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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소득재분배정책(income redistribution policy)과 노동정

책(labor policy)이 노동소득분배율(labor income share)에 미치는 효

과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간의 소득분배 논의는 개인 간 소득분배(personal income

distribution)는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득분배

논의에 있어 기능 간 소득분배(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에 대

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소득원천으로서 노동소득의 광범위한 성

격과 전통적인 노동의 관념뿐 아니라 노동소득이 저소득층의 주요

한 소득원천이라는 점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

요하다. 한편 그간의 개인 간 소득분배 지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소득원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대응적인

(responsive) 성격을 가지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

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연구는 개인 간 소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분배의 동시적 악화가 목

도되는 현실에서 정책의 예방적(preventive) 성격을 강화시킬 것이

고, 이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

간을 확대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시스템(system) 일반화 적률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이 채택되었다. 시스템 일

반화 적률법과 달리,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고

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및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등을 통한 인과관계 추정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



계에 기초하여 추정계수를 산출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분석방법

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하는 경우,

잘못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

적률법을 이용한 추정결과 도출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설명변수

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였다.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은 도구

변수의 사용을 통하여 내생성을 배제한다. 특히, 시스템 일반화 적

률법은 다른 일반화 적률법인 차분(difference) 일반화 적률법에 비

해, 추가적인 도구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분 일반화 적률법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으로 평가된다.

실증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

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개인소득세의 강화는 기능 간 소득분배를 개

선시키나, 반면에 법인소득세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오히려 하

락시킨다. 개인소득세의 강화는 경제이론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조

세에 비하여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 그 소득분배효과 역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인소득

세는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업

의 노동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오히려 기능 간 소득분배를 악

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바와 달리, 노동소득

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사

회복지정책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공적소득이전 그 자체는 소

득분배효과를 가지지 못함을 반증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자

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으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

의 설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



책 모두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의심되거나 부정되었다.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은 그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효

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설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모형이 가진 한계에서 고찰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

하는 하위 정책들을 분류하여 각각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소극적 노동시장정

책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동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노동공급 감소효

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고용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설정된 가설과 달리, 정규직 고용보호

의 강화는 노동소득득분배율을 상승시키는 반면, 임시직 고용보호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로 임시직

고용보호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규

직과 임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대표하는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하 소득분배 악화가 각국에서 중

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

험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의 집

행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의 문제만 가중시킬 가능

성이 높다. 소득분배의 개선은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지만, 무분별한 정책이 재정의 한계를 도과하여

수행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효과



성이 입증된 정책수단 모색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을 도모하되, 설

계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소득재분배정책, 노동정책, 노동소득분배율,

저소득층 근로소득, 내생성, 시스템 일반화 적

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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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소득분배는 한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규범과 현실 양자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배분(efficient allocation)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분배의 형평성(equitable distribution)이 확보되

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한 사회의 분배상태가 그 구성원에게 상

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야기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

(robust)하다고 평가하기 힘든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그동안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는 ‘성장과 분배’의 상

충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선

진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

라, 역설적으로 분배에 관한 논의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으며, 일

각에서 소득분배의 개선이 유효수요의 증대를 유발하여 저성장 기

조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토록 할 것이라는

강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소득층에 비하여

저소득층이 소득증대로 인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클 것이라

는 현실적 가정에 근거하면서, 소득분배의 개선은 사회후생의 증가

를 달성토록 한다는 점에서 희구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간의 소득분배 논의는 개인 간 소득분배(person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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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득분배

논의에 있어 기능 간 소득분배(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에 대

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1) 그 첫 번째 계기는 1980년대 이후 노동

소득분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서구의 경험 때문

이다. 즉 요소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이 기각된 것인데, <그림 1>은 OECD 국가 중 미국, 독일, 스

웨덴, 한국 등 4개국2)의 198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4개국 모두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다. 두 번째 계기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면 소득불평

등은 경제발전에 따라 완화된다는 Kuznetz의 역U자 가설과는 달리,

선진국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

실은 선진국에서의 불평등의 심화가 노동-자본 간 소득분배의 불균

형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켰다.

1) 개인 간 소득분배를 수직적 소득분배, 기능 간 소득분배를 수평적 소득분배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가 내포하는 내용 측면을 부각하여

개인 간 소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분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 Esping-Andersen(1990)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decommodication)를 척도로 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는 노동

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하여 최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상대적

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최저 수준의 공공부조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구분되는 복지국가 유형 중 탈상품화 정

도가 가장 약하며,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②

조합주의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는 국민들에게 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최저 소득을 사회보험 방식을 통하여 보장한다. 그리고 사회복

지는 직업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

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는 강하지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는 약하며, 독

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이에 속한다.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는 사회적 평등과 사회연대성을 목적으로 적극

개입하면서, 각종 복지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한 평등을 지향한다. 특히, 사회민

주주의 복지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부문은 조세, 임금, 복지급여 등인데, 급여는

보편주의에 맞추어 지급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중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강하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

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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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간 소득분배는 생산과정에서 획득된 소득이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기능 간 소득

분배 양상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근로소득으로 대표되는 노동소득이

가장 광범위한 소득의 원천이며 관념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저

소득층일수록 노동소득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 및 실증분석

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소득분배 지표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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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스웨

덴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해당됨.

자료: Annual Labour Income Share (Real ULC), OECD database.

<그림 1> OECD 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985-2012



- 5 -

한편, 노동소득분배율3)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Atkinson(2009)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논거는 첫째, 거시

수준인 국민계정소득과 [미시 수준인] 가계소득을 연결하는 것(to

make a link between incomes at the macroeconomic level

[national accounts] and incomes at the level of the household), 둘

째, 개인 간 소득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것(to help understand

inequality in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셋째, 소득원천

간 공정성과 관련하여 사회정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to

address the concern of social justice with the fairness of different

sources of income)이다. 세 번째 이유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연결하여 연구 및 정책

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계정과 미시

가구 자료는 실증적으로 더욱 근접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분배에 대한 총량적 분석은 이질적인 가구 및 근로자들의 임금과

이윤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Atkinson(2009)은 성장이론과 노동경제학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전 세

계적으로 생산요소와 소득원천 간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민계

정의 경제지표 성과와 개인들의 체감소득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소소득 분포와 개인 및 가구소득 분포를 결합하

여 다양하고 풍부한 분배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Glyn, 2009).

