-

-0.042
(0.029)

-0.043
(0.028)

-0.010
(0.019)

-0.010
(0.019)

-

-

-0.004
(0.068)

-0.010
(0.065)

0.008
(0.046)

0.009
(0.046)

-

-

230

241

480

485

-

-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
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동거 자녀가구도 포함된 확장된 표본
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부표 2>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부(富)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동거 자녀가구 포함)
종속변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월평균소득
연가구소득
표본 1
표본 2
표본 3
Logit
LPM
Logit
LPM
Logit
LPM
(1)
(2)
(3)
(4)
(5)
(6)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0.054
(0.023)

0.047
(0.020)

0.036
(0.015)

0.035
(0.016)

-0.025
(0.049)
0.080
(0.092)
127

-0.021
(0.047)
0.082
(0.090)
137

-0.018
(0.028)
0.191
(0.058)
253

-0.019
(0.027)
0.191
(0.062)
258

-

-

-

-

-

-

-

-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
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분석대상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3, 4
분위에 속한 경우로 제한됨. 동거 자녀가구도 포함된 확장된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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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빈곤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동거 자녀가구 포함)
종속변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표본 1

월평균소득
표본 2

연가구소득
표본 3

Logit
(1)

LPM
(2)

Logit
(3)

LPM
(4)

Logit
(5)

LPM
(6)

-0.004
(0.023)

-0.007
(0.026)

-0.028
(0.021)

-0.023
(0.019)

-

-

-0.004
(0.032)

-0.012
(0.036)

-0.004
(0.028)

-0.007
(0.027)

-

-

-0.133
(0.096)

-0.179
(0.092)

-0.173
(0.072)

-0.166
(0.068)

-

-

99

104

226

227

-

-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
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분석대상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1, 2
분위에 속한 경우로 제한됨. 동거 자녀가구도 포함된 확장된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부표 4>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5개 소득분위 사용)
종속변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표본 1

월평균소득
표본 2

연가구소득
표본 3

Logit
(1)

LPM
(2)

Logit
(3)

LPM
(4)

Logit
(5)

LPM
(6)

0.043
(0.017)

0.047
(0.017)

0.006
(0.007)

0.005
(0.011)

0.013
(0.007)

0.013
(0.008)

-0.035
(0.034)

-0.039
(0.031)

-0.020
(0.012)

-0.010
(0.019)

0.005
(0.012)

0.003
(0.012)

0.082
(0.074)

0.074
(0.075)

-0.072
(0.032)

-0.075
(0.046)

-0.057
(0.032)

-0.060
(0.033)

180

190

394

400

993

994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
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소득분위는 총 5개의 분위를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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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부(富)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5개 소득분위 사용)
종속변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표본 1

월평균소득
표본 2

연가구소득
표본 3

Logit
(1)

LPM
(2)

Logit
(3)

LPM
(4)

Logit
(5)

LPM
(6)

0.066
(0.029)

0.056
(0.023)

0.034
(0.014)

0.037
(0.016)

0.029
(0.009)

0.030
(0.009)

0.013
(0.065)

0.010
(0.054)

0.004
(0.027)

0.003
(0.029)

0.008
(0.015)

0.001
(0.014)

0.161
(0.115)

0.154
(0.109)

0.108
(0.055)

0.115
(0.065)

-0.137
(0.037)

-0.137
(0.038)

92

103

195

199

697

702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
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소득분위는 총 5개의 분위를 사용. 분
석대상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4, 5분위에 속한 경우로 제한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부표 6>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빈곤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5개 소득분위 사용)
종속변수:

1 if 부 소득계층 = 자녀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표본 1
Logit
LPM
(1)
(2)

월평균소득
표본 2
Logit
LPM
(3)
(4)

연가구소득
표본 3
Logit
LPM
(5)
(6)

설명변수
자녀의 교육연수

0.043
(0.032)

0.030
(0.037)

-0.018
(0.018)

-0.018
(0.017)

-0.002
(0.020)

-0.002
(0.022)

-0.106
(0.061)
-0.243
(0.201)
37

-0.071
(0.047)
-0.175
(0.122)
50

-0.022
(0.026)
-0.286
(0.079)
181

-0.019
(0.026)
-0.289
(0.065)
188

-0.012
(0.027)
0.068
(0.075)
141

-0.009
(0.031)
0.063
(0.079)
142

통제변수
아버지의 교육연수
1 if 아들
관측치 수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logit 추정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표기함. 각 회귀분석 시 통
제변수로 부자의 연령, 부자의 연령의 제곱, 부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더미변수, 부자의 노동시장
관련 더미변수도 사용하였으나 추정치 표기를 생략하였음. 소득분위는 총 5개의 분위를 사용. 분
석대상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1, 2분위에 속한 경우로 제한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 2차, 16차, 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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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Children’s Education Level
on Intergenerational Income Persistence

Jin Young Lee
Using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s data,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schooling level on income over time and the effect of children’s education level on
intergenerational income persiste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education level
on income decreased over time. Also, intergenerational income persistence, measured as a
dummy variable that has value one if children’s income percentile group is same as the
father’s, increased with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only when the father is in upper
income percentile group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ducation fails to play a significant
role of the economic ladder and does not much help in raising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Rather, education may possibly function as a mean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ealth through parental investment in thei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Keywords: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educational attainment, economic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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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특히, 고령근로자들의 건강수준 악화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자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은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만 50세 이상 건강손실을 초래하는 산업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29,440명에서 2015년에는 49,536명까지 상승하였다. 즉, 근
로사업장 내 안전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면서 전체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 수는 감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근로자들의 경우 장기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출되고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건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
(이순국·전용일, 2016). 따라서 노동시장 근로환경과 고령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을 유지하
는 것은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상임금격차이론에 따르면 근로사업장 내 안전위험성에 덜 투자하는 기업들의 근로
자에 대한 보상임금 수준은 높아지고 업무상 안전투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업무상 위험
성이 높은 사업장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주 또한 건강한 근로자
들을 쉽게 선별하여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위험성과 건강위험성에 대한 정
확한 평가를 규정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성별･연령별
상이한 건강수준 차이가 업무상 산업재해와 보상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Viscusi, 1990; Basha & Maiti, 2013),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와
업무상 안전위험성을 정확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다. 즉, 전문 의료
진에 의한 정확한 객관적 건강수준과 근로자들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장 안전사고와 보상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
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주관적인 건강인식의 변화가 크고, 업무
상 직무위험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Barte & Taubman, 1979; Viscusi,
1992; Hsieh et al., 2012). 이처럼 중장년 근로자의 건강위험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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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근로환경과 결부되어 노동시장의 불확실한 정보 하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일
어난다(Viscusi, 1998). 이러한 현상이 근로자들의 생활습관 및 건강관련 행위(health
related behaviors)와 연관되면 근무태도에 영향을 미쳐 부주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
근, 업무속도 등 노동생산성 차이와 결부된다(Ault et al., 1991; Bush & Wooden, 1995;
신성환 외, 2008; 이순국·전용일,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건
강수준을 주관적 건강수준과 객관적 건강수준으로 구분하고, 노동시장 보상수준을 결
정하는 임금과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건강수준과 생산성 간 관계를
조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사업장 내 근로환경과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을 주관적·객
관적 건강수준으로 세분화한다. 그리고 중장년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산업
재해 발생과 임금수준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며, 중장년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에 따른 영
향요인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편, 기업과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산업재해는 그 직무에 대한 위
험성을 나타내고 사업장 안전에 대한 보상수준을 나타내며, 임금수준은 노동의 한계생
산가치를 의미하는 지표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여 업무상 근로여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측면에서 근로사업장의 업무상 위험성
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동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노동공급 측
면에서 중장년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수준의 개별적인 요소들에 따라 구분하
여 주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한 건강수준과 객관적인 판정 및 측정에 따른 건강수준이
노동수요 측면에서 건강과 근로환경을 통하여 확인되는 근로자 보상수준인 임금과 산
업재해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기초 문헌들을 소개한다. 제Ⅲ장은 근로환경조사에 대한 특
징과 사용변수들을 설명하고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여 통계모형을 설정한다. 제Ⅳ장은
추정한 결과들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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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개인의 건강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건강상태 변화로 인한 소득과 노동
시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스톡(health stock) 감소로 인하여 건강수준이 악
화되면 건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게 되는 잠재가격(shadow price)이 높아져 건
강의 한계생산이 하락하게 되어 노동시장 생산성은 하락하게 된다(Grossman, 1972;
Cropper, 1977; Gerdtham & Johannesson, 1999).1)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노
동생산성 간의 관계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효용함수는 건강수준 정도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근로자들의 성별･연령
별 건강위험 수준 평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건강수준 평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
과는 적지 않으며(Louh & Herzog. 2002), 근로자의 건강위험성 평가와 함께 근로사업장
의 업무상 안전위험 수준도 노동시장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Viscusi, 2001; 이순
국·전용일, 2016). 특히, 이순국·전용일(2016)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위험 수준을
높이는 흡연과 음주행위는 상반된 근로보상으로 나타나는데, 업무상 안전사고 위험성
은 증가하여 비금전적 요소인 산업재해 발생은 증가하지만, 동료들 간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금전적 보상임금은 높아진다. 이는 중장년층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사고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실제로 발생되는 산업
재해가 높아지는 경우는 일치하나 객관적인 금전적 보상임금은 낮아져 해외 문헌과 상
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동시장 참
여 가능성은 높아지며, 장기간 근무하고 비공식적인 업무가 많을수록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쳐 낮은 생산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은 근로사업장의 업무상 안전위험성 차이와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차이가
근로보상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근로자의 건강수준은 양호한 상태와 악화된 상태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연령별로 중장년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건강위험군으로 분
1) Grossman(1972)에 따르면, 개인은 건강유지를 위한 한계비용과 건강상태 개선으로부터 오는 한
계편익이 같아지도록 최적건강스톡(optimal health stock)을 유지한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건강투
자(health capital)에 대한 한계비용이 높아지고 감가상각률이 높아져 최적건강스톡은 하락하게
되고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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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중장년 근로자 건강수준, 근로보상 관계

류될 수 있어, 근로사업장 또한 업무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과 낮은 사업장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령이 높은 장년근로자일수록 사업장 안전사고 위험성은 상
대적으로 높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관적으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은퇴자의 경우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오영희 외, 2006; 이승렬,
2007).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악화될수록 근로자들의 업무로 인한 보상수준은 낮을 가
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근로사업장의 업무상 위험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근로자들의 연령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차이가 근로보상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기업은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근로자들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높은 건강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정보상 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기업주는 사업장 안전위험성에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근로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에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낮출 것인지 안전위험성에 덜 투자하여 금전
적 보상수준을 높여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효용수준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사업장 안전을 통한 보상수준으로 높여 받을 것인가, 혹은 객관적인 보상
임금을 높여 받을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임금은 대부분 근
로자의 선택에 의한 경우보다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며 근로환경에 대한 정
보를 완전하게 반영하기 어렵다(이용관, 2016). 산업재해는 근로환경에 대한 사고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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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처럼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측면에서 산업재
해와 임금은 모두 근로환경과 연관되며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함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헤도닉 임금이론(Hedonic Wage Theory)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위험성의 불확실성과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보상임금 격차를
통해서 반영된다. 즉, 상이한 직무위험 상황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불확실한 안전위험의
작업조건을 통해서 암묵적인 임금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산업재해가 발생
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투자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임금수준 하향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
은 작업장 사고위험성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자신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안전보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안전위험
성에 입각한 근로환경에 따라 기업의 임금제시곡선(wage offer curve)은 서로 다른 형태
를 보이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효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주어진 안전위험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최적보상임금을 결정한다.
［그림 2］는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을 가진 두 근로자들( ,  )과 상이한 등이윤곡
선을 가진 두 기업들 간(aa곡선, ff곡선)에 업무상 위험수준(r)에 따른 보상임금수준(w)
을 나타내는 위험-임금 상충관계(risk-wage tradeoffs)를 나타낸다.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업무상 위험수준에 직면하고 자신들의 위험 선호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한
다. 또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안전위험성 하에서 서로 다른 등이윤곡선을
제시하고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매칭된다.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다양한 등이윤
곡선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여 각각 근로자의 무차별곡선과 기업의 등이윤곡
선이 접하는 점에서 보상임금수준(w(r))이 결정되는 임금-위험(wage-risk) 조합의 궤적을
형성한다. 기업1은 aa 등이윤곡선, 기업2는 ff 등이윤곡선을 제시하며, 근로자1은 기업1
의 직무를 선택하고, 근로자2는 기업2의 직무를 받아들인다. 근로자1은 근로자2와 비교
하여 업무상 위험수준을 덜 기피하는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무차별곡선을 가
지며, 위험수준이 높아지면( ) 추가적인 보상임금수준을 요구한다(   ).
노동시장의 불확실한 위험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정할 때

 의 건강위험 확률 하에서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따른 효용함수는 건강수준이 악화된 경우(   )와 양호한 경우
(   )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위험성은 기업의 위험수준에 대한 투자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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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업무상 위험성과 임금수준

관된다(     ). 그런데 근로자들의 축적된 정신적 건강수준과 신체
적 건강수준이 악화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성은 높아지고, 재해가 발생되면 그에 따른
보상수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어진 위험확률 수준에서 보상임금 수준의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  )2). 한편, 건강위험에 대한 믿음(health risk reception)은 사
전적으로 얻게 되는 믿음과 사후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지각된 믿음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지 못한
다. 자신의 건강위험 믿음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압도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정보를
갖고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위험과 지각된 믿음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
(Viscusi, 1992). 따라서 건강위험 지각은 사람마다 상이하며, 자신의 건강수준을 평가하
거나 경제적 의사결정(decision-making) 순간에도 반영된다.3) 이는 노동시장에서 건강위
 

      
  ,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건강수준과 근로
         

′
2)       
′
′



여건 하에서 업무상 위험수준에 따른 보상임금수준이 결정된다.
3) Viscusi(1992)는 사전적 정보에 입각한 건강위험성 인식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흡연자의 폐암발생 위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여성과 젊은 연령층에서는 흡연을 통한 폐암발생을 과대평가하고, 남성과 고령층은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고령근로자들의 건강위험성 인식과 업무상 위험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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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 평가에 대한 차이로 근로자들의 주관적 건강수준 평가와 실질적인 객관적 건강수
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한편, 이번 기에 형성된 개인의 건강수준은 전기에 축적된 건강
수준(   )과 건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요소들(보건의료서비스 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 는 건강수준에 변화를 주는 파라미터
를 나타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투자재로 활용되는 건강수준은 개인의 건강병력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은 주관적인 건강수준(  )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건강수준(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질병발생 등 건강수준의 악화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수준 변화는 노동생산성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Luft, 1975; Bartel & Taubman, 1979; Boden et al., 2001;
Andren & Palmer, 2008). Bartel and Taubman(1979)은 심장질환과 고혈압, 천식, 폐암 등
건강수준의 악화가 임금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질병 유형과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Chirikos and Nestel(1985)는 백인
과 흑인을 성별로 구분하고, 백인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건강수준 악화로 인하여 임금
수준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인종과 성별에 따른 건강수준 차이가
임금격차로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정원일·전용일(2015)은 연령별로 건강상태
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특
징을 확인하였으며, 고령근로자일수록 건강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근로자의 건강수준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사업장 내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건강손실 회복을 위한 투자비용은
증가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통해 생산성 감소의 근원이 된다.
Hersch and Pickton(1995)는 건강위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이 상이한 특성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업무가 낮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로
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
강수준과 실제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Leigh(2012)는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형과 특징을 구
분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부담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

상관관계가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위험성 인식차이로 인해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실질적인 객관적 건강수준 간에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Viscusi & Hers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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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흡연과 음주행위가 근로사업장 내 업무상 위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
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Viscusi, 1992; Lye & Hirschberg, 2004; 이순국·전용일, 2016). 특
히, 근로자들의 장기간 흡연행태는 질병발생 확률을 높이고 악화된 건강수준으로 인해
근무태도에 영향을 미쳐 산업재해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Ault et al., 1991; Sacks &
Nelson, 1994; Bush & Wooden, 1995). 박수경(2014)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우울증과 산업재해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회복기대감,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 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건강수준과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실증분석들은 기본적으로 건강변수가 가
지고 있는 내생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기법을 통해 추정의 신뢰성을 높인다(Lee, 1982; Haveman et
al., 1994; 이은경, 2014). Lee(1982)는 교육수준과 인종에 따라 건강에 대한 평가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건강변수가 갖는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정방
법으로 Heckman 2차추정법, 3차추정법을 활용하였다. Haveman et al.(1994)은 건강수준,
노동시간, 임금 간에 동시적인 결정을 강조하고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임금수준을 하
락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GMM 추정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Hsieh et al(2012)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건강변수를 통한 이분산 현상
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중최소자승법(WLS; weighted least squares)과 분위회귀분석을 통
해 보완하였으며, 좋은 건강수준을 갖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
대부분 문헌에서 건강수준에 대한 측정지표는 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사용하고 있
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근로자 자신의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
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의사의 건강상태 판정 혹은 객관적 수치에 의한 객관적인 건강
상태와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생산성 차이를 초래하여 근로자
들의 임금수준과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수준 이외에 객관적인 수치로 인해 변화하는 중장년근로자의 건
강수준이 임금과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38