논의를 확장하여 2012년 영국 노동당이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는 ‘선분배’(pre-distribution)의 발상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선

분배 정책의 발상은 이미 발생한 불평등을 조세와 사회복지정책 등

3) Atkinson(2009)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요소분배율(factor shares)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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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2차 분배)을 통한 2차 분배에 앞서, 소득

분배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1차

분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대응적(responsive) 정책

위주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예방적(preventive) 성격을 전면

에 부상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분배라는 용어는

Hacker(2011)가 전통적인 재분배 정책과 구분해 사용한 신조어를

노동당이 차용한 것인데, 1차 분배는 시장에서 소득이 결정되는 과

정에서 정부가 정책수단4)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소

득의 불평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관심은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소득‘선’

분배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개인 및 가구

간 불평등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던 소득분배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 간 소득의 격차만큼이

나 노동과 자본 간의 1차적인 분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정책적 관점을 도입하도록

한다.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미시적 측면에서 기업의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유리할지 몰라도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소비 수요의 위축,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생산성 혁신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토록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저성장·고령화 추세

가 반전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4) 민간 기업에 최저임금을 강제하거나, 고액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 등이 언급

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1차 분배의 개선에 있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으

로 간주하기보다는 더욱 넓고 유연한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향후 1차 분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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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하여 소득분배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

다. 즉, 소득분배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방식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득분배 논의에 있어 노

동소득분배율을 전면에 내세운다. 즉, 전통적인 소득분배정책인 조

세 및 사회복지정책 등 소득재분배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효과와 더불어, 1차 분배 정책으로서 노동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효과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OECD 국가 패널 데이터를 구성한다. 특히, 공통적으로

저성장·고령화 상황에 직면한 OECD 국가군에서 노동소득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일국 경제의 지속성뿐 아니라 일국의 사회통합 차원

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시스템(system) 일반화 적률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활용한다. 시스템 일반

화 적률법과 달리,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5), 고

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및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등을 통한 인과관계 추정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

계에 기초하여 추정계수를 산출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분석방법

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하는 경우,

잘못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

5) 더욱이 최소제곱법은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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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률법을 이용한 추정결과 도출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설명변수

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였다.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은 도구

변수의 사용을 통하여 내생성을 배제한다. 특히, 시스템 일반화 적

률법은 다른 일반화 적률법인 차분(difference) 일반화 적률법에 비

해, 추가적인 도구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분 일반화 적률법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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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기능 간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

1. 기능 간·개인 간 소득분배의 관계에 관한 논의

기능 간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인 간 소득분

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역으로 말하면, 기능 간 소

득분배에 대한 분석은 개인 간 소득분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

어 필수불가결하다(Atkinson, 2009).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기능

간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가 반드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 간 소득분배는 각 요소소득

의 각 개인들에 대한 분배양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노동

소득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하더라

도 개인 간 소득분배는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노동소득분배율

의 증감이 개인 간 소득분배의 개선 여부와 일치하는 지는 미리 확

정할 수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

소득으로 대별하는 경우, 노동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에 속한다. 반면

에 자본소득 중 기업 이윤은 기업소득인 유보, 개인소득인 배당소득

으로 귀속되며, 개인 이윤은 자본소득으로서 개인소득으로 귀속된

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7) 역시 개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6) 이하의 내용은 이병희 외(2014)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7)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고도 하는데, 이



- 10 -

개인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인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이다. 이상의 내용은 <표 1>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자본소득(이윤)
노동소득(피용자보수)

기업 이윤 개인 이윤

기업소득 유보

개인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상속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임금 및 

급여

(사업소득)

사회부담금

<표 2>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 간 관계

즉, 개인소득 중 노동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본소득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소득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양자 모두를 그 구성요소

로 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 증감과 개인소득 증감 여부가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소득 중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지 자본소득이 증가하는지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더라도 기업이윤 중 배당소득의 비중

이 증가하면 개인소득은 증가하는데, 이 경우 배당소득의 소득집중

도가 증가하면 개인 간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일

정할 때, 배당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소득이 증가하나 소득불평등도는

는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자

영업자 소득의 처리 문제는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

는데, 이는 노동소득분배율 측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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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총소득, 즉 총부가가치 중 임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소

득분배율이 증가하면 개인소득 역시 증가한다. 그러나 임금의 증가

가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 계층보다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될 경우

개인 간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한편, 증가된 임금 비중이 근로자 집

단 내에서 균등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개인 간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으

로 볼 때, 하위 근로소득 계층의 임금이 상위 근로소득 계층의 임금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

가 개인 간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유일한 경로가 된다.

한편, Adler & Schmid(2012)는 개인소득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중

이 증가하는 경우,8)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할수록, 개인 간 소득불

평등은 증가함을 보인 바 있다.

즉,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 간 소득분배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기능 간 소득분배

와 개인 간 소득분배는 매우 긴밀한 연관을 보여준다.

<그림 2>부터 <그림 5>는 각각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의 노동

소득분배율과 근로소득(earnings) 십분위분배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십분위분배율은 지니계수(Gini-coefficient)9)와 더불어 개인 간 소득

분배의 양상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각국별로 모두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십분위분배율은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10) 이는 기능 간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의 관

8) 바꿔 말하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9) 지니계수를 통한 개인 간 소득분배의 국가 간 비교는 상이한 측정방식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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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 이론적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기능 간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의 연관이 발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등

OECD 국가군에서 저소득층 근로소득의 상대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

음을 반증한다.

10) 특히, 각국의 특성과 소득분배 양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기능 간 소득

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의 악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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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nual Labour Income Share (Real ULC) & Decile 9/Decile 1, OECD 

database.

<그림 2> 미국의 소득분배 추이: 198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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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nual Labour Income Share (Real ULC) & Decile 9/Decile 1, OECD 

database.

<그림 3> 독일의 소득분배 추이: 199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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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nual Labour Income Share (Real ULC) & Decile 9/Decile 1, OECD 

database.

<그림 4> 스웨덴의 소득분배 추이: 198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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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nual Labour Income Share (Real ULC) & Decile 9/Decile 1, OECD 

database.

<그림 5>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 198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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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간·개인 간 소득분배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 간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2000

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역시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예외가 아닌데, OECD(2008)에 따르면, 임금으로 지급

되는 부가가치(value-added)의 비중과 저소득층으로 유입되는 가처

분소득(disposable income)의 비중 간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존재하

지 않으며, 자영업자 소득의 존재를 이유로 저소득층의 소득원천을

노동소득에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OECD(2012)는 노동소득

분배율과 불평등 간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

가들에서 자본소유자들의 평균소득은 근로자들의 평균소득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시장

소득의 불평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에 앞서 고소득층의 경우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의 전환이 작

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한, OECD(2011)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능 간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를

본격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Daudey &

Garcia-Panalosa(2007)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의 상관관계

(correlation)를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

동소득분배율 감소가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상승을 초래하였음을 보

여주었다. 한편, Giovannoni(2008)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25개 국가들 중 23개 국가에서 근로소득분배율11)이 감소하면서 근

로소득불평등이 악화 또는 정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11)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의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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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vannoni(2008)는 노동소득불평등과 근로소득불평등은 1980년대

중반 혹은 1990년대를 전환점으로 하여 그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패턴 변화의 원인과 근로소득분배율 및 근로

소득불평등이 빈곤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1980년대 초반 유럽연합 형성 초

기 단계에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였는데, 1980년대 초반 이후 제도

및 경제정책의 구조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독일,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Fräßdorf et al.(2011)의 연구

와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을 분

석대상으로 한 Garcia-Peñalosa & Orgiazzi(2013)의 연구는 모두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양상의 변화에 있어 자본소득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특히,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해(factor decomposition)를

수행한 Garcia-Peñalosa & Orgiazzi(2013)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하였다. 미국의 경우 임금 비중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동소득수준을 달성하는 고소득층이 존재함으로 인해 불평등

이 증대됨에 따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지만 이는 전체 소

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노동소

득분배율의 감소가 불평등 심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자본소득의 불평등 심화와 자본소득의 비

중 증가가 소득불평등 심화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chlenker & Schmid(2013)는 유럽연합 가입국 중 17개국

2005-2011년의 EU-SILC(European Stud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에 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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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의 지니계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영향의 국가 간 편차는 작지 않았다. 영국과 그리스의 경우 노동

소득분배율의 지니계수에 대한 영향이 약하게 나타난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

다.

Rehm et al.(2014)은 가구소득에 대한 요인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독일에서 200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가 2005년 이후

그 양상이 반전되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전형적인 고용과 자본소득 분포의 변화가 이와 같은 소득불

평등 양상 변화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동시장 상

황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과는 대

조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 간 소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김연희·이희선(2009)은 한국의 1975-2006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김연희·이희선(2009)이 노동사회요인으로 분류한 고용률 및 노동소

득분배율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강종구 외(2012)는 OECD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소득불균등

확대 원인을 시스템(system) 일반화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사용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최근 기능 간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 종종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구의 부족은 최근에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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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향후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 간 소득분

배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제2절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

1. 소득재분배정책의 의의

소득재분배정책(income redistribution policy)이란 시장기능의 작

동결과인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성을 완

화 및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전통적

으로 소득분배와 관련된 정책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이해되어 왔

으며, 정책수단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정책은 재정정책의 일환

으로 시행되는 조세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악화를 대가

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소득재분배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로 간

주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인 소득분배 악화가 목격되고 있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한 당면과제인 저성장 기조 하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있어, 과거의 성장과 분배의 상충성을 전제로

한 양자택일적 논의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구조의 재편 논의가 활

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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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

1)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재정정책은 시장 기구를 보완하여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일국 경제의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을 위해 기

능한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소득재분배 기능에 한정하여 본다면, 세

입 측면의 조세정책과 지출 측면의 사회복지지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세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정책은 재정정책의 일환으

로서 세금 부과 및 징수 정책을 의미한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

과의 크기는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누진성(progressivity)의 정도와

직결되는데, 조세부담의 누진성의 정도는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와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 감세의 크기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조세는 소득세로 대표되는 직접세12)(direct tax)와 소비세로

대표되는 간접세(indirect tax)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소비를 기준으로 부담되는 간접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거나, 소득재분배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간접세는 부과 당시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

려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누진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

12) 재산(wealth)에 대한 과세 역시 누진적인 조세구조를 가지고 취하고 있어 소득

재분배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과세대상자의 범위 및 조세

수입비중을 고려할 때, 그 파급효과는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기에, 소득세를 중심으로 직접세를 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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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시에 소위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치

재(luxury goods)에 대한 고 세율 적용 역시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효

과가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13) 이에 반해, 누진적인

조세설계가 가능한 직접세는 강한 소득재분배효과가 존재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조세제도의 누진성의 정

도를 조세수입 중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중으로 파악하거나

직접세 세율구조14)를 통해 파악해 왔다.

하지만 직접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보다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세로 대표되는 직접세 역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로 구별하여 생각해야 한다.15) 흔

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모두를 포괄하는 직접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누진적으로 설

계된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인소득세의 경우 궁극적인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패턴이 명확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소득세의 누진성 강화는 의도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법인소득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 누진적인 법인소득세 설계와 별도로 법

인소득세는 오히려 개인 간 소득분배뿐 아니라 기능 간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상술하면, 법인소득세의 강화는, 특히 기업

13) 사치재는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사치

재의 정의로부터 사치재의 주 소비대상이 고소득층임을 도출할 수 있는 필연성

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 재화가 사치재인지 여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

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소위 사치재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

달성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14) 누진세의 세율구조는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평균세율(average tax

rate)보다 높은 구조를 취한다.