勞動經濟論集 第40卷 第3號

Ⅲ. 연구모형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차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보상
수준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고 사업장의
안전위험도를 측정하고 근로자들의 보상임금수준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근로환
경과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일부분에 국한되어 조사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가 직무특성, 근로환경, 직무의 질
과 근로자 건강상태 등 근로사업장의 다양한 노동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환
경조사는 유럽 근로환경조사와 영국 노동력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근로사업장
근무환경 특징과 근로자 건강문제, 고용의 질과 관련된 조사가 광범위하게 구성되었다.
조사주관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5만 명 이상 높은 표본관측치를 갖고 있어 우리나
라의 노동시장 근로환경 특징을 대변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 제1차 조사가
시행된 이래로 현재 제4차 조사(2014년)까지 완료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건강문제와 업무상 사고경험, 안전사고 위험성 등 사업장 근로환
경 내용에 대해서 조사된 제3차 조사(2011년)를 이용한다.
사용된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발생변수는 근무 도중 산업재해 사고경험을
나타내어 산업재해 발생 경험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구분된다. 또한 임금수
준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로그시간당 임금을
추정모형에 포함한다. 본 연구는 근로사업장에서 중장년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차이에
따라 근로보상 수준을 나타내는 임금과 산업재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으로 구분
하고 임금과 산업재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임금근로자 총 26,146명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만 45세를 기점으로 중장년 근로자를 구분하여 중장년 이상 근로자 총 8,739
명, 중장년 이하 근로자 총 17,407명의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자로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총 3개 변수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기록한 자료를 활용한
다. 먼저, 근로자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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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점 척도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건강상태 변수를 추정모형에 포함한다. 또한 근무
중 신체적인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를 총 9가지 건수로 구분하였는데, 청력문제, 피
부문제, 요통, 어깨/목/팔 등 근육통, 엉덩이/다리/무릎/발 등 하지근육통, 두통 및 눈의
피로, 복통 등 감각기관 질환, 호흡곤란, 심혈관질환 등 순환기관 질환으로 건수를 합
하여 신체적 건강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들 건수별로 숫자가 증가할수록 건강수준이 악
화되었음을 뜻한다. 또한 업무 중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는 우울과 불안
증세, 전신피로, 불면증 및 수면장애로 총 3가지 경우를 나타내어 정신적 건강문제 변
수로 구성하였으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심각한 건강문제를 의미한다. 주관적인 건강수
준 변수들은 근로자들 스스로 평가한 건강수준을 의미하며, 의사의 판정이나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된 객관적인 건강수준과 구별된다.
객관적인 건강수준 변수는 총 3가지로 구성된다. 근무상황 중에 실제로 물리적인 신
체적 손상을 당한 경우,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출근한 일수를 나
타내는 유병상태 출근일수, 그리고 전문 의료진에 의하여 만성질환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경우를 나타내는 만성질환 여부다. 그밖에 근로환경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
하였는데, 업무상 근무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근무환경 건강영
향 정도, 업무상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업무상 안전위협 정도, 그리
고 업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근로만족도 변수를 포함한다.
또한,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연수 등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활동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상용직 여부, 근속연수, 노동조합 유무를 포함한다. 근로자들의 직종과 산업
별 근로환경이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
제변수로 직종과 산업변수를 더미변수화하여 추정모형에 포함한다. 즉, 직종변수는 전
문 및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기능원 및 관련직, 기계 및 기계조작 관련직, 단순노
무직으로 총 5개 더미변수로 구분하였고, 산업변수는 농림어업, 제조 및 건설업, 교통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부동산업, 행정 및 공공서비스업, 기타산업으로 총 6개 더미변
수를 포함시켰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 규
모는 1-4인, 5-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6개로 구분
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표 1>은 만 45세 중장년을 기준으로 구분한 두 연령그룹의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
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가 중장년 이하 근로자보다 전반적
으로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 모두 다소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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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장년 임금근로자의 건강수준 변수
중장년 이상

중장년 이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8,739

2.65

0.07

17,407

2.86

0.05

(주관적)
정신적 건강문제(건수)
지표

2,397

0.29

0.49

3,684

0.23

0.46

신체적 건강문제(건수)

4,544

1.05

1.28

7,175

0.78

1.16

256

0.03

0.17

348

0.02

0.14

1,951

7.20

18.61

3,542

6.28

15.99

938

0.11

0.31

554

0.03

0.18

전반적 건강상태(5점척도)

물리적 신체손상(있음=1)
(객관적)
유병상태 출근일수(일)
지표
만성질환 여부(있음=1)

주: 1) 정신적 건강문제는 우울 및 불안증세, 전신피로, 불면증 및 수면장애 총 3가지 건수를 나타내며, 숫
자가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악화됨을 의미함.
2) 신체적인 건강문제는 청력문제, 피부문제, 요통, 어깨/목/팔 등 근육통, 엉덩이/다리/무릎/발 등 하지
근육통, 두통과 눈의 피로, 복통 등 감각기관 질환, 호흡곤란, 심혈관질환 등 순환기관 질환 총 9가
지 건수로 업무 중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건강문제를 나타내며,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악화됨
을 의미함.
3) 유병상태 출근일수는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일수가 높을수록 객관적
건강수준이 악화됨을 의미함.

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때 대부분 보통 이상 수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다. 우울증 등 정신적 건강문제, 신체적 건강문제 표본 관측치는 중장년 근로자보다 중
장년 이하 젊은 연령그룹에서 높다. 그러나 연령이 높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평균값들은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중 정신적 건강문제는
중장년 근로자들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 중장년 이상 근로자는 평균 0.29건, 중장년
이하 근로자는 0.23건으로 나타나며 평균차이 검정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관적)신체적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중장년 근로자는 1.05건으로 중장년 이하 0.78건
보다 높다.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중장년 이상 7.20건,
중장년 이하 6.28건으로 나타난다. t-test 검정결과 5% 유의수준에서 연령 구분에 따른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
객관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물리적 신체손상과 만성질환 여부에서도 중장년 근로
자들이 더 높고, 만성질환은 중장년 이하 근로자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장년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건강위험군으로 건강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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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또한, 성별 임금 차이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수준
은 남성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의 약 60% 수준에 그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은 남성 중
장년 근로자들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건강스톡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경우 건강수준에 따
른 근로보상 수준 차이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들이 경제활동
에 참여한 후 건강상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연령대인 만 45세를
기준으로 중장년 이상과 이하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관점에서 40대 중반부
터는 잠재되어 있는 질병수준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다(보건사회연구원, 2012). 먼
저, 연령층 구분에 따른 임금함수 추정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모형]
[산업재해모형]

ln    ′      
    ′       

[임금모형]은 근로자 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객관적 건강수준()을 통하여 임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추정모형으로, 종속변수는 로그시간당 임금(ln  )을 나타낸다.

 ′ 는 근로자의 개별특성 변수를 나타낸다. 전형적인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OLS)
을 시행하여 추정값을 구한다. 그리고 이분산 현상에 강한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도록 한다. [산업재해모형]은 근로자  의 주관
적･객관적 건강수준이 산업재해 발생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추정모
형을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업무상 직무위험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여부(  )를 나타
내며,  ′ 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개인특성을 나타낸다. 산업재해 발생은 그 사업장 내
직무에 대한 업무상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모형은 로짓회귀모형(log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주관적 건강수준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
는 것으로 건강위험 인식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며 성별,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객관적 건강수준은 전문 의료진 혹은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확인되
는 건강상태를 나타낸다(         ).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
수준과 객관적 건강수준으로 구분되고, 주관적 건강수준은 자신의 건강위험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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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 독립적인 오차항(  )은 건강수준 변수와 관련하여 비관찰적
특성을 나타내고, 건강 변수는 추정상 내생성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수준이 양호한 근
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근로자들에 비해 과대추정될 수
있다. 사업장 근로환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이 영향을 받는 역인과관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추정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구변수를 활용한 Hechman
이단계 추정법 등 효율적인 추정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임금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을 모두 대변
할 수 있는 도구변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개인특성
별 건강수준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 차이를 분석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분위회귀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Ⅳ. 실증분석 결과
근로사업장의 상이한 근로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으로 구분하고, 정신적인 요소와 신체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여 그 차이에
따라 근로자의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임금과 산업재해를 연령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혹은 객관적 건강수준에 따라 성별･연령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임금과 산업재해 발생도 개별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2>는 임금근로자들의 연령 구분에 따른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연령이 높아질수록 산업재해 발생가능성과 임금수준은 증가한다. 학력수
준이 높을수록 젊은 연령층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크게 감소하며, 수도권 지역에 거주
할수록 산업재해 발생과 임금수준 모두 정(+)의 효과가 있다. 상용직일수록 임금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의 결속력이 강화될수록 임금수준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
다. 따라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업무상 위험성과 보상임금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
래한다(Leigh, 1982).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의 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
도가 커지면서 업무상 사고위험성이 높아져 산업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
나 임금수준은 약 5.4% 수준에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장 내에서 근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장년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에는 뚜렷한 감소효과를 보이며 임금수준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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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연령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업무
상 근로환경이 임금수준 및 안전사고 위험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업무상 안전과 건강위협 정도를 나타내는 업무상 안전위협 정도는
장년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보다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임금수준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업무상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보상임금 수준이 증가하
는 보상임금격차이론과 일치한다.
한편, 근로자들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주관적 건강상태
는 건강수준이 양호할수록 중장년 근로자에게는 뚜렷한 유의성을 보이지 않지만, 젊은
연령층에서 업무상 위험성은 낮아지고 임금수준은 약 2.3%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는 근로사업장 내 건강위험성이 낮은 건강한 근로자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효
과가 있다는 기존 문헌과 일치한다. 그러나 우울증과 불면증 등 주관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될수록 중장년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높아진다. 이는 젊은 연령층보다 연령이 높은 장
년근로자들의 사업장 내 업무상 노동 강도가 높아서 발생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장년근로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임금에 따른
보상수준은 높다고 하더라도 항상 잠재적인 업무상 안전위험성은 높아 상대적으로 안
전에 대한 보상이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주관적인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는 장년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감소하고 산업재해 발생에는 뚜렷한 효과
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고통이 증가하는 것은 열악한 근
로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객관적인 신체적 손상은 업무상 사고위험성도 높아져 산업재해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임금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존의 사고경험이 업무상
위험성을 높이는 반면에 객관적 보상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업무상 주관적 혹은 객관적인 신체적 문제는 정신적 건강문제와 달리, 노동시장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출근일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연령층에서 업무상 위험성은 증가하며
산업재해 발생은 증가한다. 이는 잠재적인 건강상 문제인 건강위험성이 높아질수록 업
무상 사고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건강수준의 악화가 지속될수
록 노동시장 성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객관적 건강수준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유병상태 출근일수 변수의 의미는 근로자 자신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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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출근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며, 출근일수가 높을수록 객관적인 건강수준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건강수준의 악화에 따른 노동시장 성
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대리변수로 활용되었다. 또한 의사로부터 고혈압 등 만성질
환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근로자들은 고령일수록 산업재해 발생이 늘어나고 임
금수준은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년근로자들의 노동생산
성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세분화된 주관적 건강수준과 객관적 건강수준의 차이는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구분에서도 임금과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4) 실증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성근로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연령층에서 임금수준이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층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이 감
소하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산업재해 발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데, 수도권 지역에서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현
상으로 파악된다. 주관적인 전반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중장년 남성근로자의 산업
재해 발생은 줄어들고 임금수준은 상승한다. 근로사업장에서 건강수준이 높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높은 보상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연령이 높은 여성근
로자의 임금수준은 부(-)의 효과를 보인다. 이는 근로사업장 내 남성보다 여성근로자들
이 건강수준에 따른 객관적 임금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근로자들의 업무상 안전에 대한 위험 증가로 인해 임금수준
이 약 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남성근로자들이 임금
수준이 높은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확률이 높은 초기 표본조건에 따른 경우이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직종이 보상임금 수준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객관적인 신체손상에 따른 다침이 있는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산업재해와 임
금수준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시
업무상 사고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사업장에서 객관적인 보상임금도 높지 않은 것
을 시사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비만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남녀근로자들
은 모두 산업재해 발생이 높고 임금수준은 감소한다. 그러나 젊은 층 남성근로자들의
경우 만성질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적어도 여성
근로자보다 남성근로자에게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수준 악화가 업무상 위험성에 미치
4) 성별 차이 분석 결과는 논문의 흐름상 내용만 서술한다. 분석 자료에 대한 결과는 요청 시 제공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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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수준의 임금과 산업재해 효과
임금수준

성별(남성=1)
인
구
학
적
특
성

연령
연령제곱
교육연수
수도권 지역 거주
상용직 여부

근
로
환
경

근속연수
노동조합유무
근무환경 건강영향 정도

특
성

근무만족도
업무상 안전위협 정도
전반적 건강상태

산업재해 발생

중장년 이상

중장년 이하

중장년 이상

중장년 이하

0.2408***
(0.011)
0.0834***
(0.008)
-0.0009***
(0.000)
0.0395***
(0.002)
0.0856***
(0.009)
0.0679***
(0.011)
0.0163***
(0.001)
0.0310**
(0.014)
-0.0535***
(0.014)
0.0802***
(0.010)
0.0497***
(0.015)
0.0025

0.2312***
(0.006)
0.0493***
(0.004)
-0.0006***
(0.000)
0.0544***
(0.002)
0.0972***
(0.006)
0.1170***
(0.008)
0.0246***
(0.001)
0.0424***
(0.008)
-0.0120
(0.009)
0.0864***
(0.006)
0.0084
(0.011)
0.0231***

0.3832
(0.236)
0.3538*
(0.202)
-0.0031*
(0.001)
-0.0109
(0.035)
0.2644
(0.184)
-0.3019
(0.196)
-0.0009
(0.010)
0.1447
(0.290)
0.5030**
(0.232)
-0.6549***
(0.179)
0.3123
(0.238)
-0.2351

0.5271***
(0.175)
0.1249
(0.103)
-0.0021
(0.002)
-0.1215***
(0.041)
0.4572***
(0.143)
-0.0828
(0.186)
0.0323**
(0.016)
0.3796*
(0.201)
0.2108
(0.203)
0.0097
(0.155)
0.3906*
(0.208)
-0.4090***

(0.009)

(0.006)

(0.180)

(0.153)

(주관적) 정신적 건강문제
건 지표
강
신체적 건강문제
수
준
물리적 신체손상

0.0227**

0.0108*

0.0850

-0.0751

(0.009)

(0.006)

(0.163)

(0.143)

-0.0180***

-0.0128***

-0.0806

0.0473

(0.004)

(0.003)

(0.066)

(0.057)

-0.0816***

-0.0297

2.0228***

1.4587***

특
성 (객관적) 유병상태 출근일수
지표

(0.026)

(0.019)

(0.224)

(0.229)

0.0005

-0.0011***

0.0079**

0.0084**

(0.001)

(0.001)

(0.004)

(0.004)

-0.0277**

0.0207

0.5255**

-0.7503*

(0.014)
-3.3971***
(0.242)
0.630
8,739

(0.015)
-2.5975***
(0.066)
0.532
17,407

(0.218)
-14.6844**
(5.707)
-677.36
8,739

(0.424)
-5.0590***
(1.720)
-1096.39
17,407

만성질환 여부

상수항
Log likelihood
결정계수
관측치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는 유의수준 10%, ** 는 유의수준 5%, *** 는 유의수준 1% 의미함.
2) 사업체 규모, 직종과 업종관련 더미변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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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연령이 높은 여성근로자들의 만성질환을 통
한 건강악화가 임금수준에 반영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
서 6% 이상 임금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만성질환을 통한 건강수준 악
화는 고령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에게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
된다.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일수가 늘어나는 경우 연령이 높은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증가한다. 이는 임금수준이 높은 장년층 여성들의 고강도 노동
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잠재적 건강위험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는 현상은 기존 문헌과 일치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 차이에 따른 임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
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차이를 통해 나타나는 이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횡단면
분석에서 연령 구분에 따라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LS)을 통해 분석하게 되면 분석상
선택편의 문제가 발생하여 추정치가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분위
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 QR)을 적용하면 개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차이를 고려하
여 임금수준의 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들을 평가한다.5)
<표 3>은 중장년 이상 근로자들의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 차이에 따른 임금효과를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0.1분위에
서 0.9분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독립변수들이 임금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
여주고 있다. 만 45세 이상 근로자들의 만성질환 비중이 높아지고 건강수준 변화가 크
게 나타나면서 건강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개별근로자들의 건
강수준을 통한 임금효과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중장년 이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
로 분위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건강영향
정도가 클수록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또한 0.9
분위 높은 임금수준에서는 업무상 위험성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임금수준도 크게 증가
한다. 이는 근로사업장 내 업무상 위험성과 보상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
5) 주어진 회귀변수들의 조건부 평균함수만을 추정하는 최소자승법(OLS)과 달리 분위회귀모형은
조건부 분위함수들을 추정함으로써 종속변수인 근로자들의 임금분포 특성을 알려주게 된다(박
범조, 2003).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수준변수가 갖고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적합하다. 분위회귀분석은 평균을 한정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표본의 모든 관측치를
사용하여, 종속변수 로그임금분포 중 어느 점에서도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있기 때
문에 분위에 따라 주어지는 가중치가 다르게 주어질 뿐이다. 따라서 임의로 표본을 분할하여 발
생하는 선택편의현상을 극복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차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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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임금수준의 분위회귀분석(중장년 근로자)
성별(남성=1)
인
구
학
적