15) 한국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실정법상으로 각각 소득세, 법인세로 불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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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 의사결정에 있어,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소득세 강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직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취약한 근로조건에 직면하

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통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법인소

득세의 강화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의 감소를 유발하여 개인 간 소

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분배 모두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개인소득세

강화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 역시 검토 필요성이 존재한다. 개인소득

세 강화는 노동공급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동공

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실업률의 상승 및 고

용률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률 하락에

따른 소득발생 가능성의 하락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를 완화 혹은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가 존재한다. 근로장려세제는 명시적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종

합하자면, 개인소득세의 강화가 누진적 설계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

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 효과로 인해 소득분배를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개인소득세 조세구조의 설계를 통해 이를 극복 가능하

며 개인소득세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총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명시적인 소득이전을 의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조세정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욱 직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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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논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정책을 기여원칙에 근거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과 비기여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구분

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보험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의

료보험, 실업보험 등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소득과 무관하게 노령, 질병, 실업 등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

하는 데 있다. 소득과 무관한 사회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

려할 때,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험의 존재와 노동공급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험의 완화는

안정적인 노동공급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

만 언급한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본질적으로 소득과 무관한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실업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실업보험에 대

해서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

다.

소득분배 측면에서 볼 때,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사회보험과 달

리 공공부조는 직접적으로 특정한 취약계층을 그 정책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정 취약계층이 결국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보면, 공공부조는 직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를 내재하고 있

다. 하지만 공공부조는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노동공급 의사

를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분배를 개

선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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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부조정책은 지나칠 경

우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

는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 간

소득분배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가 동시에 목격되고 있으며, 저소

득층의 근로소득 증대가 개인 간 소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분배를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정책의 개인 간

소득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는 소득재분배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재분

배정책의 노동공급 효과와 법인소득세의 노동수요 효과에 관한 선

행 연구는 노동소득이 고용을 전제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소득재분배정책의 개인 간 소득분배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소득재분배정책이 개인 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는 적지 않다. 그리고 개인 간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

하는데 있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지니계수를 사용해 왔다. 소득

분배와 관련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조세의 누진성을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회귀분석(regression)을 통한 소

득재분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여 왔

다. 한편, 개인소득세와 사회복지지출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누진성뿐만 아니라 평균세율 및 평균보조율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한다는 Kakwani(1977)의 연구는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성을 측

정하는 데 있어, 국가 간 비교의 용이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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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wani(1977)는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4개 선진국을 분석대

상으로 하여 조세의 누진성 정도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킴을 보였다.

Becker & Tomes(1979)는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언

급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누진적인 조세 및 보조금은 장기균형에서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소

득재분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소득재분배정

책 및 소득재분배효과의 측정과 분석대상을 달리하면서, 대체로 소

득재분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긍정하고 있다.

Eichhorn et al.(1984)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상대소득격차(relative

income differentials)로 측정하면서 누진적인 소득과세는 소득불평등

을 완화시킨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Fritzell(1993)은 미국, 영국, 스웨덴의 불평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

는 반면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각국의

인구학적 특성은 1980년대 지니계수의 악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

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퇴보가 아닌 시장자체의 본원적 불평등의 증대에 있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Sarte(1997)는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도입하여 조세구조의 누진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세구조의 누진성은 Suits(1977)의 방법을 통해 측정하

였고, 소득불평등도는 Atkinson(1970)의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였

다. 분석 결과 조세구조의 누진성 강화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arte(1997)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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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 et al.(2000)은 개발도상국16)(developing countries)의 1970년

대부터 1990년대 자료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조세정책은 간접세 대비 직접

세 비율과 GDP 대비 직접세 비율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국

가들(industrial countries)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세 및 공적이

전 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Chu et al.(2000)은 개별 국가의 특수한 환

경(individual countries’ specific circumstances)을 명시적으로 고려

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Piketty & Saez(2001)은 1913-1998년 미국의 개인소득세 환급자

료(individual tax return data)를 활용하여 누진적 과세가 최상위 임

금분배율(top wage share)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공황(Great Depression) 및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Ⅱ)과 같

은 거대 충격은 영구적인 효과(permanent effect)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파른 누진적 과세는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부를 온전

히 회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Mercade-Prats & Levy(2004)는 유럽을 10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조세와 공적이전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탐색

하였는데, 지역 내 시장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소득재분배효과가 증

대되었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재분배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와 공적이전제도의 소득불평

등 완화효과의 크기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특성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소득분

16) Chu et al.(2000)은 분석대상인 개발도상국가가 전환국가(transition countries)

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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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Mercade-Prats &

Levy(2004)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소득불평등이 조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역시 존

재하는데, Atkinson & Stiglitz(1976)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에 대한 고려가 직접세와 간접세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Adam et al.(2015) 역시 Atkinson &

Stiglitz(1976)와 동일하게 소득불평등이 조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Adam et al.(2015)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

하는 75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자본세율, 노동세율, 자본세

율 대비 노동세율 비율을 종속변수의 측정지표로 하고, 세전 지니계

수(pre-tax-and-transfers Gini coefficient)를 독립변수의 측정지표

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 악화는 자본세율 인상을 유발

하며, 노동세율 인하 및 자본세율 대비 노동세율 비율 감소를 초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쓰인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의 경우 자본세율 및 노동세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dam et al.(2015)은

Atkinson & Stiglitz(1976)의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조세정책

과 소득불평등 간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선행연

구로 활용될 수 있다.