연령

특
성

교육연수

연령제곱

수도권 지역 거주
상용직 여부
근속연수
근
로
환
경
특
성

건
강
수
준
특
성

노동조합 유무
근무환경 건강영향 정도

  

   

  

  

   

0.2111***
(0.018)
0.1297***
(0.013)
-0.0013***
(0.001)
0.0313***
(0.004)
0.0824***
(0.014)
0.0734***
(0.018)
0.0175***
(0.001)
-0.0311*
(0.019)

0.2297***
(0.014)
0.1249***
(0.015)
-0.0013***
(0.001)
0.0337***
(0.003)
0.0924***
(0.011)
0.0542***
(0.013)
0.0179***
(0.001)
0.0270
(0.020)

0.2487***
(0.012)
0.0930***
(0.011)
-0.0009***
(0.001)
0.0362***
(0.003)
0.0890***
(0.011)
0.0892***
(0.014)
0.0165***
(0.001)
0.0525***
(0.018)

0.2841***
(0.014)
0.0716***
(0.012)
-0.0007***
(0.001)
0.0446***
(0.003)
0.0878***
(0.018)
0.0790***
(0.013)
0.0150***
(0.001)
0.0510**
(0.021)

0.2919***
(0.014)
0.0589***
(0.020)
-0.0006***
(0.001)
0.0471***
(0.003)
0.0881***
(0.021)
0.0835***
(0.027)
0.0144***
(0.001)
0.0464
(0.031)

-0.0384*

-0.0513***

-0.0353***

-0.0453***

-0.0828***

(0.018)
0.0603***
(0.014)
0.0450***
(0.017)
0.0281**
(0.012)
0.0104
(0.011)
-0.0233***
(0.009)
-0.0919*
(0.048)
-0.1106***
(0.031)

(0.009)
0.0692***
(0.013)
0.0418**
(0.017)
0.0033
(0.011)
0.0019
(0.011)
-0.0445***
(0.011)
-0.0428
(0.048)
-0.0901**
(0.036)

(0.014)
0.0808***
(0.012)
0.0516**
(0.022)
-0.0082
(0.015)
0.0372***
(0.013)
-0.0640***
(0.011)
0.0536
(0.056)
-0.0610*
(0.033)

(0.016)
0.1281***
(0.022)
0.0932***
(0.024)
-0.0256
(0.017)
0.0732***
(0.019)
-0.0837***
(0.017)
0.0513
(0.054)
-0.0881**
(0.035)

-0.0442***

-0.0110

-0.0145

-0.0112

(0.016)
-4.6275***
(0.411)
0.391
8,739

(0.018)
-3.6761***
(0.304)
0.429
8,739

(0.018)
-3.0417***
(0.315)
0.426
8,739

(0.031)
-2.5259***
(0.543)
0.385
8,739

(0.022)
근무만족도
0.0507***
(0.017)
업무상 안전위협 정도
-0.0034
(0.025)
전반적 건강상태
-0.0052
(0.017)
-0.0142
(주관적) 정신적 건강문제
지표
(0.011)
신체적 건강문제
-0.0364**
(0.015)
물리적 신체손상
-0.0883
(0.080)
유병상태 출근일수 -0.0493
(객관적)
(0.039)
지표
-0.0322
만성질환여부
(0.021)
상수항
-4.8213***
(0.376)
결정계수
0.349
관측치
8,739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는 유의수준 10%, ** 는 유의수준 5%, *** 는 유의수준 1% 의미함.
2) 사업체 규모, 직종과 업종관련 더미변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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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기존 문헌 결과와 일치한다(Viscusi & Hersch, 2001). 한편, 근로자 자신의
건강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
준이 0.25분위에서만 정(+)의 효과를 보일 뿐 다른 분위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
지 않는다. 근로활동을 하면서 정신건강상 제약이 있는 경우 임금수준이 높은 0.75분위
이상에서 1% 유의수준에 양(+)의 효과를 보인다. 이는 고임금 장년근로자들의 우울증
및 불면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상 위험성이 높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으
로 물리적인 신체손상이 있을수록 0.25분위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인 건강상 제약이 있는 경우 OLS 추정결과
보다 전반적으로 추정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임금수준이 높은 분위에서 감소효과가 크
게 나타난다.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경우 중장년 이상 근로자들에게 뚜렷하
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어 0.25분위 임금수준의 낮은 근로자에서 약
11% 임금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0.25분위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근로자
들은 약 4.4% 임금감소 효과가 있다. 이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근로자들이 사업
장에서 낮은 임금수준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건강위험성을 장
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업무를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부주의로 인한
사고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직 내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업무전환 후 건
강검진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의료진을 통해 비만과 고혈압 등 만성질
환이 판정된 근로자들의 경우 OLS 추정결과 5% 유의수준에서 음(-)의 임금효과를 보이
고 있으나 분위회귀분석에 따른 분위별 분석에서 0.25분위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근로
자들만 만정질환을 통한 음(-)의 효과를 보일 뿐, 다른 분위에서는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Ⅴ. 결 론
근로기간에 형성되어 온 노동조건 차이가 장년이 되면서 근로자의 건강불평등에 원
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자 자신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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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왔으나, 50세 이상의 연령으로 상당기간 사업장에 근무한 장년근로자의 건강에는
사업장의 물리적인 근무조건과 사업장의 구조에 따른 정신적인 요소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장년근로자의 건강수준은 사업장 근로여건과 결부되어 노동시장 성과 차
이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근로사업장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중장년 근로자를 주요 관
심대상으로 설정한 후 객관적 건강수준과 정신적 건강수준으로 건강수준을 정의하고
성별･연령별 차이에 따른 건강수준이 작업장 성과로 나타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 비
화폐적 요소인 산업재해 발생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근로자간
에 건강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업무에 대한 높은 부담감, 작업장 체계
내에서의 근로자의 고립감과 근무 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통제력 약화, 근로자의 노력
과 보상의 불균형, 직업의 불안정성, 조직 내의 인적친화 구조의 약화, 교대근무 등에
기인하게 되고, 특히 장년근로자일수록 신체적인 능력이 감소하고 작업장 내에서 차지
하는 통제력의 약화, 기술변천에 따르는 기술 습득력의 약화,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기
인한 강제퇴직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높은 임금수준에 비해서 하락하는 생산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이 성별･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임금과 산업재해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할수록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한다. 그러나 중장년 여성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수준을 잘못 평가하고 있거나 그들의
임금수준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울증 등 정신적인 건강문제가 심각할수록 중장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업장 내 근로환경의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장년근로자들의 업무상 노동 강도가 높거나 열악한 근
무환경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높이며,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에게서 강한 영
향관계가 있다.
셋째, 신체적인 사고를 경험한 중장년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위험성에 노출될 확률
이 높고 보상임금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업장 안전위험성이 상대적으
로 신체적인 건강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 근로자에게 취약한 것으로 건강수준
불평등 격차가 노동시장 성과 차이로 반영되는 것이다.
넷째, 객관적인 건강수준이 악화될 경우 저소득층 중장년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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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장년근로자는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성근로자일수록 더욱 큰 효
과를 보인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건강관리
가 요구되며, 사업장 근로환경과 연계된 계층적인 보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장 내 장년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적정 노동시
간에 대한 관리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근하게 되면 사업장 내 사고위험성은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하락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저소득층 중장년 근로자일수록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주관화와 객관화된 중장년 근로자의 건강변수를 유·무형으로 중장년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의 보상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보상은 화폐화된 임금수준
과 비화폐화된 작업조건을 표현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로 구분하였는데, 중장년 근로
자의 객관화되거나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
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사업장의 근무여건을 표현해 주는
사업장 내의 재해와 연결되어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근
무여건을 증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으로는 장년근로자의 신체조건을 반영
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 생산성을 반영한 보수체계의 확립, 50세가
넘어서면서 정년에 이르러 사업장의 권한에 비해서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에서 나타나
는 일자리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나 은퇴설계를 위한 기업의
주도적인 설계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고임금 중장년 근로자들의 정
신적 건강수준의 취약성이 심각하고, 저소득층 중장년층의 신체적인 건강불평등이 업
무상 안전사고 위험과 임금에 대한 보상수준 모두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6)
또한, 중장년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위험평가 및 예방 제도가 장기적으로 체
계화될 필요가 있다. 사업장 근로여건과 정신적 건강수준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
므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는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아 계층별

6) 향후 중장년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근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강변수가 갖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수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과 사업장 차
원으로 분리하여(사업장의 물리적인 환경과 조직이 주는 정신적인 환경을 구분하여) 사업장 근
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의 계량기법을 통해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임금수준과 산
업재해에 결합하여, 그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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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높은 노동 강도를 의무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사업장의 직무위험성 평가와 근로자들의 건강위험성
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특성상 기업의 직무위험성과 근로
자들의 건강수준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는 산업재해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임금보상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객관적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장년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정
부로 하여금 부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정책도 중요
하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사업장의 업무상 안전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근로사업장 내 중장년층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연계 및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
한 적극적인 개선도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장년근로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동료들 간 소위원회 및 친교모임 등 인간관계 개선, 근무유연제, 근무
시간 단축 등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효율적인 업무와 의사결
정을 높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비만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내 웰빙
센터 및 프로그램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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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Health Outcomes on Work
Compensations for Elderly Workers

Sunkuk Lee* Yongil Jeon**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lf-reported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health indexes
on work compensations. The compensations consist of monetary factors, such as wages,
and non-monetary factors reflecting job risks such as the workplace accidence. The wages
and workplace injuries are clearly affected by gender and age differences as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health factors of elderly workers are combined with physical and systematic
work environments.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work depression are more serious
especially for high income elderly groups. The elderly workers experienced with physical
problems and chronic illnesses are led to the decrease in wages and the increase in safety
accident risks at work sharply. Therefore, we need to provide supporting services,
retirement planning designed by compani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enhanced risk
working conditions and the weakness on protecting jobs.

Keywords: middle aged workers, self-reported and objective health outcomes, work
compensations, wages, work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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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효과

*

박기성 변양규
**

***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
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
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
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음소득세, 기본소득제, 안심소득제, 노동공급 증가, 소득격차 완화
4

I. 서 론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이다. Friedman(1962: 191)이 제시한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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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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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지원해야 될 개인이나 가구를 정확히 식별하여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기준
에 따라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면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이 저소득 취약계층
이 아니므로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저소
득 취약계층은 아니므로 이 원칙에 어긋난다. 두 번째 원칙은 그 지원이 가능한 한 시
장기구(market mechanism)를 통해 이루어져 시장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최저가격(price floor)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을 야기하므로 두 번째 원칙에 어긋난다. 이 두 원칙에 충
실한 제도로 Friedman(1962: Ch. 12)은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하였다.
박기성・변양규(2017)에 근거한 박기성(2017)과 변양규(2017a)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를 개관하고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와 비교・분석하여 후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변양규(2017a) 및 변양규
(2017b)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은 안심소득제를 소
개하면서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안심소득제의 소요예산을 추정하
고 기본소득제와 소득격차 완화 효과 등을 비교한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
로・자녀장려금이다. 다음 장에서는 박기성(2017)을 따라 이 두 제도를 개관하고 평가
한다. 제Ⅲ장에서는 박기성(2016a)과 박기성(2017)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를 소개한다. 제
Ⅳ장과 제Ⅴ장에서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각각 안심소득제 시행
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고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system)와 소득격차 완화
효과 등을 비교한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
1. 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자활, 의료, 해산,
장제의 7개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현재 각 급여들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29%인 1,273,516원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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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4인 가구, 이하 동일)에게 1,273,516원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다(보건복지부, 2016a).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것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구해진다
(보건복지부, 2016a).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1,888,317원(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43%) 이하인 가
구에게 매월 최대 307,000원(서울)을 지급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 2016).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2,195,717원(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50%) 이하인 가
구의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1인당 연 131,300원의 교과서대금(부교재비 포함) 그리고 53,300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한다.1)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1,756,574원(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40%) 이하인 가
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6b). 1종 수급자는 이들 중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
자 등이다. 그 외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도
1종 수급자이다.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소득인정액이 월 1,756,574원) 중 1
종 수급자가 아닌 가구이다.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표 1>과 같다.

<표 1> 의료기관 등을 이용 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구분

1종

2종

출처: 보건복지부(2016b).

1) 출처: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1 교육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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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월 2,195,717원(월 중위소득 4,391,434원의 50%)
이하인 비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사업에서 근로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다(보건복지
부, 2016c). 자활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서 자활급여를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줄
어든다.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출생영
아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
망한 경우 사망자당 7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서울 거주 4인 가구는 생계급여 1,273,516원과 주거급여
307,000원을 합한 1,580,516원을 매월 지원받으므로 연 지원액은 18,966,192원이다. 이
가구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1,635,400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연 지원액이 2천만 원
을 상회한다.
기획재정부(2016)에 의하면 각 급여의 예산 등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생계급여 예산
은 3조 2,728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135만 명, 81만 가구(2015년과 동일)로 예상된다. 주
거급여 예산은 1조 289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80만 가구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예산은
1,451억 원이다. 의료급여 예산은 4조 7,224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47
만 명과 타법 수급자 10만 명을 합해 157만 명으로 예상되므로 1인당 연 300만 원 정
도를 의료급여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에 의하면 자활사업 예산은
자활급여 3,273억 원을 포함하여 3,802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5만 명(2015년과 동일)으
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거 및 교육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업무는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이 전담한다.
기획재정부(2016)에 의하면 위의 7개 급여 외에 자산형성지원(2016년 예산 678억 원)
과 긴급복지지원(2016년 예산 1,013억 원)을 포함한 2016년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예산
은 10조 1,311억 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1개 급여라도 받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약 210만 명으로 예상된다.

2. 근로 및 자녀장려금
국세청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및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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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정된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연 1회 최대 각각 가구당 210만 원과 부양자녀당 50만 원씩 지
급한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요건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인 것이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요건은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산 요건은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근
로나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가구에는 그 소득의 21%, 1,000만~ 1,300만 원 사이 가
구에는 210만 원, 1,300만~ 2,500만 원 사이 가구에는 점점 작아져서 2,500만 원이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 수급자도
수령 가능하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및 주택급여 등에 추
가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도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
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재산은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2016)에 의하면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
여 수급자는 수령할 수 없지만, 생계급여 미수급자이면서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의하면 구체적인 자녀장려금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600만 원 이상 2,550만 원 미만이면2) 부양자녀의 수×50만 원이다. 2,55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50만원 - (총소득 – 2,500만원 )×1,500분의 20] 이다.
국세청(2016)에 의하면 2016년에 근로장려금 1,997천 가구, 자녀장려금 1,120천 가구,
둘 다는 569천 가구, 총 2,548천 가구에 신청을 하라고 안내되었다.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세입)예산은 근로장려금 1조 1,287억 원, 자녀장
려금 6,957억 원, 총 1조 8,244억 원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소득지원국의
소득지원과 및 소득관리과 2개 과(課)가 전담한다.
2)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600만 원 미만이어도 부양자녀의 수× 50만 원을 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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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평가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73,516원 미만이면 생계급여로 월 1,273,516원, 연
15,282,192원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월 1,273,516원 미만의 근로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므로 한계소득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이 100%이다. 위
에서 지적했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
고 근로장려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은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합이 된다. 이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주거급
여(서울 거주)로 연 3,684,000원(월 307,000원)을 추가하여 처분가능소득은 [18,966,192원
+ 근로장려금]이 된다.3)
Moffitt(2003)을 따라 분석한 박기성(2016a)과 박기성(2017)에 의하면 근로나 사업소득
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므로 일할 유인이 매우 낮다. 임금률(예: 시간당
임금)을 라고 하자.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임금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연 소득 1,000
만 원까지는 에 지나지 않아4) 이것이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보다 낮다
면 노동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유보임금률보다 높더라도 약간만 일을 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매월 100만
원씩을 벌 수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할까? 이 일을 하면 연 1,200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기므로 그만큼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
금으로 210만 원을 받는다. 결국, 이 일을 함으로써 증가하는 처분가능소득은 연 210만
원에 지나지 않아 이 일을 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재정
패널 등의 자료에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가구의 비율이 매
우 낮은 이유이다.5)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약간만 하거나 정부에 알려지지 않는 음성적인 소득을 받
는 일을 하게 된다.