소득재분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에 관한 국내연구 역시 다수 존

재한다. 김진욱(2004)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

사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을 측정함

으로써 소득재분배정책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한국의 소득이전제도는 소득불평등의 전반적 수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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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규모를 감소시켰지만, 그 감소효과의 대부분은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소득 중에서는 사적이

전이 공적이전의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전지

출의 경우 미미한 소득불평등감소효과를 보이는 반면, 빈곤규모감소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명재 박기백(2008)은 통계청의 2006년도 가계소비실태조사 원시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단계별 소득분포 및 각종 조세 재정의 분포

구조를 살펴본 후, 조세 및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소득재분배정책 중

가장 압도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재정지출을 통한 현물

급여의 효과가 더욱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진·김상헌(2008)은 OECD 회원국 중 26개국의 1980-1999년

자료를 활용하여 GDP 대비 복지지출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복지지출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여유진(2009)은 한국의 공적이전과 세금의 빈곤 및 소

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김연희·이희선(2009)은 한국의 1975-2006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제도는 소득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복지정책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국내연구

로 서한석(2015)은 OECD 국가 중 19개국을 대상으로 1980-2008년

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세전 상위 1% 소득점유율로 측정한 소득불평

등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조세비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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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은 영미계 및 북유럽 국가군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재분배정책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소득재분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소

득재분배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과거부터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소득재분배정책의 고용효과에 관한 과

거의 많은 연구들은 소득재분배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존재

하지 않거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근로장려세제17)(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에 대한 실증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anziger et al.(1981)은 미국의 소득이전정책(income transfer

program)을 노령자유족보험(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18) 그리고 아동부양

가족보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로 구분

하고 각 소득이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바 있다. Danziger et al.(1981)이 정리한 연구의 대부분은 소

득이전정책의 고용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의 고용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7) 한국 정부는 과거 근로장려세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근로장려금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18) 실업보험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보

험의 효과에 관하여 노동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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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fitt(1992)는 역시 기존의 미국의 아동부양가족보조의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데, 아동부양

가족보조의 노동공급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부양가족

보조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부양가족보조는 1996년 폐지되었다.

이후 그동안 소득재분배정책의 한계로 지적된 소득재분배정책의

고용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1975년 미국에

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

구들이 다수 수행되기 시작하였는데, Dickert et al.(1995)은 근로장

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는 수급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모 가정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issa & Hoynes(1998)는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에 수

록된 1984-1996년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를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는 기혼 남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반

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llwood(2000) 역시 CPS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근로장려세제 확

대 이전인 1986년과 확대 이후인 1999년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고

용효과를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편부모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Grogger(2003)도 1978-1999년 CPS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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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복지수급, 고용,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

법으로는 회귀분석을 채택하였는데,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는 고

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정책의 고용효과에 관한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상

은(2004)은 한국노동패널 1차부터 5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기간을 1998-2002년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취업과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

이(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을식(2008)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

는데, 한국노동패널 6차부터 8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

법으로는 이중차이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도입하였다. 분석결과는 이상은(2004)의

연구와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박상현·김태일(2011)은 2008년의 3차와 2009년의 4차 한국복지패

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일수에 미치는 효과를 이

중차이 방법과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 수급자의 근로일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의룡(2014)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박상현·

김태일(2011)과 마찬가지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사

용한 자료는 2008년의 3차와 2011년의 6차 자료였다. 성향점수 매칭

이 결합된 이중차이 방법이 활용한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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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률 역시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4) 법인소득세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법인소득세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대부분은 법인소득세

의 강화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고용

을 악화시킨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소득세

의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

가 존재하고 있으나, 법인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로 구성된 법인에 부과된다는 사실과 법인소득의 개인에 대

한 귀착을 고려할 때, 법인소득세는 특정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그 귀착효과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일찍이 Harberger(1962)는 법인소득세의 고용효과를 일반균형

(general equilibrium)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바 있다.

Harberger(1962)에 따르면, 법인소득세 인하는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간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기업

의 생산비용 감소를 원인으로 최종생산물 공급량이 증가하는 산출

효과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결국 법인소득세의 고용효

과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대체효과와 산출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Harden & Hoyt(2003)는 1980-1994년 미국 48개 주(state) 자료를

사용하여 법인소득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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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소득세의 강화는

고용증가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수입의 10%를 법

인소득세에서 개인소득세 및 소비세로 대체할 경우, 고용은 1.7% 정

도 증가하였다.

Ljungqvist & Smolyansky(2014)는 1970-2010년 미국의 주(state)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소득세가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법인소득세의 강화가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관한 국내연구로 이철인(2006)은 1990-1997

년을 분석기간으로 하면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자료의 활용을 통해 법인소득세가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1%p가 증가할 경우, 0.6%p의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하였

다. 특히, 저소득국가의 경우, 고소득국가에 비하여 법인소득세 강화

의 고용감소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조경엽·오태연(2012)은 한국신용평가(주)의 1980-2011년 OSIRIS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소득세의 고용효과를 일반화 적률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소득세 인하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효용(2012)은 역시 OSIRIS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소득세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기간은 1987-2011년이다. 일반화 적률법

을 통한 추정 결과 조경엽·오태연(2012)의 결론과 다르게 평균유효

세율로 측정된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훈(2015)은 2004-2014년의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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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소득세의 고용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소득세의 강화는 고용창출에 부(-)의 영

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유효법인소득세율은 종업원수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3절 노동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

1. 노동정책의 의의

노동정책(labor policy)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고용의 안정성 및 적절성을 증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의미한다. 노동정책의 범위와 범주

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수단 측면에서 보

면 노동정책은 재정지출을 통한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규제

를 통한 고용보호로 대별할 수 있다. de Beer & Schils(2010)에 따

르면, 복지국가의 노동정책 및 제도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1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호법제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 정책 및 제도들은 노동시장의 삼각구조(the labor

market triangle)의 구성요소가 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성장 동력의 둔화와 고용률 및 분배구조

의 악화가 동시에 목도됨에 따라,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고 있다. 즉, 복지와 노동의 관점을 결합한 제도와 정책

19)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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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열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

1)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노동시장정책은 OECD(2001)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abor Market Policy: PLMP)로 구분된다.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이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으며, 소

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나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자 대책

등과 같이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정책의 분류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2015)는 노동시장정책을 다음의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20). ①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administration), ② 훈련(training), ③ 고용유인(employment

incentives), ④ 보호 및 지원된 고용과 재활(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⑤ 직접 일자리 창출

(direct job creation), ⑥ 창업유인(start-up incentives), ⑦ 실직자

소득유지 및 보조(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⑧ 조기 퇴직(early retirement)이 OECD(2015)에 따른 노동시장정책

20) 기존에 OECD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독립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세

부항목으로 간주한 바 있으나, 최근의 OECD(2015)는 일자리 나누기를 고용유인

의 하위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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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분이다. 이러한 각각의 노동시장정책 세부항목 중 ①부터 ⑥까

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며, ⑦과 ⑧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포섭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 분류에 바탕을 두고 OECD(2001)는 소득지

원(income support)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노동시장정책인 소

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실업자의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OECD(2001)에 따르면, 실업자의 취업가능성

(employability) 및 노동시장의 인력수급(job matching) 기능의 효율

성을 증대시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OECD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근로 지향적(work-oriented)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설계 및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OECD, 2006).