3) 2017년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 16,082,568원(월 1,340,214원), 주거급여(서울 거주)는 연
3,780,000원(월 315,000원)으로 [19,862,568원 + 근로장려금]이 된다.
4)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계소득세율은 79%이다.
5) 이 점을 지적한 심사자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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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심소득제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내지 완화하기
위해 박기성(2016a) 및 박기성(2017)과 같이 안심소득제를 제안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7개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대신에 안심소득제를 신설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 미만까지 안심소
득제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소득 가구는 현행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
한다.6) 2016년 4인 가구의 월 중위소득은 4,391,434원이고 연 중위소득은 52,697,208원
이므로 연소득 5,000만 원은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연 중위소득 수준이다. 안심소득세율
은 40%이다. 구체적으로 임금률 , 근로시간 라고 하면 안심소득은

 × 만원  
이다. 그러므로 처분가능소득은

   × 만원    만원  
이 된다. 안심소득제의 특징은 절편(2,000만 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금선 기울
기의 절댓값()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와 주거급
여의 합은 절편(18,966,192원)만 있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에 의하면 임금선 기울기의 절
댓값이 에 불과하다. 안심소득제는 이 둘을 결합하면서 임금선 기울기의 절댓값
을 3배 정도 높이는 것이다. 이 안심소득제에 의해 국가는 모든 가구(4인)에 적어도 연
2,000만 원을 보장한다.7) 무소득 가구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연 2,000만 원을 지원하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와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의 60%만큼씩 처
분가능소득이 증가하여 한계소득세율은 40%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근로장려금보다
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한다.
우리는 제Ⅱ장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월 100만 원을 벌
6) 그러므로 그 이상의 소득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없다.
7) 국가가 적어도 1인당 연 500만 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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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식부문(formal sector)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안심소
득제가 시행되면 일을 할까? 이 일을 하면 연 1,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생기고 안심소
득제로 국가로부터  × 만원  만원  만원을 추가적으로 지
원받아 처분가능소득은 연 2,720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직장의 일을 하지 않고 생계 및 주거급여로 연 18,966,192원
(2016년 기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이 일을 하고 연
1,52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국가의 지원액이 3,766,192원만큼 감소한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이와 같이 현행 제도보다 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소득의 증대로 인해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처분가능소득을 획기적으로 늘
려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여기에 209(시간)를 곱하면(유급
휴일 포함) 월급여는 1,573,770원이고 연봉으로는 18,885,240원이다. 최저임금 이외에 이
가구에 소득이 없고 최저임금으로 받은 금액이 모두 소득인정액이 된다고 하자. 2017
년 소득인정액이 16,082,568원 이상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가구는
2018년에도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근로장려금
으로 1,085,000원(맞벌이가구)을 2019년 받게 되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처분
가능소득은 19,970,240원이 된다.
반면에, 위에서 서술된 대로 안심소득제가 시행된다면 18,885,240원에 추가하여
12,445,904원이 지급되어 그의 처분가능소득은 연 31,331,144원(월 2,610,929원)이 된다. 이
것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의 연봉 25,080,000원(월 2,090,000원)보
다 훨씬 높다. 박기성(2016b)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심대한 고용감소를 야기
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하락시킨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최저
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대신에 노동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기성(2016a)과 박기성(2017)은 또 다른 중요한 안심소득제의 이점으로 행정비용의
절약과 예산 누수의 최소화를 지적한다. 생계, 주거, 자활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수급자 관리, 자활 사업 관리 등 여러 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의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
리 등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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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세청 자료와 행정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 징수 과정에 수반되는 정도의 누수만이 발생할 것이다. 담당하는 행정조
직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대부분이 국세청의 소득지원국으로 통폐합되는 등
축소될 것이다.

Ⅳ. 안심소득제의 소요예산 추정8)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 금액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인정소득’
과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한 이후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각종 사회수혜금9)을 공제하여 인정소득을 계산한다.
안심소득제 하에서 기준소득은 특정 가구가 전혀 근로를 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경
우라도 1인당 연간 최소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계되었다. 또한
소득이 있지만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분의 40%를 지원받도록 설계하였다. 따
라서 안심소득제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은 가구 구성원 1인당 1,250만 원으
로 책정된다.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 금액은 아래 예시처럼 결정된다.
가구규모별 기준소득    만원 × 가구인 수
안심소득제 지원금  가구규모별 기준소득  안심소득제 인정소득 × 




 인 가구 

 만원  안심소득제 인정소득 × 

인 가구 

 만원  안심소득제 인정소득 × 

  인 가구 

 만원  안심소득제 인정소득 × 

인 가구 

 만원  안심소득제 인정소득 × 

 인 이상 가구   만원  안심소득제 인정소득 × 
8) 본 장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변양규(2017a) 및 변양규(2017b)가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9)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상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만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는 사회수혜금 전체를 공제
하였다 따라서 안심소득제로 통합되는 각종 수혜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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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제도와 비교하면 안심소득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기준소득 5,000만 원과 인정소
득 0원의 차이 5,000만 원의 40%인 2,000만 원을 지원받아 1인당 연간 500만 원씩 지
원받게 된다.
둘째, 안심소득제를 근로의욕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존 근로장려금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인 가구가 근로를 통해 인정소득이 1,000만 원이 된 경우 기준소득 5,000
만 원과 인정소득 1,000만 원의 차이 4,000만 원의 40%인 1,6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줄었지만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600만 원(인정소득 1,000만 원 + 안
심소득 지원금 1,600만 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 연간 65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해서 얻은 소득의
21%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심소득제는 4인 가구의 경
우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보장하며, 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소득의 60%(위 사례에서는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만큼 처분
가능소득이 증가하므로 근로의욕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
려금제도보다 우월하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총예산은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금의 합계에서
안심소득제에 의해 대체되는 사회수혜금을 공제한 것이 된다.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61만 가구 중 약 45.9%에 해당하는 809만 가구의 인정소득
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서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10)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지원
액은 약 37조 6,828억 원이고 연간 1 가구당 466만 원, 1인당 177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지원 받는 가구에 속한 인구는 모두 약 2,1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6.7%다. 한편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사회수혜금 항목을 모든 가구에 대해 합하면 약
12조 3,752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안심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금
총액 37조 6,828억 원에서 사회수혜금 절약분 12조 3,752억 원11)을 공제한 25조 3,076억
10) 비록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을 받지만 지원 금액이 공제된 사회수혜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안
심소득제 시행 이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을 받는
다는 의미가 반드시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구별 실제 처분가능소득
증감은 본 연구 마지막 부분에 있다.
11) 사회수혜금 절약분을 가계동향조사가 아닌 정부 부처별 예산을 통해 추정하여도 유사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효과 박기성·변양규
(

)

67

<표 2> 안심소득제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0
지원=0
전체

가구수 및 비중

인구수 (명) 및 비중

8,087,028
(45.9%)
9,526,567
(54.1%)

21,238,656
(46.7%)
23,660,126
(53.3%)

17,613,595

45,504,540

지원 금액 (원)
가구당
1인당
4,659,655

1,774,254

-

-

-

-

출처: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해서 저자들 추정.

원이다.

Ⅴ. 안심소득제 및 기본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제도 하에서
가구소득을 계산한 뒤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를 계산하고자 한다. 한편 안심소득제
와 기본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안심소득제 예산과 동일
한 규모의 예산을 15세 이상 인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37,121,215명이므로 안
심소득제 총예산 37조 6,828억 원을 균등하게 나눠줄 경우 1인당 연간 1,015,127원이 기
본소득제 하에서 지급된다. 기본소득제 하에서의 분배 방법은 안심소득제 총예산 37조
6,828억 원을 균등히 분배하는 대신에, 총예산에서 사회수혜금 12조 3,752억 원을 공제
한 25조 3,076억 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제 하
에서 1인당 연간 681,756원이 지급된다. 한편, 각 제도 하에서 가구의 소득을 통계청
방식과 동일하게 균등화하여 소득격차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는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를 얻을 수 있다. 201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자활급여 예산 4조6,819억 원, 취약계
층지원 2조 4,989억 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244억 원, 실업소득유지・지원금의 40% 2조
2,808억 원, 산재보험급여(요양 및 간병급여 제외)의 40% 1조 3,544억 원의 합인 12조 6,404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업소득유지・지원금은 기획재정부(2017), 산재보험급여는 고용노동부의 산
재보험급여 수급현황(2014~2016년), 나머지는 기획재정부(2016)에서 인용하였다. 안심소득제는
실업 및 산재급여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하여 유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인 40%를 곱한 것을 절약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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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소득자료는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후생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가구소득 
가구원 수 방식을 통해 균등화하는 OECD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
이다.12)
<표 3>은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안심소득 및 기본소득 하에서 각종 소득격차 지
표를 나타낸다. 2016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4이며, 현행 조세 및 복지제도
하에서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98이다.13) 현행 소득재분배정책도 지니계수
를 0.046포인트(13.4%) 낮추어 상당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있다. 안심소득제를 실시
할 경우 지니계수는 0.259로 크게 하락하여 시장소득 대비 0.085포인트(24.7%)의 완화
효과가 있다. 이는 기존 소득재분배정책의 두 배에 가까운 효과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제 하에서 지니계수는 0.294로 시장소득 대비 0.050포인트(14.5%) 감소에 그쳐 25조 원
의 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정책과 유사한 소득격차 완화 효
과를 보인다.14) 이는 기본소득제 하에서 지원 방식이 저소득층 중심이 아니며 15세 이
상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은 비록 증가하지만 상대
적인 개념인 소득격차는 크게 완화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현재 소득분배정책 결과(즉, 처분가능소득 기준)를 기준으로 안심소득제와 기
본소득제가 각각 25조 3,0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얼마나 추가적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
는 것처럼 안심소득제는 현재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0.298를 0.039포인트(13.1%)
떨어뜨려 0.259까지 낮춘다. 그러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한 기본소득제는 0.004포인트
(1.3%) 감소하는 데 그친다.
지니계수 이외 다른 소득격차 지표인 P90/P10 및 5분위배율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

12) 균등화한 소득을 가구원 각각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단위의 소득분배지표를 계산하는
것이 OECD의 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13) 통계청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 자료까지 통합하여 전체가구라 지칭하지만 본 연
구의 전체 가구는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격차지표는 통계청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참고로 농가경제조사를 사용하지 않
는 2인 이상 비농가 또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지니계수 등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와
일치한다.
14) 기본소득제를 통해 안심소득제 하의 지니계수(0.25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5세 이상 국민에
대해 1인당 409만 원을 지원해야 하며 총예산은 약 186조1,136억 원이 소요된다. 대체되는 사
회수혜금을 감안해도 기본소득제 하에서는 약 173조7,384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2016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배분된 정부예산 123조4,000억 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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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 표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 P90/P10은 7.51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의 7.51배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행된 이후, 즉 시장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제하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더
한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P90/P10은 4.50까지 하락한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P90/P10은 무려 3.20까지 하락하여 안심소득제가 현행 소득재분배정책 하에서의 소득격
차의 정도를 추가로 무려 1.30포인트(28.9%)나 하락시킨다. 반면, 동일한 예산으로 기본
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P90/P10은 4.44까지만 하락하여 소득격차 완화율은 1.3%에 그친
다.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5분위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장소
득 기준 5분위배율은 8.44이다. 즉,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 평균소득의 8.44
배이다. 현행 소득재분배정책을 시행한 이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배율을 추
정하면 5.2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5분위배율
이 3.87까지 하락하여 현행 소득분배정책에 추가로 소득격차의 정도를 1.38포인트
(26.1%) 하락시킨다. 반면, 기본소득제 시행 이후에는 5분위배율이 5.15까지만 하락하여
추가적인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1.9%에 그친다. 따라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P90/P10
및 5분위배율로 측정한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도 현행 제도 및 기본소득제
에 비해 월등하다.
한편,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소득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이다. 현재 시장소득 기
준 상대적 빈곤율은 18.3%이다. 그리고 현행 소득재분배정책 이후 상대적 빈곤율은
14.1%까지 하락한다. 안심소득제는 상대적 빈곤율을 무려 9.0%까지 하락시켜 처분가능
소득 대비 상대적 빈곤율을 5.1%포인트나 하락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반면, 기본소득
제 하에서의 상대적 빈곤율은 13.9%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하락 효과가 0.2% 포인트에
불과하다.
한편,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소득격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중
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중산층 비중을 측정하는 것
이다.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2016년 현재 60.4%이고 현행 소득재분배제도 하에
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6.4%까지 증가하여 3명 중 2명이 중산층에 포함된다. 안심
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중산층 비중은 무려 72.8%까지 증가하여 거의 4명 중 3명이 중
산층에 포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산층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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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득격차 완화 효과 비교 (2015년 전체 가구 기준)
시장
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안심소득
(C)

(B)-(A)

기본소득(D)

(C)-(A) (C)-(B)

(D)-(A) (D)-(B)

지니계수

0.344

0.298

-0.046

0.259

-0.085

-0.039

0.294

-0.050

-0.004

p90/p10

7.51

4.50

-3.01

3.2

-4.31

-1.3

4.44

-3.07

-0.06

5분위배율

8.44

5.25

-3.19

3.87

-4.57

-1.38

5.15

-3.29

-0.1

상대적 빈곤율(%)

18.3

14.1

-4.2

9.0

-9.3

-5.1

13.9

-4.4

-0.2

중산층 비중(%)

60.4

66.4

6.0

72.8

12.4

6.4

67.4

7.0

1.0

DER 양극화지수

0.214

0.194

-0.02

0.183

-0.031

-0.011

0.193

-0.021

-0.001

주: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2016년)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와 약간
의 차이가 있음. 이는 통계청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 자료까지 통합하여 전체가구라
지칭하기 때문임. 본 연구에서 전체 가구는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만을 지칭. 참고로 농가경제조
사를 사용하지 않는 2인 이상 비농가 또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지니계수 등 모든 소득분배
지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와 일치함.
출처: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해서 저자들 추정.

67.4%에 머물러 안심소득제에 비해 소득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미약하다.
소득분포의 모양을 측정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소득양극화
(income bi-polarization)이다. 소득양극화는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중심으로 소득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여 이질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거리는 크지 않지만 상위층에 여러 명이 모여 있고 하위층에도 여러 명이 모여
있다면, 비록 소득격차 정도는 낮을 수 있지만 소득양극화 정도는 높다. 이처럼 소득양
극화의 개념은 소득분포 상 여러 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생기거나 중산층이 붕괴하고
소득분포가 양 극으로 갈라지는 정도를 측정한다.15)
양극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 예로는
Wolfson16)의 양극화지수가 있으며 Esteban and Ray(1994)의 ER17) 지수, ER 지수를 계

15) 소득양극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변양규 외(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중위소득 근처의 소득 분산이 커질수록 소득양극화가 커진다고 정의하는 Wolfson(1994, 1997)

지수는         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하위 50% 소득계층

이 전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은 각각 상대지니,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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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Esteban et al.(1999)의 EGR18) 지수, 그리고 ER 지수를 연속변수로 확대적용한
Duclos et al.(2004)의 DER19) 지수가 있다.
위 표에는 4가지 소득분포에 대해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DER 양극화 지수를 보
여주고 있다. DER 양극화 지수는 0과 1 사이 숫자이며 클수록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선 DER 양극화 지수로 측정한 시장소득 기준 우리나라 소득분포
의 양극화 정도는 0.214이다.20) 그리고 현행 소득분배제도 하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
으로 측정한 소득분포의 양극화 정도는 0.194로 개선된다. 한편,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소득분포의 양극화 정도는 0.183까지 하락한다. 이는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기본적
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보다 많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하에서 양
극화 정도는 0.193으로 현행 소득분배제도 하에서 소득분포의 양극화 정도인 0.194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처럼 안심소득제의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 정도가 기본소득제
에 비해 큰 것은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이 커져 소득분포의 하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면서 양 극단의 분포가 줄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심소득제는 현행 소득재분배정책에 비해 소득격차의 정도
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월등하다. 동
일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
한 것은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가구원 규모에 따라 가구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가구
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기본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작은 것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게 일정 금액을 나
눠주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는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
득제가 더 유효한 정책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는 특정 제도 하



17) ER 지수는  





    





   로 정의되며  및  는 그룹 의 평균소득 및 모집단

에서의 비중을 나타낸다. 모수 ∈ 은 사회 전체의 양극화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18) ER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단을 일정 개수의 그룹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각 그룹의 소득분산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정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steban et
al.(1999)는 각 그룹의 소득분산을 감안하여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EGR 지수를 제안했다.
19) DER 지수는 ER 지수 및 EGR 지수를 연속변수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  

 




   로 나타낼 수 있다.

20) 통계프로그램 Stata에서 Araar and Duclos(2009)의 package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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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인의 소득 증감이 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소득분위별로 안심
소득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가구, 인구 규모 및 평균 소득
변화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를 살펴보면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전체 가구 중 공제되는 사회수혜금보다
안심소득제로 지원받는 금액이 더 커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현재 처분가능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가구는 약 1,57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9.2%에 해당하고 전체 인구
중 89.3%인 4,061만 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전체 소득분포를 10분위로 나누었을 경우, 안심소득제 실시 이후 소득 1분위에
서 5분위(즉, 하위 50%) 가구의 평균소득은 모두 증가하며 특히 1분위(하위 10%) 가구
의 소득은 연간 약 453만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6~10분위(상위
50%) 가구의 평균소득은 안심소득제 도입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가구에서 기존에 지원받은 사회수혜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동시에 소득이 일정

<표 4> 안심소득제 실시 이후 소득 증가(또는 유지) 가구 및 인구
가구

인원
비중(%)

연간 소득증가분
(원)

4,361,871

95.7

4,533,549

91.2

4,317,526

94.9

3,501,005

1,569,672

93.0

4,351,304

95.7

2,931,629

4

1,439,012

92.0

4,320,440

94.8

1,846,532

5

1,368,635

88.5

4,053,430

89.2

604,066

6

1,286,657

84.7

3,817,268

83.8

-207,489

7

1,262,343

82.0

3,695,084

81.3

-744,130

8

1,295,341

83.6

3,720,237

81.7

-598,094

9

1,372,431

85.7

3,826,442

84.2

-473,018

10

1,544,504

91.9

4,150,535

91.2

-316,477

전체

15,707,407

89.2

40,614,137

89.3

1,436,823

소득 분위

가구수

비중(%)

1

2,707,745

93.9

2

1,861,067

3

인원수

주: 1) 소득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함.
2) 가구 수 및 비중은 해당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연간 소득 증가분은 해당 소득분위에
속하는 모든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분을 의미함.
출처: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해서 저자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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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이어서 안심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6~10 분위 가구
의 소득 감소 정도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21만 원에서 74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6~10
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연간 4,227만 원에서 9,43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안심소
득제 도입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VI. 시사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쉬우나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돕는 것이 효율
적이며 지속가능한 것인지 답을 구하기 위해 최근 논의의 중심에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하였고 그 소요예산을 추정하였다. 또한, 두 제도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를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우선 첫째, 현재의 소득재분배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격
차 완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
수는 0.344이지만 현재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치게 되면 0.298로 하락한다. 뿐만 아니라
P90/P10,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중 및 DER 양극화 지수로 살펴보아도 현
재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격차 및 양극화를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
는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격차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안심소득제의 기본 원리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안심소득제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
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소득격차
및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 이는 기본소득제 하에서는 소득의 규
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분배하므로 소득의 상대적 분포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효율적으로
돕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다수 국민에게 재산, 소득,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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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핀란드 등 기본소득제를 실험하는 모든 국가들은 실업급
여 등 기존 사회보장 혜택을 대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목적 하에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복지
제도에 더해 모든 국민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제가 논의
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정해지는 안심소득제와는 달리 기본소득제
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난한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
해 효율적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 하에서 소득격차 축소 효과가 월등한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효율적인 대
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 모두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제도라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심소득제의 단순함은 제도적 원리의 단순성에 기인하지만
기본소득제의 단순함은 획일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획일성은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
게 적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경직성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소득제의 지원 규모는 ‘의미 있는 일정 소득’
을 보장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이다. 기본소득제가 근로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는 복지제도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을 나눠주는 실험보다는
소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복지제도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당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
시킴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소비-투자-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소득
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
서 정부의 의도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에
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지원을 추진하는 안
심소득제가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심소득제 실시에 필요한 예산의 순증은 25.3조 원이다. 이 정
도의 예산 증가는 2017년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사업 예산인 129.5조 원
(기획재정부, 2017)을 절약하고 안심소득제 실시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세
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안심소득제가
대한민국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증세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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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우리는 안심소득제의 기본 원리와 효과를 단순한 환경 하에서 분석하기
위해 정태적 관점에서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동태적
효과를 고려한 연구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노동공급
의 내생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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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Ki Seong Park* Yanggyu Byun**
To prevent the disincentive of labor supply under the current welfare system, we
suggest the safety income system, a Korean version of negative income tax. Under the
proposed system, for example, a household with four members whose annual income is
less than 50 million wons will ge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Under the
safety income system, labor supply increases and so does the gross domestic product. The
disposable income of low-income households increases, which alleviates the income gap
among households. Analyz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e
show that under the safety income system the disposable income differentials among
households are reduced much more than under the current welfare system or under the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Keywords: negative income tax, safety income system,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increase in labor supply, alleviation of incom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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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

조동훈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분석되는 행복이라는 개
념을 기존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행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주
관적 웰빙이라는 분석적 개념의 틀에서 정리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들, 즉 삶에 대한 평가와 감정 그리고 유데모니아의 개념을 상세히 정의
하였다. 또한, 주관적 웰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여섯 가지 항목들과 이를
기초로 사용된 대표적인 설문문항들을 국문과 영문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이
와 더불어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 가운데 소득과 행복수준 그리
고 실업과 행복수준에 대한 기존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
복에 대한 분석적 개념이 향후 경제학자가 행복 연구를 실증 분석하는 데 유
용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주관적 웰빙, 행복, 삶의 질

Ⅰ. 서 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효용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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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행복수준과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경제학은 인간이 주
어진 제약조건에서 다양한 선택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 행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
라서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부각된 행복 연구는 근본적으
로는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개인의 행복과 관
련된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경
제학은 최근 들어서야 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학이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 소비와 같은 물질적인 소비행태를 통한 개인의 서수
적 효용(ordinal utility)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심리학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수준을 몇 개의 개별지표나 혹은 하나의 인덱스로 기수화하여 그 결정요인
을 분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경제학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가격 변화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중점을 두어 왔기에 매우 제한적인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현상 혹
은 목적을 다루어 왔다. 이와는 반대로 심리학 혹은 사회학에서는 행복의 개념부터 차
분히 정리해 왔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 개인의 심리상태 혹은 환경적･제도적 요인들을 고려한, 풍
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런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 경제학은 패널 분석을 포함한 회귀분석의 계량방법을
통해서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 인간의 행복이
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현상에 의해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행해지는 피상적인 행복 결정요인 분석은 매우 건조한 결과만을 양산할 위
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자가 행복연구
분야를 시작함에 있어 행복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최소한이지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연구자가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적 개념(analytical concept)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심리학자가 다루어온 행복에 관한 개념을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대체적’으로 합의된(여전히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행복수준의 측정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설문문항 그리고 참고문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에서, 특히 경제학에서 접근하는 행복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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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구성요소
본 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연구자가 사용하는 분석적 개
념인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의미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1) 먼저 ‘주관
적(subjectiv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개인적인 판단 혹은 느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사람이 매달 수입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동일한 200만 원이라는 객관적(objective) 수입이 두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만족
도(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 전개될 것임)는 상이할 것이다. 각 개인의 성격 혹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은 개인마다 다른 만족도 혹은 평가
를 하게 되며 이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 혹은 웰빙
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하더라도 그 최종 결과는 주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웰빙(well-being)이라는 개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의 모호성
과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주관적이라는 단어
를 삭제하고 웰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는 다소의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웰빙의 개념은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을 모두 통
합하는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OECD, 2011). 주관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의
웰빙을 결정하는 영역(domains)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주관적 웰빙의 포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Diener, 2006). 주관적 웰
빙의 정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좋은 감정(positive affect)과
나쁜 감정(negative affect)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가(evaluations)를 포함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행복과 주관적 웰빙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행복은 삶의 질과 관련되
어 경제학에서 사용되며 주관적 웰빙은 심리학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개념적 접근의 유용성 측면에서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경제학에서 분석한
논문을 정리하는 경우 행복이라는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혹자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삶의 만족도 혹은 삶에 대한 평가의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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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삶의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평가(cognitive evaluations) 이외에
도 개인적 관심과 공동체 참여 그리고 기쁨과 슬픔 등 삶에 대한 정서적 반응(affective
reactions) 등을 포함하고 있다.2)
앞에서 정의한 주관적 웰빙의 개념은 사람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평가
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정의해 주고 있다. 이를 내용적으로 아래 세 가지 요소들로
대략 살펴 볼 수 있다.

(1)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개인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적
평가 혹은 만족도
(2) 감정 혹은 정서(affect): 어느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사람의 감정 혹은 느낌
(3) 유데모니아(eudaimonia): 삶의 목적과 의미 혹은 심리적으로 좋은 기능

1.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삶에 대한 평가는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인지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로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life as a whole) 판단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한 개인이 구성
한 수준(standard)을 근거로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들을 비교하는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Pavot et al., 1991). 여기서 개인의 판단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휴리스틱(heuristic)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쟁
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3)
삶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판단의 근거를 토대로 여러 선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
는 행위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전통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효용(utility)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선택은 매 순간 경험하는 행위와 관련

2)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bjective well-being refers to all of the various types of evalua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at people make of their lives. It includes reflective cognitive
evaluations, such as life satisfaction and work satisfaction, interest and engagement, and affective
reactions to life events, such as joy and sadness.
3) 휴리스틱(heuristic)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
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
의 기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Tversky & Kahneman(1973, 1974)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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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화폐적 효용의 총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 순간 실제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혹은 기쁨과 고통의 감
정의 연속적 흐름(a continuous hedonic flow of pleasure or pain; Jeremy Bentham)을 토대
로 하기보다는(experienced utility)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를 기억 혹은 결정 효용(remembered or decision utility)이라고 정의한다.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삶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life as
a whole or global judgements of life as a whole). 그러나 삶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한 평
가, 예를 들어 직장 혹은 건강 등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global
judgement of life)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2006)의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8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동일하게 가
중 평균하여 구한 인덱스인 Personal Wellbeing Index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Va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독일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6가지
영역 (직업만족도, 재정만족도, 거주만족도, 건강만족도, 여가만족도와 환경만족도)의 함
수로 추정하였다. 이런 영역별 삶에 만족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며,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
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 감정(Affect)
감정(affect)이라는 요소는 사람들의 느낌을 기술하는 데 있어 심리학자들이 사용해
온 단어이며, 어느 한 시점에서의 느낌(feelings) 혹은 감정상태(emotional states)를 측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감정이라는 요소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 경험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에서 살펴본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지수로
측정될 수 있으나, 감정이라는 요소는 크게 좋은 감정(positive affect)과 나쁜 감정
(negative affect)으로 구분된다(Kahneman et al., 1999).5) 좋은 감정에는 행복, 기쁨 그리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ahneman & Krueger(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억의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한 측정방법은 이후 서술하는 감정 부분과 경험적 웰빙(experienced well-being) 지표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5) Kahneman과 Seligman 등은 hedonic psychology 분야에서 주요 업적을 남겼다. 일반 독자를 위한
이 분야 개관을 담은 New York Times(2011)의 기사 “A New Gauge to See What's Beyond
Happiness”를 참조하시오. Kahneman et al.(1999)의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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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족감 등이 포함되며, 나쁜 감정에는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걱정 등이 포함된
다. 좋은 감정의 요소들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 지수로 측정하
는 데 큰 무리가 없으나, 나쁜 감정은 각 요소 간 상이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에 보다 다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6)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런
두 가지 부류의 감정들, 즉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Kahneman & Krueger, 2006).
감정의 요소는 앞에서 살펴본 삶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어느 시점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조사
되기 때문이다. 감정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방법에서는 어느 조사 기간 동안 (하루 혹은 며칠 동안) 응답자가 경
험하는 모든 감정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ESM 방법이 연구자에게 응답자의 감정
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실행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DRM(Day Reconstruction Method)에서는 응답자가 하루 동안 자신이 사용한 시간 분배
를 일기 형식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ESM 방법과 상당
히 근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ahneman & Krueger, 2006).

3. 유데모니아(Eudaimonia)
최근에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있는 positive psychology에서 강조하는 요
소인 ‘유데모니아’의 어원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개
념이다. 이 단어는 현재 행복(happiness), 후생(welfare)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나 최
근에는 심리적 번영(psychological flourishing)으로도 사용되는 추세다.7)
그러나 최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심리학적 설문조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웰빙이라
는 개념을 단순한 결과가 아닌 기능적인 요소(functioning element)의 측면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Huppert et al.(2009)의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삶의 목적
과 의미라는 관점에서 유데모니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있다.
6)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대해 개인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으나 슬프지는 않을 수 있다.
7) 이 개념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했던 New York Times(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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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예를 들어, 지식 습득에 대한 관심, 목표지향성과 목적성, 사회적 참여와 남
을 돌보는 이타심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요
인들, 즉 삶의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행복학(happiology) 그리고 감정요인을 주로
다루는 쾌락적 심리학(hedonic psychology)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유데모니아
를 또 하나의 주관적 웰빙의 요소로 다루고 있다.
유데모니아에 대한 여러 학문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삶에 대한 평
가 혹은 감정요인들을 통해서 측정되지 못하는 다른 측면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해
도를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가지고 이를 돌보는 과정들은 개인의
행복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으나, 부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부모의 행복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Brooks, 2008).

Ⅲ. 주관적 웰빙의 측정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본 연
구에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국내 노동패널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에 큰 영향을 미친 OECD(2013)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
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6가지 영역을 기초로 하는 모듈(modules)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는 앞에서 살펴본 삶에 대한 평가, 감정 그리고 유데모니아의 3 가지 영역도
물론 포함된다. OECD에서 권장하는 여섯 가지 설문 영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자 한다.

(1) 핵심지표(Core measures)
(2)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3) 감정(Affect)
(4) 유데모니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
(5) 영역 평가(Domain evaluation)
(6) 경험적 웰빙(Experienced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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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지표에 관하여
핵심지표는 국가 간 혹은 시대별로 주관적 웰빙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으
며 가장 기초적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지표에는 총 다섯 가지의 설문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삶에 대한 평가(1문항), 유데모니아(1문항) 그리고 감정(3문항) 등의 항
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항목들 가운데 삶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primary) 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4문항의 설문은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고안되었다.
특히 유데모니아 항목의 포함은 다소 실험적인(experimental)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8)
감정 항목의 경우 긍정적 요인들은 서로 상관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1문항만 고려하였
고 부정적 요인들의 경우 보다 다양한 관계성이 존재하기에 대표적인 2문항을 넣었다.
각 항목을 측정하는데 Cantril Ladder 와 Satisfaction with Life(SWL)의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OECD(2013)의 경우 Cantril Ladder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Cantril
Ladder 방법은 설문에서 응답자에게 물어보는 설문의 응답 결과가 개인적인 감정요인
으로 인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질문자는 설문에 앞서 응답자에게 ‘사다
리(Ladder)’라는 것을 상정하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설문 내용에 대한 최고의 긍정(동
의) 표시로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을 부인(부정)의 표시로 개념을 설명한다.
측정 수준은 보통 0(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10(사다리에서 가장 높은 단계)까
지로 측정된다.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에 대한 내용은 삶에 대한 평가지표에
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핵심지표 설문문항은 아래 다섯 가지 종류다.

A1.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life as a whole these days?
A2. 전반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아래 설문 내용은 응답자가 ‘어제’ 느낀 감정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8) 여기서 실험적(experimental)이라는 의미는 삶에 대한 평가의 경우 Cantril Ladder 혹은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다루고 있다)를 통한 다양한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이 축적된 반면에 유데모니아(eudaimonia) 설문의 경우 통합
된 이론(overarching theory)에 기초한 검증과정이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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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행복에 대해서는?
How about happy?
A4. 걱정에 대해서는?
How about worried?
A5. 우울함에 대해서는?
How about depressed?

2) 삶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삶에 대한 평가는 핵심지표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더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총 9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두 질문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질문(B1)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Cantril Ladder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질문(B2)은 전
반적 행복도(overall happiness)와 관련이 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
이 각각의 설문 결과를 사용하는 것보다 설명변수의 활용도가 더 유용하다는 연구가
있다(Helliwell et al., 2012). 삶의 만족도 측정과 행복도 측정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진
행되어 왔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효과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삶
의 만족도 질문은 좀 더 쉽게 이해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Veenhoven,
2008). 그러나 실제 질문에 답하는 응답자들에게는 행복이라는 설문이 삶의 만족도보다
는 쉽게 이해되는 것이 사실이다. 삶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은 아래와 같이 시작한
다.

B1. 본인은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삶의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위미하며 이는 당신의 삶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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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Taking all things together, how happy would you say you are?

측정 범위 0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이며(not all happy), 10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한
다(completely happy).

다음의 두 질문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점을 통하여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미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내용은 Gallup

Organization(2012)에서 고안된 Gallup Healthways Well-being Index(현재 만족도와 미래
만족도의 가중평균을 사용)를 사용한 것이다.

B3. 5년 전 당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Overall, how satisfied with your life were you 5 years ago?
B4. 5년 후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할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As your best guess, overall how satisfied with your life do you expect to fell in 5
years time?
다음 다섯 가지 설문들은 소위 삶의 만족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측
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Diener et al., 1985; Pavot & Diener, 1993).
이 방법은 특히 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설문에 대한 개인의 이질적인
이해도를 통제하는 데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통용되어 왔다.

아래 다섯 가지 설문들에 대한 답은 1(전혀 동의하지 않음; strongly disagree)에서 7
(매우 동의함; strongly agree)로 측정된다.

B5. 나의 삶은 대부분 나의 이상과 가깝다.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B6. 내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
The conditions of my life is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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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나의 삶에 만족한다.
I am satisfied with my life
B8.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원하던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B9. 내가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3) 감정에 관하여
감정에 관한 설문도 국가와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결과를 측정하는 범위도 0-10점, 1-6점 혹은 1-4점으로 매우 상이하다.9) 본 논문에서는
감정에 대한 가장 폭넓은 지표를 체계적으로 포함하고 다수의 국가를 다년간 분석한
유럽 가구조사인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EQLS)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고자
한다. EQLS 조사는 2003년도에 시작하여 2007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매 4년마다 시
행하고 있으며, 대상 국가는 조사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28
개 회원국가와 5개 후보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Eurofound, 2016).
감정에 관한 설문 내용도 조사 연도마다 수정을 거쳐 2012년도부터는 5개의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과 3개의 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의 설문 분야를 구축하였다.10)
2016년도 기준으로 긍정적 감정 문항은 질문 51번(Q51) 그리고 부정적 감정 문항은 질
문 52번(Q52)을 참조하면 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Q51 (긍정적 감정) 지난 이주일 동안, 당신이 아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답하시오. 응답은 1(항상)부터 6(한 번도 아님)점으로 표시하였다.11)

9) 감정을 측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자료에 따라 상이한데 설문조사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조
사도 있고 지난 4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고려 기간이 길어지면 응답
자의 회고 편향(recall-bias)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
10) 2003년도에는 이 문항이 없었으며, 2007년도에는 긍정적 감정 문항 5개만 포함하였다.
11) 영어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Please indicate for each of the five statements which is the closes
to how you have been feeling over the last two weeks. 1-all of the time, 2-most of the time,
3-More than half of the time, 4-less than half of the time, 5-some of the time, 6-at no time.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52도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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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기분이 좋은 상태를 느꼈다.
I have felt cheerful and in good spirits
(2) 나는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느꼈다.
I have felt calm and relaxed
(3) 나는 활동적이고 활발함을 느꼈다.
I have felt active and vigorous.
(4)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 신선하고 개운함을 느꼈다.
I woke up feeling fresh and rested.
(5) 나의 일상은 나를 흥미롭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My daily life has been filled with things that interest me.
Q52 (부정적 감정) 지난 이주일 동안, 당신이 아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답하시오.