즉,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결국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할 때,

저소득층의 노동공급 감소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의 감소를 유발하

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공급, 특히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강화하고, 실업자 및 피고용자에 대한 노

동수요를 유지 및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에 따른 노동소

득분배율 및 개인 간 소득분배에 대한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용 및 임금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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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시장의 파생시장인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구현될 지는 미

지수이다. 특히, 최근 선진국 경제는 전반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

어, 노동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가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

고용효과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중 노동시장정책이 노동

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따라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한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모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

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를 노동시

장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실증연구들은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률 하락 혹은 고용률 상승효과를 긍정하

는 연구가 최근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중 대다수는 OECD 국가

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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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상승에 미치

는 영향을 긍정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ckman et

al.(1990)은 노동시장 모형21)을 도입하여 OECD 14개국 1970년-1988

년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회귀분석(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은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mfors(1993)의 연구는 Jackman et al.(1990)과 반대되는 연구결

과를 도출하였는데, 유럽 국가들22) 및 뉴질랜드의 비교 분석을 수행

한 Calmfors(1993)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 증가효과

는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물가상승 및 실질

임금 상승을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켰다.

그리고 Calmfors & Skedinger(1995)는 스웨덴 24개 지역의

1966-1990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

하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Calmfors & Skedinger(1995)는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을 고용창출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으로 구분하면서, 직업훈련 정

책은 실업률을 하락시키나, 고용창출 정책은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고용창출 정책이 실업률을 오히려 상

승시키는 이유는 대체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

는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들은 대부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효과

를 긍정하고 있다. 주지할 부분은 Calmfors & Skedinger(1995)의

21) 노동시장 균형을 실업률과 공석율 평면에서 베버리지(Beveridge) 곡선과 공석

공급(vacancy supply) 곡선을 도입하여 도출하였다.

22)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서독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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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

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검증하

고 있다는 데 있다. Nickell(1997)은 OECD 20개국의 1983-1988년과

1989-1994년을 분석대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바 있는데, Nickell(1997)의 연구에

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실업률을 하락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stevão(2007) 역시 Jackson et al.(1990) 및 Nickell(1997)과 마찬

가지로 OECD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Estevão(2007)는 OECD 15개국 1993-2000년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률에 대한 효과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

반뿐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직업훈련, 고용유인 정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 직업훈련, 고용유인 정책 모두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훈련 정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

여주지는 못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을 긍정하고 있다. 강철희 외(2001)는

OECD 8개국의 1986-1992년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강철희 외

(2001) 역시 최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 정책인 직업훈련, 구직서비스, 고용보

조 정책으로 구분하였는데, 분석 결과, 직업훈련 정책은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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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직서비스 정책과 고용보조 정책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지니

면서 각각 실업률을 하락,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철희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액 증가는 실업

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과 실업

급여액의 상호작용항은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급여 지급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되어 시행될 경우, 실

업률을 하락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 간 상호보완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채구묵(2011)의 연구 역시 OECD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는 OECD 18개국의 2000-2007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전반은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경우 직업훈련, 구직서비

스, 고용보조 모두 역시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3)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대

부분은 실업자에 대한 급여 제공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는

실업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연구는 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Meyer(1990)는 1978-1983년

CWBH(Continuous Wage and Benefit History) 자료를 활용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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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드 모형(hazard model)에 근거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실업급여의 수준이 낮을수록 재취업 확률이 상승함을 보였다.

그리고 배우자의 존재, 부양가족의 수, 고학력, 고임금 역시 재취업

확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atz & Meyer(1990)는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에 대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수행하여 실

업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급여지급기간의 확대 역시 실업기간 확대

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함을 보였다.

Card & Levine(2000)은 Meyer(199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여 1996년 미국 뉴저지(New Jersey)주의 고용보험급

부기간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급여 증가가 재취업 확률을 감소시켰

음을 보였다.

Carling et al.(2001)의 연구는 1996년 스웨덴 고용보험급여의 소득

대체율 삭감이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55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

로 하면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고용보험급여의 소득대체율 삭감이 재취업 확률을 증

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usitalo & Verho(2010)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평균실업급여를 5

개월까지 15% 인상한 2003년 핀란드의 정책에 대한 효과를 2003년

부터 2005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활용된 분석방법은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이중차이를 결

합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실업급여 인상은 재취업 확률을 17% 감

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 유길상 외(2003)는 고용보험의 실업에 대한 효과를

한국의 고용보험 database 자료에 수록된 2000년 4-6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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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과 해저드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

과, 비수급자에 비하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길고, 재취업 확률이

낮았다.

황덕순 외(2004)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직자 조사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의 노동시장 참여와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경합적 위험 모형(Competing Risks Model: CRM)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급여 잔여수급기간이 확대될수

록 재취업 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엄현택·이창원(2010)은 한국의 고용보험 database를 활용하

여 실업급여 수준이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수급자를 대상으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수준 양자 모두에서 재취업을 저해하는 일관된 흐름이 도출되

지 않았다.