(1) 나는 특별히 긴장감을 느꼈다.
I have felt particularly tense.
(2) 나는 외롭다고 느꼈다.
I have felt lonely.
(3) 나는 낙심하고 우울함을 느꼈다.
I have felt downhearted and depressed.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긍정적 감정들의 경우는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부정적 감정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EQLS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물어보는 설문 문항이 부정적 감정의 설문 문항보다 많다
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OECD(2013)에서 제시한 총 열 가지 감정에 관한 설문에서
네 가지가 긍정적 감정(기쁨, 안정감, 행복 그리고 웃음)인 반면에 부정적 설문은 여섯
가지(걱정, 슬픔, 우울함, 분노, 스트레스 그리고 피곤함)를 선택하였다.

4) 유데모니아적 웰빙에 관하여
유데모니아적 웰빙 측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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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experimental)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평가처럼 하나의 인덱스(a
single index)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감정에 대한 요인처럼 다면적인 개념
(multi-dimensional concept)인지조차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Waterman et al(2010)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설문 문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데모니아적 웰빙(EWB; Eudaimonic Well-Being)’은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개인 잠재력의 발전과정에 도출된 일종의 삶의 질로 정의된다(Sheldon, 2002).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영역이 제시되었다: (1) 자기발견
(self-discovery), (2) 인지된 자신의 최대 잠재력의 개발(perceived development of one’s
best potentials), (3) 삶의 목적과 의미(a sense of purpose and meaning in life), (4) 활동(취
미 등등)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intense involvement in activities), (5) 상당한 노력의 투
자(investment of significant effort), (6) 개인이 활동하는 행위로부터 오는 기쁨(enjoyment
of activities as personally expressive). 이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설문 문항 등
을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무엇인지 발견하였다고 나는 믿는다.
I believe I have discovered who I really am.
(2)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알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발하려
노력한다고 믿는다.
I believe I know what my best potentials are and I try to develop them whenever
possible.
(3)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였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I can say that I have found my purpose in life.
(4)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기분이 최고다.
I feel best when I am doing something worth investing a great deal of effort in.
(5) 내가 매일 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I find I get intensely involved in many of the things I do each day.
(6) 내가 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It is more important that I really enjoy what I do that others are impressed b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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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역평가에 관하여
전반적인 삶의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삶의 영역(domains), 예를 들어 삶의 수준
혹은 건강상태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여러 목적, 특히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Dolan
& White, 2007).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SWLS와는 대비되게
영역평가는 삶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영역평가를
이용한 주관적 웰빙 측정을 종종 주관적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International Welling Group, 2013). 때로는 삶의 객관적인 영역을 다루고자 하는
경제학 분야에서 삶의 질 혹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영역평가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어떤 기준
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은 각 영역들은 삶의 모든 구
체적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의미 있게(independently and meaningfully) 측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의된 구체적 영역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연구자들의 목적
에 따라 서로 상이한 영역들이 선택되고 분석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국가기관 혹은 연구기관에서 사용된 영역평가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웰빙지수(PWI;

Personal

Wellbeing

Index)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12)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2013)에서 개발한 이 지수에는 총 7개의 필수 항목과 선택
적 항목 2개가 사용되었다. 7개의 필수 항목과 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2. 건강(health)
3. 삶의 성취도(achievement in life)
4. 개인적 관계성(personal relationships)
5. 안정성(safety)
6. 지역사회 관여도(community connectedness)
7. 미래에 대한 안정성(future safety)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설문 항목은 0-10점수의 범위에서 응답자는 답변한
다.
12) 기타 연구에서 사용된 영역평가와의 비교는 OECD(2013)를 참조하시오. OECD(2013)의 경우 다
소 많은 총 열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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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1. your standard of living? 본인은 생활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your health? 본인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what you are achieving in life? 본인의 삶에서 이룩하고 계신 것들에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4. your personal relationships? 본인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 how safe you feel? 본인이 느끼는 안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6. feeling part of your community? 본인은 지역사회의 속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만
족하십니까?13)
7. your future security? 본인은 미래 안정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과거에는 포함되었던 종교에 대한 문항은 선택 사항이 되었으며 일곱 가지 영역평가
의 신뢰성과 타당성 비교를 위하여 전반적 삶의 만족도 설문을 선택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14) 다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자리와 소득, 교육수준과 거주문제 등 보다 객관
적인 영역을 다루기도 한다. 이런 경우 주로 경제학적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며 주
로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Better Life Index, OECD).

6) 경험적 웰빙에 관하여
경험적 웰빙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 개인이 여러 활동들에서 경험한(experienced) 감정
혹은 느낌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이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감정 항목과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진다. 이를 측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사용된다. 먼저 휴대용 기구를
통해서 개인이 느끼는 쾌락(pleasure)과 고통(pain)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Experience
13) 본 설문 문항은 자신이 속한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참여하며 이로 인한 사회의 소속감 혹은 유대감(connectedness)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
는 것이다.
14) 설문 문항은 “당신이 처한 환경들과 삶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본 설문 문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nking about your own life and personal
circumstances,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勞動經濟論集 第40卷 第3號

94

Sampling Method(ESM) 방법이 있다(Csikszentmihalyi, 1990).15) 응답자는 보통 하루 혹은
며칠 동안 휴대용 기대를 통하여 자신이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
인지를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그것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관적 감정들(긍정적 혹은 부
정적 그리고 그 감정들의 강도 포함)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인간의 신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계통의 물질과 감정의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
다.
그러나 ESM 방법은 분석 표본이 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관계로 사용하
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 이런 대안으로 Kahnema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기를 이용한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는 주로 생활시
간조사(TUS; Time Use Survey)에서 활용되며 응답자는 조사일 하루 전에 자신에게 발
생한 모든 사건들(episodes)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교육받는다. 응답자는 사건들이 시
작하고 종료된 시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들
이 느낀 감정들(행복감, 기쁨, 피곤함, 걱정, 분노 등등)과 그 감정들의 강도(intensity)를
기록에 남긴다.
Kahnemman & Krueger(2006)의 연구에서는 DRM 방법에서 측정된 감정(예를 들어 피
곤함)의 시간당 측정결과와 ESM 방법의 결과가 대동소이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효
율성과 사용의 용이함이라는 장점으로 DRM 방법이 생활시간조사를 통해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특히 Kahnemman & Krueger(2006)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의 다른 지표인
U-index(여기서 ‘U’는 unpleasant 혹은 undesirable 을 의미한다)를 고안하였다. U-index는
개인이 불쾌하거나 불편한 상태에서 어떤 일에 보낸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개
인의 서수적 감정지표(ordinal measures at the level of feelings)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ahnemman & Krueger(2006)를 참고하기 바란다. 설문문항은 앞의
감정 분야의 것들과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다.
Krueger 등이 참여하여 설계한 2006년도 미국생활시간조사(ATUS: American Time Use
Survey)를 기초로 경험적 웰빙 설문 문항을 살펴보고자 한다.16) 여기에는 행복감
(happy), 슬픔(sad), 피곤함(tired), 고통(pain) 그리고 스트레스(stressed) 등 총 다섯 가지
감정들의 느낀 정도를(0부터 6점 척도) 물어보고 있으며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5) 때로는 Ecological Sampling Method(ESM)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Stone & Shiffman, 1994).
16) 여기서 살펴본 설문 문항은 원래 2006년도 Princeton Affect and Time Survey (PATS)에서 고안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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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슬픔, 피곤함, 고통, 스트레스)을 느끼셨습니까?
how happy (sad, tired, pain, stressed) did you feel during this time?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어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의 문제가 늘 제
기된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 웰빙의 측정과 관련해서 정확성(accuracy)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지가 신뢰
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동일 응답자에게 동
일한 설문 문항을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물어보고 그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test-retest reliability). 이 결과는 물어보는 설문 문항의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삶에 대한 평가의 경우 한 가지 설문문항을 사용한 경우 2주 이내 동일 질
문에 대한 측정결과의 상관계수는 0.5-0.7 수준으로 측정되었다(Krueger & Schkade,
2008). 반면에 2개 이상 설문 문항들을 이용하여 가중 평균한 삶의 만족도 지수의 상관
계수는 0.83-0.84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 물론 최초 설문 이후 재설문 시점이 길어질수
록 두 설문 간 응답 결과의 상관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ueger & Schkade,
2008). 타당성의 개념은 설문 문항들이 주관적 웰빙의 의미를 정확히 측정하는지와 관
련이 있다(whether it measures the right thing). 따라서 타당성 측정에 대한 합의된 방법
은 아직 학계에서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설문들
가운데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부합되는 것들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
다.

Ⅳ. 행복의 결정요인
개인의 행복 혹은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일관성 있
게 분류하기는 매우 힘들다. 행복연구를 다루는 분야(심리학, 사회학 혹은 경제학)에 따
라 그것을 정하는 기준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여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 Diener at al.(1999)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여섯
가지 그룹은 (1) 개인적 속성들(personal factors), (2) 상황적 요인들(contextual and
situational factors), (3) 인구학적 요인들(demographic factors), (4) 제도적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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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factors), (5) 환경적 요인들(environmental factors) 그리고 (6) 경제적 요인들
(economic factors)로 규정된다. 개인적 속성들에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성격과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며 상황적 요인들에는 건강, 결혼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인구학적
그룹에는 나이와 성별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며 제도적 요인들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혹은 개인의 자유보장 정도 등이 포함된다. 환경적 요인에는 최근 이슈가 되는
지구 온난화 등이 포함되며 경제적 요인들에는 소득과 실업 그리고 물가수준 등이 포
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들 가운데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인 (상
대)소득과 실업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요약을 하고자 한다.

1. 소득과 행복도와의 관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연구는 소위 ‘Easterlin Paradox’라 불리는 Easterlin(1974)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득과 행복수준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일정시점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과 행복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2) 한 시점에서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소득의 차이와 행복도 차이와의 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3) 시계열 분석에 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과 행복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하다.
(1)번 연구와 관련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는 경제
학에서 말하는 소위 ‘효용(utility)’을 증가시킨다. 어느 한 시점 그리고 한 국가를 대상
으로 부와 행복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Di Tella et al.(2001)과
Easterlin(2001)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영국의 경우는 Blanchflower & Oswald(2000)의 연
구를 참조하면 된다. 스위스의 경우는 Frey & Stutzer(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도를 증가시키나 그 증가 속도는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Diener et al., 1993).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소득이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나 그 외적인 요인도 상당히 존재하며 소득과 행복도와 인과관계성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Gardner & Oswald(2001)의 연구에서는 복권에 당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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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경우 개인의 행복수준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소득과 행복의 인과성을 주장하고 있다.

(2)번 연구와 관련해서
국가 간 행복도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 남녀 간 평등의 정도, 혹은 인권에 대한 존중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다(Easterly, 1999). 국민의 소득수준이 행복도에 미치는 인과관계(causality)에 대해
서 오히려 반대적 인과관계(inverse causal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가 있다
(Kenny, 1999). 이 연구에 의하면 현재 자신의 삶에 보다 만족한 사람들은 보다 높은
열정을 가지고 일에 충실하여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소위 ‘적응
(adaptation)’ 이라고 하는 가설에서는 인간은 현재 시점에서 절대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는 과거의 행복 정도를 기초해서 미래 행복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
시적인 소득증대는 항구적인 행복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며 행복도의 증가는 물질
적 쾌락(hedonic)보다는 미래에 대한 갈망(aspir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asterlin, 2001). 미래에 대한 열정 혹은 갈망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소득증대
는 중간 단계의 결과물로 여기고 있다고 이 이론은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부유
한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소득증대가 사람들의 행복도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한 이유
를 설명하고 있다.

(3)번 연구와 관련해서
소득과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면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각 국
가의 보이지 않는 시간불변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한 연구(Helliwell, 2011)
가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49개 나라를 종합한 패널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인당 국민소득 10% 증가는 행복도 지수 0.0003(10
점이 최고 만족) 만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업과 행복도와의 관계
서로 다른 국가 혹은 어느 시점과 관계없이 개인이 실업을 겪는 경우 그 사람의 행

勞動經濟論集 第40卷 第3號

98

복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Clark & Oswald, 1994; Winkelmann
& Winkelmann, 1998). 이런 연구들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통제하고 나서도
실업 그 자체로 인해 사람들의 행복도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자
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보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이로 인해 직
장을 잃을 위험에 덜 직면하는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패널 자료를 통해서
이런 요인들을 통제해도 여전히 실업은 사람들의 행복도를 감소하는 것임을 기존연구
는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실업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실업의 정도가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진행되었다(Clark, 2000). 이 연구는 개인의 행복도는 다른 사
람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에 기인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실업
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현실이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동일한 상황에 처
했다는 것을 인식하면 행복도의 감소폭은 덜해 진다는 것이다. Clark(2000)의 연구에서
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처해 있는 경우 자신의 행복도
의 감소폭도 둔화되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상대적 사회적 지위와 행복과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 즉 Easterlin Paradox를 설명하려는 시도 가운데
주목받는 분야는 비교효용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 혹은 효용은 자신
이 소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
회적 지위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직장, 업종 혹은 가
족 더 나아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소위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들
은 자신이 벌고 있는 소득의 절대금액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비교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상대적 소득이 개인의 행복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Frank, 1999; Clark & Oswald, 1996). 이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룹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신의 행복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
다. 이에 대한 연구는 분석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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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불평등의 심화는 국민의 행복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경우는 그
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Alesina et al., 2001).

Ⅴ. 결 론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주관적 웰빙 개념의 요
소 가운데 삶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삶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행복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효용이라는 개념보다는 보다 폭넓은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행복과
주관적 웰빙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이라는 개념
은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웰빙, 행복, 삶의 질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간략한 비교 설명은 Diener(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내에서도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경제학 분야
에서도 행복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에
서 발간한 <일과 행복>은 노동경제학 측면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
다. 이 보고서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특히 개인이 속한 일자리와 관련된 다
양한 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일자리와 관련된 행복
연구에 대한 다수의 국내 참고문헌을 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패널 자료인 한국노
동패널(KLIPS) 제18차 조사(2015년)에서 다양한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인식 부
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부가조사는 앞에서 상세히 언급했던 OECD가 제시한 지침을
상당히 따르고 있으며,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서 노동시장 분야에서 행복과 관련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많은 국제기관 혹은 개별 국가 연구기관에서 삶의 질 혹은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노
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이나 고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
어 OECD(2011)의 Better Life Index 지표에서도 개인의 소득과 고용을 중요한 핵심지표
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 11개 지표 가운데 고용 혹은 노동과 관련된 영역은
물질적 생활조건 부분의 일자리와 소득 영역이며 삶의 질 부문에서는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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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ife balance) 영역이다. 일자리와 소득 영역의 세부지표에는 고용률, 장기실업률과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포함되며 일가정 양립 영역의 세부지표에는 장시간 노동자, 여가
및 개인시간 그리고 유자녀 여성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UN과 ILO 등에서는
고용의 질 혹은 양질의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여 각 국가들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
지표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연구에서 다소 간과될 수 있는 주관적 웰빙 혹은 행복에 대
한 분석적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최근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국민
들의 행복수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고 이는 정부 정책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행복연구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 혹은 행복을 증가시
키는 데 있다. 한 국가의 행복수준을 통합하는 인덱스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 현 시
대적 흐름인 점을 비추어볼 때,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전공과 상관없이 행복 혹은 주관적 웰빙이라는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조건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행복연구의 방향은 각 개
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추진
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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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tical Concept of Happiness and Its Measurement

Donghun Cho
This papers reviews the concept of happiness which has begun to be widely used in
many fields. The concept of happiness is extensively examined within the analytical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re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are clearly
summarized in the paper. In addition, related questionaries measuring those components are
provided from the most widely accepted in the study of happiness. The role of two factors
such as income and unemployment in determining individuals’ happiness is also discussed.