정의룡(2015)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4-6차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 매칭과 이중차이 방법을 결합하여 고용

보험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고용보험 비수급자에 비하

여 수급자의 취업률, 일(日)당 근로소득, 근로일수는 각각 17.5%p,

47,210원, 35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용보호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

1) 고용보호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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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는 고용보

호와 관련한 법률 및 규칙, 고용에 관한 교섭조건 및 관행을 포괄한

다. 즉, 고용보호법제는 근로자를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

도로서, Sapir(2006)에 따르면 실업급여와 함께 실업으로 인한 위험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고용

보호법제는 실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로서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실업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사후적으로 금전 부족

에 따른 위험을 회피토록 하는 제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호법제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 노동소득의 확보를 매개로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 강화, 즉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용

안정성의 강화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노동소

득분배율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용보호법제가

일방향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데, 고용보호법제

는 실업으로 유입과 실업으로부터의 유출 양자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용보호법제가 실업 및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는 일

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술하면, 고용보호법제

의 엄격성 강화는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 해고비용과 신규채용 비

용 모두를 상승시키는데, 해고비용의 상승은 실업으로의 유입을 방

지하지만, 신규채용 비용의 상승은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을 억제한

다. 즉, 고용보호법제의 강화는 실업 및 고용에 대하여 양면적 효과

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고용보호법제의 양면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할 부분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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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제의 강화는 내부자-외부자(insider-outsider) 관계에서 상이

한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호법제는 일반적으로 고용 상

태에 있는 내부자(insider)에게 유리하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외부자

(outsider)에게는 불리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보호법제의

작동방식은 고용상태에 있는 정규직-임시직 간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임시직 간 관계를 고려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

야 할 사안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과 임시직에 대

한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의 강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정규직, 임시직의 정의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 엄격성 각각의 절대적

강도뿐 아니라,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법제 엄격성 강도의 상

대적 격차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과 개

인 간 소득분배의 동시적 개선이 저소득층의 노동소득 증대를 전제

한다고 할 때, 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임시직이 고

용보호법제의 내용 구성에 따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다. OECD가 수행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Koske et al.(2012)

역시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의 격차를 근로소득불평등의 원

인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고용보호법제가 전반적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명

확하지만,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의 상대적 격차는 소득분배를 악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호법제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노동시장정책의 효

과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인

과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고용보호법제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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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실증연구 또한 고용보호법제가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고용보호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고용보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이론

적 논의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보호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의 최근 경향은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효과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 지표가 등장하여 충분히 축적되기 이전

의 고용보호와 관련한 대부분 연구들은 해고비용 등 고용조정비용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고용보호의 고용효과를 분석해 왔다.

Bertola(1990)과 Bentolia & Bertola(1990)는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의 설계를 통해 해고비용(firing costs)을 반영하

는 고용조정비용(adjustment costs)으로 측정한 고용보호(job

security)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Bertola(1990)과 Bentolia & Bertola(1990)의 연구는 고용보호의 강

화는 중장기(medium and long run)에 있어서 기업의 노동수요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보호의 고용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에 Lazear(1990)는 22개국 1956-198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여 해고수당(severance pay)으로 측정한 고용보호의 정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해고수당은

고용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실업률에 정(+)의 영향을 주어 고

용보호의 강화는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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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nhayn & Rogerson(1993)은 Bentola(1990) 및 Bentolia &

Bentola(1990)가 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한 것과 달리, 일반균형모형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도입하였다. Hopenhayn &

Rogerson(1993)은 기업 수준의 분석 자료를 사용하면서 고용보호

엄격성의 강화는 산업 간 노동이동(job turnover)을 저해하여, 신기

술 습득을 방해하고 결국 총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 노동조정비용이 근로자의 연봉 수준으로 설정된 경

우, 모의실험 결과 총고용은 약 2.5% 감소하고, 경제 전체의 후생은

약 2% 감소한다.

한편, Alvarez & Veracierto(2000)는 Lucas & Prescott(1974)의

섬 모형(island model)을 적용하여 해고비용(firing taxes)로 측정된

고용조정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1년 연봉 수준

의 해고비용의 존재는 경제 전체의 실업률을 하락시키나, 경제 전체

의 고용률 역시 하락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즉, 경제전체의 고용률

상승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경우, 고용보호의 강화는 바람직한 정책

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한편, Belot et al.(2002)은 적절한 수준의 고용보호는 근로자들이

기업-특수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에 투자하도록 유

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노동수요를 증가를 유발하여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Blanchard & Landier(2002)와 Kugler et al.(2003)은 앞서의 연구

들과 달리,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를 구분하여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Blanchard & Landier(2002)는 기한부 고용 계약(fixed-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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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s)의 확대가 반영하는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의

약화가 실업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고용보호와 실업률 간 정(+)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Blanchard & Landier(2002)는 만약 고용보호의 약화가 만약 실업률

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근로자의 후생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ugler et al.(2003)은 스페인의 노동력 서베이(Spanish Labor

Force Survey) 1983-2000년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호의 고용효과

를 분석하였다. Kugler et al.(2003)의 연구는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수준의 격차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실증연구이다. 1997년

스페인 정부는 급여세(payroll taxes)와 해고비용(dismissal costs)

삭감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 감소는 청년층이나 여성의

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는 주로 고용보호의 강도를 OECD의 고용보호법제 자료

활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OECD의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 자료를

사용한 대표적인 국내연구인 김용성(2008)은 OECD 국가를 분석대

상으로 고용보호의 고용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보호의 강화는 고용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양규(2009)는 Mortensen & Pissarides(1994)의 모형을 활용하여

정규직, 임시직 그리고 양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의 고용효과를 분

석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는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확대하고 양자 간의 노동력 대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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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미미한 고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규직

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

축소는 정(+)의 고용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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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분석틀과 연구 가설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이 요소소득이

자 원천소득인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존재하는가’로 설정

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

구는 그간의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들이 간과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전면에 내세워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

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에 있어

기능 간 소득분배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여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을 독립변

수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요인, 인구학적 요

인, 노동시장 요인, 생산물시장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

림 6>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

수 간 관계를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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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정책 요인]
● 조세정책 요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사회복지정책 요인

 ○ 사회복지지출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정책 요인]