Keywords: subjective well-being, happines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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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

강승복

***)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추
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
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
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최저임금, 고용효과, 내생성, 도구변수, 정부의 진보성

Ⅰ. 머리말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최저임금의 도입과 역사를 같이할 정도로 오래
된 주제다. 외국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초기에는 간단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최저임금의 음(-)의 고용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의 10% 인상이 청소년 고용을 1% 감소시킨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
논문 접수일: 2017년 7월 28일, 논문 수정일: 2017년 9월 13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5일
* 논문에 대하여 유용하고 세심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2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본 논문은 필자의 개인적인 연구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kangsb@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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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기도 했다.1) 이후 Card and Krueger(1995)의 연구 이후에는 한동안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고용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CK(Card & Krueger)의 연구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주(state)와 인상되지 않은 주를 비교
한 일종의 사례연구(case study)다. 하지만 Neumark and Wascher(2008)는 CK의 연구를
통제집단(control group) 설정방법,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 비판하며 기존의 신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지역과 산업에 구분이 없는 단일 최저임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2)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CK의 연구를 비롯하여 외
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이중차분법(DID)은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개인 패널 자
료를 이용한 준실험적 방법(quasi experimental method)을 사용하거나, 시계열 자료 또는
최저임금 적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의 최저임금 연구들을 살펴보면, 준실험적 방법과 같이 CK의 방법을 변형한 연구들
은 대체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시계열 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관계 등과 같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우선
적으로 내생성(endogeneity)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수들 간에 내생성이
존재한다면 회귀분석으로 나타난 효과는 인과관계(casuality)가 아니라 단순히 상관관계
(relation)를 의미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량경제학에서는 변수들 간에 내생성
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는 ‘수혜그룹에 대한 무작위적
선정’, 이중차분법(DID), 도구변수 추정법(instrumental variable method), 회귀단절모형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등이 있다.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은 그 성격상 내생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최저임금 수준이 고용수준에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고용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
를 들면 CK(1995)3)가 지적하였듯이 정부 당국자는 고용이 증가하는 기간에 최저임금
을 올린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항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 기간

1) Wang-Sheng Lee et al.(2011), p.376.
2)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재의「최저임금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나,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
노․사․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단일 최저임금으로 결정하고 있다.
3) Card and Krueger(1995),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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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의 존재를 무
시하고 회귀분석을 할 경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실제보다는 양(positive)의 방향으로
과대추정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예컨대 Williams and
Mills(2001)는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호연관성(simultaneous determination)이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해 실제로 음(negative)의 방향인 고용효과를 상향시켜 양(non negative)의 고용효
과처럼 보이게 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1990년 들어 패널 자료가 일반화됨에 따라 CK를 위시한 미국의 연구들은 주로 이중
차분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최저임금과 고용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과 더불어 지역별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주
(state)와 인근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주의 변화를 통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
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시도한 것과 같
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도구변수 추정법
은 변수들 간의 내생성을 제거하는 훌륭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
기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는 정부(government) 또는 정권(political power)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
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명목최저임금 증가
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취업자는 0.3% 감소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강도
(strength)를 의미하는 KAITZ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취업자는 0.1%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명목최저임금 증가율이 1%포인트 증가하
면 고용률은 0.18%포인트 감소하며, KAITZ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고용률은
0.03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증가는 고용을 감
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였으며, 제Ⅲ장에서는 분석모형 및 분석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OLS 추정법과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추정한 후 이들을 비교하였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
하고 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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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의 연구
최저임금의 인상이 직접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꽤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다. 최저임금에 관한 미국의 연구들을 정리한 Neumark
and Wascher(2008)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1940년대 Stigler(1946)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연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1980년대의 연구로서, 이 시
기에는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시기
의 분석방법은 주로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도 대체로 최저임금에 대한
음(-)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연구는 Brown, Gilroy, and
Kohen(1983), Brown(1988) 등이 있다. Wang-Sheng Lee et al.(2011)에 의하면 1980년대
연구들은 청소년 집단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대체로 –0.1∼-0.3으로 분석하였으
며, 이 수치는 한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정형화된 수치로 받아들여졌다. 둘
째,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전과 다른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대
표적인 연구는 Card(1992), Card and Krueger(1995) 등이 있다. 이들은 이전 시기의 연구
들과 달리 패널데이터, 혹은 전화설문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실하지 않거나 양(+)의
고용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서는 Card and Krueger(1995)와 맥
락을 같이하는 연구들뿐만 아니라 다시 신고전학파 이론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음(-)의 고용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로는
Neumark and Wascher(2000, 2008) 등이 있다.
한편, 최저임금 관련 연구 중 방법론적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
이다. 도구변수를 사용한 연구로는 Lemos(2004), Chie et al.(2016), Anindya et al.(2011),
Neumark and Wascher(2008), Devanto(2011) 등을 들 수 있다. Lemos(2004)는 브라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persuation power), 최저임금 인상법안
에 대한 투표율(voting data), 선거 주기(cycle)4), 의회 내 좌파(left wing) 의원 비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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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고용효과를 산출하였다. 그녀의 분석에 의하면
명목최저임금이 10% 증가하면 전체 취업자는 0.0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e et al.(2016)는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사회복지(social welfare) 신청자 중 남성과 여성 신청자 비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Anindya et al.(2011)는 캐나다의 최저임금 인상이 청소년의 고용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로서 각 주정부의 집권당을 더미변수
로 사용하였다.5) 분석결과 최저임금 10% 증가는 청소년 고용을 3∼5%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Neumark and Wascher(2008)는 최저임금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분석대상
주(state)에서 인접한 주들의 평균 최저임금액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0% 증가하면 청소년 고용이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Devanto(2011)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같은 최저임금 측정변수(minimum wage measure)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1년 전 lag값을 사용하여 최저임금이 인도네시아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 고용은 5.84%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고용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10여 편의 관련 연
구들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크게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에 근거
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를 밝힌 연구들과 Card and Krueger(1995)와
같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연구들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의 기존 연구들이 보고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2007년 이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다룬 국내의 연구들은
2017년 현재 약 12편으로 파악되는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4편, 음의
고용효과를 주장한 연구가 8편 등이다. 음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들은 분석자료
와 분석대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0.1에서 –0.4 정도의
범위로 도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으로 많이 분
석되었던(심지어 정형화된 수치로 불리는) -0.1∼-0.3과 유사한 결과다. 한편, 국내의 최
저임금 관련 연구 중 방법론적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4) 브라질에서는 대선 직전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타난다(Lemos, 2004).
5) 캐나다의 정당은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진보보수당), Liberal Party(자유당), New
Democreatic Party(신민주당), Social Credit Party(사회신용당), Parti Quebecois(퀘백당) 등이 있
다.(Anindy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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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한국의 기존 연구

통계적
유의성이
없거나
양(+)의
고용효과

음(-)의
고용효과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연구자

발표시점

사용 데이터

분석대상 그룹

이시균

2007

경활부가조사,
사업체패널조사

이병희

2008

경활부가조사

김주영

2011

한국노동패널

김유선

2014

경활부가조사

정진호 외

2008

경활,임금구조

-3.1∼-0.7

청소년, 고령층

남성일

2008

설문조사

-0.41∼-0.35

고령층

김우영

2010

OES

-0.16∼-0.11

청년층

김대일

201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효과

여성, 고령층,
영세사업체

김민성 외

2013

한국노동패널

-0.37

24세 이하

강승복 외

2015

경활부가조사

-0.14∼-0.04

청년, 고령층

김영민

2014

경활부가조사

-0.6∼-0.4

상용직

이정민 외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0.14

전체 근로자

전체, 저임금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층
최저임금 해당자
여성, 청년, 고령층

Ⅲ. 분석방법
1. 분석 모형
이 연구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4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6)
log             log   분기더미   

(모형 1)

log              log   분기더미   

(모형 2)

6) 모형에서 최저임금 변수로 명목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증가율을 사용한 것은 이후의 도구변수
추정단계에서 ‘정부의 진보성’ 변수가 ‘명목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적절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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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더미  

(모형 3)

             분기더미  

(모형 4)

여기서  는 취업자 수,  은 고용률,  는 명목최저임금 증가율,

  는 KAITZ 지수 증가율,   은 실질 GDP 증가율,  는 15세 이상
인구수를 뜻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명목최저임금액(NMW) 외에
KAITZ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KAITZ 지수는 최저임금 관련 시계열 분석에 자주 사용되
는 변수다. KAITZ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t시점에서의 Kaitz 지수,   는 t시점의 최저임금액(명목),  는 t시
점, i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명목),   는 t시점, i산업에서 분석대상 그룹의
고용량,  는 t시점, i산업에서 분석대상 그룹의 최저임금 영향률(법정 최저임금 적용
률)을 말한다. 즉, Kaitz 지수는 “각 산업의 고용비중과 최저임금 영향률로 가중(weight)
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을 의미한다.7) 다시 말해 Kaitz 지수는 ‘최저임금이 노
동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5
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면 전년과 비교하여 최저임
금액의 증가가 전혀 없더라도 KAITZ 지수는 증가하게 된다. 한국의 KAITZ 지수 추이
는 제Ⅳ장에 수록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모형을 OLS와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한다. 도구변수 추정법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내생성을 제거하여 순수한 인
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한다.8)
               

(모형 5)

           

(모형 6)

7) 강승복･박철성(2015), p.9.
8) 도구분석 추정법의 내용은 윤윤규 외(2012)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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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형 5)에서   와  간에 내생성이 의심된다면 OLS 추정량은 불편추정량
(unbiased estimator)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모형 6)과 같이   와 독
립적이면서  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변수   를 찾는다면 2단계 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을 통해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
을 수 있다.

  ′       ′ 


   













 

 ′ 

최저임금과 관련한 도구변수로는 ‘정부 혹은 정권의 진보성 여부’를 더미변수로 사
용하였다. 여기서 ‘진보성’이란 정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구분에
따랐다. 즉 1980년대 이후의 정부 중 ‘진보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뜻한다. 최저
임금 인상수준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CK(1995)가 이미 지
적한 바 있다. 그들은 고용과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강한 영향을 받는 주(state) 출신
의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렇지 않은 주 출신의 정치
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
치적 지형에서 볼 때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정치세력은 줄곧 최
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여 왔다. 이는 이들이 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권의 확대,
고용의 안정성,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의 문제에 있어 보수적 정치세력에 비해
근로자 측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졌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최저임금
의 인상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집권한
기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진보성’이 도구변수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진보성’ 자체가 고용에는 직
접적인 연관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진보성’이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은
고용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무용(無用)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완전고용의 실현은
정부의 주요 거시경제정책 목표 중 하나다.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정부는
통화량, 금리, 공공사업 등 여러 거시정책 도구를 이용하여 고용수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부가 진보적이라고
하여 보수적인 정부보다 고용을 더 확대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즉 정부의 소위 ‘진보성’
이 고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의 진보성’이 도구변수
로 적합한지의 여부는 이후에 통계적 방법으로 살펴보겠지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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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부에서 설명하는 고용확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수적
성격의 정부는 전통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정책 초점을 맞춘다. 즉, 경제성장이 되
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생하여 분배 문제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고용은 그
성격상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급되는 후행변수(ripple factor)이다. 따라서 보수적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기 때문에 진보적 정부보다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도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치경제
학 관련 연구들 중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는 다수 있지만 보수정부가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통계를 보면, 비록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변수가 다르긴 하지만 1993년 이후 보수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진보정부보다 오히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9) 한편, 진보적 정부는 전통적으
로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한 고용량의 확대를 고용정책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확대가 단기에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수
단이며, 고용확대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
론적 근거는 케인스경제학에서 강조한 총수요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취업자 증가율을 정부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진보정부보다 오히
려 보수정부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듯싶다.10) 그렇지만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 초
기에 그 이전 시기에서 발생한 IMF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사정이 극히 안 좋았다는 점
을 감안하면 정부 성격에 따른 고용효과는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진
보성과 고용의 무관성은 ‘정부의 진보성 변수’가 도구변수의 후보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이후에 실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 시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
지만 초기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로서 최저임금 수준과 대상 산업, 규모
등의 변화가 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3년 이후, 즉 김영삼 정부 이후를 최저임
금 제도가 안정화된 시기로 보고 이 이후부터 2016년까지 24년의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이 기간 중의 진보정부는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노무현 정부(2003∼2007
년)가 이에 해당된다.

9) 1993년 이후 실질GDP 성장률을 정부 성격별로 단순평균해보면 보수적 정부의 평균치는 4.8%,
진보적 정부의 평균치는 4.9%로 나타난다.
10) 1993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을 정부 성격별로 단순평균해보면 보수적 정부의 평균치는 1.6%,
진보적 정부의 평균치는 1.0%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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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이 연구는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기별 명목최저임금액, KAITZ 지수, 취업자
수, 고용률, 실질 GDP 증가율 등을 분석변수로 사용한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도구
변수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진보성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분기별 명목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발표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기별 KAITZ 지수는 그 정의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분기별 취업자 수와 고
용률은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공표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기별
실질 GDP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한국의 명목최저임금 증가율은 전체 평균임금 증가율11)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
다. 1993년에서 2016년까지의 분기별 명목최저임금은 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다. 이를 다시 진보적 정부의 기간과 그 외의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진보적 정부
기간의 평균최저임금 증가율은 9.8%, 그 외의 기간은 6.9%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12)(그림 1 참조). 최저임금 증가율이 정부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최저
임금 수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 사, 공익위원이 9명씩 동수로 구
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정책은 주
로 공익위원을 통해 반영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외면적으로는
11) 1993∼2016년 기간 동안 분기별 10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은 7.1%이다(고용노
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12) 금년의 최저임금 증가율은 전년에 결정된 것이므로 각 정부별 최저임금 증가율은 해당 정부
집권 기간에서 1년 후의 값들로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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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최저임금 수준에 대
한 정부의 의지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꾸준히 반영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이는 ‘정부의 특성(진보성)’이라는 변수가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도구변
수로서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KAITZ 지수의 추이를 살
펴보겠다. KAITZ 지수는 그 정의상 최저임금액 수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액 수준,
최저임금의 법적 포괄범위 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림 2]의 KAITZ 지수 추
이를 보면, KAITZ 지수 값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1990년, 2000년과 2001년에 지수
값이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범위가 산업과 종사자 규모 면에
서 대폭 확대된 시기에 해당한다.13) 따라서 KAITZ 지수의 증가율을 나타낸 [그림 3]을
보면, 적용범위의 대폭 확대 등에 기인하여 진보정부 기간의 증가율이 그 외 기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적인 명목최저임금 증가율
뿐 아니라 적용범위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993년 이후 로그 값으로 살펴본 취업자 수 추이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
면 인구증가에 의해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부 또는 정권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기별 고용률을 나타낸 [그림
5]를 보면 취업자 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가 관측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동안 진보적 정부이든 보수적 정부이든 모두 자신들이 일자리 확
대의 적임자로 자처하였지만 통계 숫자로 확인해 보면 정부 특성에 따른 고용성과
(employment performance)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 특성과 취업자 수 및
고용률 간의 무관성(transparency)은 이후에 도구변수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
우 중요한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1998년 IMF 위기 기간과 2008년 세계적인 금
융위기 기간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외의 기간엔 대체로 5% 안팎의 성장
률을 나타내었다.

13)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초기의 제조업, 건설, 광업에서 1990년 이후에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그리고 2001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
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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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명목최저임금(NMW) 증가율 추이(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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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ITZ 지수 추이(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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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AITZ 지수 증가율 추이(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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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로그 취업자 수(log) 추이(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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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용률( ) 추이(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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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질 GDP 증가율 추이(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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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주요변수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등의 기초통계치들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
취업자 수
(E)

고용률
(ER)

명목
최저임금
(NMW)

KAITZ지수
(KAITZ)

실질 GDP
증가율
(gdp_rate)

생산가능인구
(P)

평균
(mean)

22,646

59.4

2,966

0.200

4.9

38,101

표준편차
(sd)

2,049

1.5

1,553

0.082

3.7

3,217

최댓값
(max)

26,554

61.7

6,030

0.327

13.6

43,537

최솟값
(min)

18,282

53.7

1,005

0.079

-7.3

32,341

관측치수
(N)

96

96

96

96

96

96

2. 시계열 안정성 검증
본 논문의 분석은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를 사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에 앞
서 시계열의 안정성(stationarity) 여부를 검증하였다. 시계열 분석에서 변수가 불안정(non
stationary)하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균값이 변하여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측 값을 왜곡하게 된다.
아래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로그 취업자 수(log(E)),
고용률(ER), 명목최저임금 증가율(NMW_rate), KAITZ 지수 증가율(KAITZ_rate), 실질
GDP 증가율(gdp_rate), 로그 생산가능인구수(log(P))에 대해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시행한 결과이다. 단위근 검정의 방법으로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test와
PP(Phillips-Perron) test를 이용하였다.
안정성 검증결과를 ADF test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변수들이 대체로 안정적인 시계
열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들 변수를 사용하여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OLS
및 도구변수 추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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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변수들의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결과(t값)
ADF test

PP test

로그 취업자 수(log(E))

-7.685***

-7.798***

고용률(ER)

-8.156***

-8.369***

명목최저임금 증가율(NMW_rate)

-3.776**

-3.728**

Kaitz 지수 증가율(KAITZ_rate)

-3.513**

-3.743**

실질 GDP 증가율(gdp_rate)

-4.379***

-4.870***

로그 생산가능인구수(log(P))

-5.059***

-4.092***

주: 1) unit root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는 1%, **은 5%, *는 10% 유의수준에서 기각함을 의미.
2) 상수항(intercept)과 추세(trend)를 고려하였음.

3. OLS 추정 결과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최소자승추정법(OLS)을 통해 최저임금과 고용
과의 관계를 추정해 보았다. 4가지 모형에 대한 OLS 분석결과는 <표 4>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로그 취업자 수(log(E)), 고용률(ER) 등이며, 설명변수로는 명
목최저임금 증가율(NMW_rate), KAITZ 지수 증가율(KAITZ_rate), 실질 GDP 증가율
(gdp_rate), 로그 생산가능인구수(log(P)), 분기더미(Q2, Q3, Q4) 등이다. 분석기간은 1993
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이다. OLS 분석결과를 보면, 명목최저임금 증가율은 로
그 취업자 수와 고용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AITZ 지수 증가율의 부호는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이와 같이 OLS 추정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정(positive)의 방향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관계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과 고용
의 관계는 내생성의 존재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즉 고용사정이 좋을 때 최저임금을
정책적으로 인상시킬 유인이 있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과 고용 사이에 내생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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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OLS분석 결과)

NMW_rate

OLS 1

OLS 2

log(E)

log(E)

0.003***

OLS 4

ER

ER

0.144***

(0.000)

KAITZ_rate

OLS 3

(0.000)
-0.000

-0.007

(0.254)

(0.222)

0.002***

0.002***

0.085***

0.081**

(0.000)

(0.001)

(0.004)

(0.012)

1.085***

1.058***

(0.000)

(0.000)

0.038***

0.038***

2.261***

2.264***

(0.000)

(0.000)

(0.000)

(0.000)

0.036***

0.037***

2.175***

2.181***

(0.000)

(0.000)

(0.000)

(0.000)

0.031***

0.032***

1.869***

1.875***

(0.000)

(0.000)

(0.000)

(0.000)

-1.475***

-1.170***

56.260***

57.491***

(0.000)

(0.000)

(0.000)

(0.000)



0.967

0.957

0.507

0.415



96

96

96

96

gdp_rate
log(P)
Q2
Q3
Q4
상수항

주: 1) ***는 1%, **은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 )안은 P값임.

다면 Lemos(2004)의 지적과 같이 OLS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진정한 값
보다 상향편향(upward biased)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
계추정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다시 추정한 후 이를 OLS 추정결과와 비교하고,
최저임금과 고용변수 간 내생성의 존재 여부와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검정한다.

4. 도구변수(IV) 모형 추정 결과
도구변수(IV)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Ⅲ장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역대 정부의 ‘진보성 여부’를 더
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더미변수로서 해당 기간이 진보정부 기간이면 1, 아니면 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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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부여하였다. 도구변수 외의 사용변수들은 OLS 추정 시 사용된 변수들과 동일하
다.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계 회귀분석 추정 결과는 <표 5>에 수록되어 있다. <표 5>
를 보면, OLS 추정 결과와 달리 명목최저임금 인상률과 KAITZ 지수 증가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음(-)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 중 KAITZ 지수 증
가율 변수는 OLS 추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도구변수 추정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변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목최저임금
인상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취업자 수는 0.3% 감소하며, 고용률은 0.18%포인트 감
소한다. 또한 KAITZ 지수 증가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취업자 수는 0.1% 감소하며,
고용률은 0.0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 추정법을 통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
목최저임금 인상률이 증가하면 고용은 감소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1%포인트 증가
하면 취업자 수는 0.3% 감소하며 고용률은 0.18%포인트 감소한다.

<표 5>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구변수 추정 결과)

NMW_rate

IV 1

IV 2

IV 3

IV 4

log(E)

log(E)

ER

ER

-0.003*
(0.080)

KAITZ_rate
gdp_rate
log(P)
Q2
Q3
Q4
상수항

0.002**
(0.024)
1.033***
(0.000)
0.038***
(0.000)
0.037***
(0.000)
0.032***
(0.000)
-0.875**
(0.023)

-0.180*
(0.076)
-0.001**
(0.039)
0.002***
(0.008)
1.054***
(0.000)
0.038***
(0.000)
0.037***
(0.000)
0.032***
(0.000)
-1.120***
(0.000)

0.083**
(0.039)

-0.036**
(0.039)
0.070**
(0.047)

2.261***
(0.000)
2.174***
(0.000)
1.868***
(0.000)
58.917***
(0.000)

2.275***
(0.000)
2.205***
(0.000)
1.901***
(0.000)
57.700***
(0.000)



0.923

0.945

-0.009

0.257



96

96

96

96

주: 1) ***는 1%, **은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 )안은 P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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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연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된 ‘정부의 진보성 여부’에 대해
도구변수로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적절식별검증(just identification test)을 통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어떤 변수가 도구변수로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2단계 추정법(2sls)
의 1단계 추정결과에서 도출되는 도구변수의 F검정통계량을 사용한다. 즉 경험법칙에
따르면 F검정통계량이 10보다 크면 내생변수와 적절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14) <표 6>을 보면, 1단계 추정결과 ‘정부의 진보성 여부’ 변수는 4가지 모
형에 모두 도구변수로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7>을 통해 약한 도구변수
(weak instrument)의 여부를 판단해 보면 약한 도구변수라는 귀무가설의 10%와 15%
Wald test 임계치가 각각 16.38, 8.96이므로 명목최저임금 증가율(NMW_rate)은 10%
유의수준에서, KAITZ 지수 증가율(KAITZ_rate)은 15% 유의수준에서 강한 도구변수
(strong instrument)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모형은 내생적 설명변수 1개, 외생적 설명변수 5개, 그리고 도구변
수가 1개이므로 내생적 설명변수보다 도구변수의 개수가 많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과
대식별검정(over identification test), 즉 Sargan test는 실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변수와 고용변수 간에 내생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Hausman
검정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Hausman 검정의 귀무가설은 해당 설명변수와 오차항의 공
분산이 0이어서 설명변수가 외생적이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공분산이 0이 아니어서
내생적이라는 것이다. 4가지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Hausman 검정 결과는 <표 8>
∼<표 11>과 같다. 모형 1에서 변수들 간의 내생성 검정결과인 chi2의 p값을 보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최저임금 변수와 고용변수 간에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형 2에서는 최저임금 변수가 외생적이라는 귀무가
설을 5% 유의수준에서, 모형 3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모형 4에서는 10% 유
의수준에서 각각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해 최저임금 변수와 고용
변수 사이에 내생성이 존재하여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민인식･최필선(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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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구변수로서의 적절성 측정
Variable

R-sq.

Adjusted R-sq.

Partial R-sq.

F(1,89)

Prob > F

IV 1

NMW_rate

0.2522

0.2018

0.2167

24.6188

0.0000

IV 2

KAITZ_rate

0.1401

0.0821

0.1342

13.7942

0.0004

IV 3

NMW_rate

0.2074

0.1634

0.2074

23.5457

0.0000

IV4

KAITZ_rate

0.1390

0.0911

0.1341

13.938

0.0003

<표 7> 약한 도구변수 여부 검정(귀무가설 : Instruments are weak)
IV 1

IV 2

IV 3

IV 4

24.6188

13.7942

23.5457

13.938

10%

15%

20%

25%

2SLS Size of nominal 5% Wald test

16.38

8.96

6.66

5.53

LIML Size of nominal 5% Wald test

16.38

8.96

6.66

5.53

Minimum eigenvalue statistic

<표 8> 모형 1의 Hausman 검정 결과
(b)
IV 1

(B)
OLS 1

(b-B)
Difference

sqrt(diag
((V_b-V_B))
S.E.

NMW_rate

-.0030186

.0028978

-.0059164

.0010404

GDP_rate

.0017324

.0022834

-.0005511

.0000969

log(P)

1.032587

1.084698

-.0521111

.0091634

Q2

.0383191

.0381733

.0001458

.0000256

Q3

.0367616

.0003163

.0000556

Q4

.0316101

.0311906

.0004195

.0000738

상수항

-.8748175

-1.475096

.6002783

.1055546

chi2(1) = (b-B)'[(V_b-V_B)^(-1)](b-B) = 32.34
Prob>chi2 = 0.0000

.03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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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모형 2의 Hausman 검정 결과
(b)
IV 2

(B)
OLS 2

(b-B)
Difference

sqrt(diag
((V_b-V_B))
S.E.

KAITZ_rate

-.0005949

-.0001109

-.000484

.0002454

GDP_rate

.001724

.0019596

-.0002356

.0001194

log(P)

1.053847

1.058182

-.0043345

.0021976

Q2

.0384967

.0382917

.000205

.0001039

Q3

.0371437

.0367016

.0004421

.0002242

Q4

.0319796

.0315049

.0004747

.0002407

상수항

-1.120304

-1.169755

.0494506

.0250713

(b)
IV 3

(B)
OLS 3

(b-B)
Difference

sqrt(diag
((V_b-V_B))
S.E.

NMW_rate

-.1802639

.1437607

-.3240246

.0652693

GDP_rate

.0831265

.0850991

-.0019725

.0003973

Q2

2.26094

2.261055

-.0001151

.0000232

Q3

2.174427

2.174534

-.0001068

.0000215

Q4

1.868411

1.868658

-.0002466

.0000497

상수항

58.91726

56.26002

2.657241

.5352564

chi2(1) = (b-B)'[(V_b-V_B)^(-1)](b-B) = 3.89
Prob>chi2 = 0.0486

<표 10> 모형 3의 Hausman 검정 결과

chi2(1) = (b-B)'[(V_b-V_B)^(-1)](b-B) = 24.65
Prob>chi2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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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모형 4의 Hausman 검정 결과
(b)
IV 4

(B)
OLS 4

(b-B)
Difference

sqrt(diag
((V_b-V_B))
S.E.

KAITZ_rate

-.0355635

-.0070958

-.0284677

.0146576

GDP_rate

.0700622

.0813983

-.0113361

.0058368

Q2

2.275162

2.263828

.0113334

.0058354

Q3

2.205025

2.18058

.0244455

.0125866

Q4

1.900835

1.87499

.0258445

.013307

상수항

57.70027

57.4911

.2091762

.1077018

chi2(1) = (b-B)'[(V_b-V_B)^(-1)](b-B) = 3.77
Prob>chi2 = 0.0521

<표 12> 내생성 존재여부에 대한 Durbin 검정, Wu-Hausman 검정 결과
(귀무가설 : variables are exogenous)
IV 1
Durbin
Wu-Hausman

34.8845***
(0.0000)
50.23***
(0.0000)

IV 2
4.19635**
(0.0405)
4.02249**
(0.0480)

IV 3
26.2886***
(0.0000)
33.5624***
(0.0000)

IV 4
4.02353**
(0.0449)
3.89332*
(0.0516)

주: 1) ***는 1%, **은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 )안은 P값임.

한편, 모형들의 내생성 존재 여부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Hausman 검정 외에 Durbin
검정, Wu-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를 보면, Hausman 검정결
과와 유사하게 모형 1은 1% 유의수준, 모형 2는 5% 유의수준, 모형 3은 1% 유의수준,
모형 4는 5%와 10% 유의수준에서 최저임금 변수가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형 내 내생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분석결과 종합
이상에서 최저임금의 변동이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OLS 추정법과 도구변수 추
정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과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에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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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대한 변수로는 ‘명목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뜻하는
‘KAITZ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고용수준에 대한 변수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 변수
를 이용하였다. 1993년 이후의 데이터를 통해 최저임금 증가율이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OLS 추정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증가율이 높아지면 고용이 증가되
거나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과 고용수준은 내생성의 존재가
의심되기 때문에 ‘정부의 진보성 여부’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이를 다시 추정하였다.
모형에 대한 내생성 검정을 통해서는 변수들 간에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도구변수의 적절성 검정을 통해서는 ‘정부의 진보성 여부’ 변수가 도구변수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 추정법을 통한 결과는 흥미롭게도 OLS 추정결
과와 반대로 나타난다. 즉, 최저임금 증가율이 높아지면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Ⅴ. 맺음말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수요, 즉 고용량을 감소시킬 것으
로 예측한다. 즉, 고용감소의 폭은 노동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크고 작음이 결정되
지만, 일반적인 경쟁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한다.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실
증분석을 통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그 크기와 방향에 있어 다양한 주장들
이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이론에 반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킨
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주목하여 분석하였
다. 즉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역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정책당국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아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내생성을 제거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도구변수로는 역대 정부의 진보성 여부를 사용하였다. 직관적으로도 정
부의 진보성은 최저임금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수준에는 정부의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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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진보적 정부이든 보수적 정부이든 각
자 자신들이 고용확대에 적임자임을 자처하는 현실은 역으로 정부의 특성이 적어도 한
국에서는 고용확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변수들의 내생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과 고용 간에 내생
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도구변수의 적절성 검정을 통해서는 ‘정부
의 진보성 여부’가 도구변수로서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저임금 증가율과 고용과의 관계를 OLS 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율이 높아지면 고용수준이 확대되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최
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순수한 인과효과 외에 고용이 최저임금에 미치는 역의 인과관
계, 즉 내생성이 작용한 결과가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후에 재추정한 결과는 흥미롭게도 OLS 추정결과와 반대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률의 확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과 같
이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최저임금이 고
용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측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그동안 연구된 바 없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 효과 분석
이라는 점에서 독창성을 가진다. 그러나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도구변수로서 ‘최저임금
찬성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투표결과’ 등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도구변수로서 ‘정부의 진보성 여부’ 변수 하나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이 의회나 정부가 아닌 노사공 협의기
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의원들의 영향력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진보성 여부’ 외에 적절한 도구변수는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의 정치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정치학적으로 정부의 진보성이 보다 다양한 단계로 규정될 수 있다면 각
정부 또는 정권별로 세분화한 도구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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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Using Instrumental Variable

Seungbok Kang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on employment by using the
government’s progressiveness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OLS) can result in upward biased employment effect due to the endogeneity
among varia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casuality that removed
endogeneity between variables by using proper instrumental variables. The analysis using
instrumental variable shows that the growth of the increasing rate of the minimum wage
reduces employment. The negative effect of employment depending on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corresponds with the predic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Keywords : minimum wage, employment effect, endogeneity, instrumental variable,
government’s progres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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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과
연구 활동 및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3.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 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 및 연구 관련 심사와 자문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
하게 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서에 명시하거나,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 부호 없이 원문 그대
로 옮기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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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연구윤리규정
2010. 2. 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동경제학회(이하 학회)의 회원이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
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노동경제학회지의 논
문 게재와 심사 및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
고 준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
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
야 하며,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
으로 본다. 또한 비회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 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본 규정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
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
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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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 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
위원이 겸임한다(선출과 임기 등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내규를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
여할 수 없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회원의 연구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
된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
해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때는
그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
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고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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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고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재조사할 수
있다.
⑥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하여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
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페널티 규정, 즉 해당 학술지 게재 철회 및
논문 목록 삭제, 논문 투고자 향후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 등을 따라서 조치한다.

제3장 부 칙
제8조 (제정 및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0년 2월 9
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9조 (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되며, 개정시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勞動經濟論集 原稿作成 및 投稿要領

『勞動經濟論集』 原稿作成 및 投稿要領

1. 원고의 투고요령
1) 노동경제논집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경우 300자 이내의 국문 초록과 그에 상응하는 영문
초록, 영문 제목, 영문 성명, 5개 이하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포함하여 20페이지 이내로
논문을 작성한 후, 논문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jykm19@konkuk.ac.kr, klea197604@gmail.com)
로 마감일까지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제출 후 답신 메일 확인. 답신이
없으면 010-9002-7338로 수신 여부 확인). 원고 겉장에는 e-mail address, 전화번호(가능하
면 휴대폰 번호), 주소를 포함하는 연락처를 명기한다.
2) 공동 논문인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1저자는 첫 번째 성명의 저자이고, 다
른 저자(들)는 공동 저자이다. 저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서신 저자를 명기한다.
3) 원고 마감일(상시 접수)
1호 (3월 발간): 각 연도 1월 15일
2호 (6월 발간): 각 연도 4월 15일
3호 (9월 발간): 각 연도 7월 15일
4호 (12월 발간): 각 연도 10월 15일
4) 학술토론회 발표 논문이 논집에 게재되기 위해서는 정식 투고 절차를 밟아야 한
다.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은 필자가 논집에 게재를 희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제출된 논문은 노동경제논집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
를 결정한다.
6) 학술지에 게재(투고)한 논문 중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관련 저자(들)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은 게재 철회 및 학술지 논문 목록에
서 삭제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
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2007년 10월 제정).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
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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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경제학회 회원 자격과 무관하게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시 심사비는 없다.
다만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료: 연구비 지원과 관련
된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 10만원(20페이지 기준), 20페이지 초과 시 1페이지당
5,000원 추가. 사사표기가 있는 경우 20만원(20페이지 기준), 20페이지 초과 시 1
페이지당 5,000원 추가.
회비 및 게재료 납부 은행 온라인 구좌번호
기업은행

계좌번호: 221-037197-04-015
예금주: 한국노동경제학회
8) 제출처: 김진영 건국대학교(TEL: 02-450-3633)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E-mail address: jykm19@konkuk.ac.kr, klea197604@gmail.com

2. 원고작성 요령
1) 국문 논문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2) 편집순은 章은 I, II, III으로 표기하고, 節은 1, 2, 3, 項은 가, 나, 다 順으로, 그
이하는 1), 2), 3)으로 번호를 매기고 제목을 표기한다.
3)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
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
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의 경우는 장, 절, 항의 구분 없이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며
세분화하지 않는다.
6) 논문 첫머리의 저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7) 논문 양식
구 분
아래글
구 분
아래글
*인쇄
*문자
용지종류
A4
글자크기
10
위쪽여백
22.5
글꼴
신명조
아래쪽여백
32.5
장평
100
왼쪽여백
23.5
자간
-10
오른쪽여백
23.5
*문단
머리말
10
정렬방식
혼합
꼬리말
0
2
들여쓰기
177
줄간격
*표는 선 그리기 가 아닌 필히 표 편집 으로 작성
(글자 크기: 9, 줄 간격; 140)
8) 영어 논문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준한다.
9) 이상의 원고작성 요령과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
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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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중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꺾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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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 예의 각 경우들, 순서, period, comma, colon 등의 기호, space, 대소문자 등에
유의한다.
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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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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