● 노동시장정책 요인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보호 요인

 ○ 정규직 고용보호

 ○ 임시직 고용보호

[통제 요인]
● 거시경제 요인

 ○ 1인당 GDP

 ○ 경제성장률

 ○ 고용률

 ○ 물가상승률

● 인구학적 요인

 ○ 노령화 정도

● 노동시장 요인

 ○ 임시직 비율

 ○ 자영업자 비율

 ○ 노조조직률

● 생산물시장 요인

 ○ 시장집중도

<그림 6>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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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1) 소득재분배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효과

이상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소

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가설을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 순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소득재분배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가

설의 서술에 앞서, 개인 간 소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분배의 상관관

계를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정책의 개인 간 소득분배에 대한 효과를

기능 간 소득분배에 대한 효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소득재분배정책으로 분류되는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소득분

배효과에 대하여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기는 하나, 소득재분배정

책의 개인 간 소득분배효과를 긍정하는 실증연구(Kakwani, 1977;

Eichhorn et al., 1984; Sarte, 1997; Piketty & Saez, 2001; 김진욱,

2004; 성명재·박기백, 2008; 이동진·김상헌, 2008; 여유진, 2009; 김연

희·이희선, 2009; 서한석, 2015)가 다수를 차지한다. 소득재분배정책

의 소득분배효과를 긍정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대가 개인

간 소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분배 양자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소득재분배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 상승효과를 긍정할 개연성

이 강할 것이다. 반면,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하여 단기적인 소득재분

배효과를 긍정하나, 장기적으로 의도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 연구(Becker & Tomes, 1979)가 존재하며, 개발

도상국의 경우,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연구



- 53 -

(Chu et al., 2000)도 있다.

하지만 노동소득의 발생이 고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

우, 소득재분배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 제고효과는 복잡한 양상을 보

인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구성하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

책 각각의 고용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개인소득세의 고용효과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노동공급 증대가 유발하는 노

동소득분배율 상승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실증연구들

(Dickert et al., 1995; Eissa & Hoynes, 1998; Ellwood, 2000;

Grogger, 2003; 박상현·김태일, 2011; 정의룡, 2014)은 근로장려세제

의 노동공급 효과를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

로 한 개인소득세의 강화는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노동공급 효과

를 동시에 고려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법인소득세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강화가 고용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Harden & Hoyt,

2003; Ljungqvist & Smolyansky, 2014; 이철인, 2006; 조경엽·오태

연, 2012; 김동훈, 2015)가 대부분이었다. 법인소득세는 노동수요 감

소를 유발하여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23). 특히, 조경엽·오

태연(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소득세 강화의 효과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전가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인

23)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인소득세의 고용효과에 관한 고전적 논의인

Harberger(1976)를 도입하여 생각해 볼 때, 현실에서 법인소득세 변화에 따른

산출효과가 노동-자본 간 대체효과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 54 -

소득세의 강화는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성효

용(2012)은 법인소득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가설 1-1-1: 개인소득세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킨다.

가설 1-1-2: 법인소득세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사회복지정책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

인 간 소득분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정책

의 강화에 따른 근로의욕의 저하는 노동공급 감소를 유발하여 노동

소득분배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실증연구들이 사

회복지정책의 노동공급 감소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Danziger et al.,

1981; Moffitt, 1992). 한편, 사회복지정책이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이상은, 2004; 김을식, 2008)도 존재하는

데 반해 사회복지정책의 긍정적 노동공급효과를 도출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종합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는 개인 간 소득분

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적 고용효과 혹은 고

용효과의 부존재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시킬 개연성을 상실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노동소

득분배율에 미치는 총 효과는 불명확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1-2: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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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효과

노동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가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와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포괄하는 고

용보호정책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먼저 노동시장정책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률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의 효과를 긍정(Jackman et al., 1990; Nickell, 1997;

Estevão, 2007; 강철희 외, 2001; 채구묵, 2011)하고 있으며, 그 효과

에 대한 부정 또는 유보의 태도를 보이는 연구(Calmfors, 1993;

Calmfors & Skedinger, 1995) 역시 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24) 또한 임금 조정의 완전한 신축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면, 고용 증가는 노동소득을 증대시킬 것이고,25)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유발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고용개선의 여지를 반감시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많은 연구들 역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입증

24) 전반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부정한 연구의 경우에도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일부 정책의 효과성을 긍정하고 있다.

25)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노동공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노동수요가 충분하다는 가정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를 고려할 때, 충분한 노동수요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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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Meyer, 1990;. Katz & Meyer, 1990; Card & Levine, 2000;

Carling et al.,2001; Uusitalo & Verho, 2010; 유길상 외, 2003; 황덕

순 외, 2004; 엄현택·이창원, 2010; 정의룡, 2015). 그리고

OECD(2001; 2006) 역시 기존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양하고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할 것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유지하더

라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있어 근로유인 성격을 강화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즉,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근로자의 노동공급 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쳐, 노동소득의 발생 가능성을 저해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킬 것이다.

가설 2-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상

승시킨다.

가설 2-1-2: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

락시킨다.

한편, 이론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의 강화는

신규 고용 비용과 해고비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용효과

를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렵지만,26) 많은 실증연구가 고용보호의

존재 혹은 그 강화가 총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Lazear, 1990; Hopenhayn & Rogerson, 1993; Alvarez

& Veracierto, 2000; 김용성, 2008).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받

아들이면서 비탄력적인 임금조정을 가정할 경우, 고용보호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27)

26) Bertola(1990)과 Bentolia & Bertola(1990)는 고용보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7) 노동과 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큰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반면에 노동-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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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고용 전반에 대한 고용보호를 고려하여 소득분배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

조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규직과 임시직

을 분리하여 각각의 고용보호의 강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그 격차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28)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는 고용개선

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실증연구(Blanchard & Landier, 2002; 변양규,

2009)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는 고용개선효과를 발생시킨다

는 실증연구(Kugler et al., 2003; 변양규, 2009)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자는 고용보호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며, 후자는 고용보호 격차

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9) 이에 정규직 근로자에 대

한 고용보호 수준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킬 것이며, 임

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증

가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 2-2-1: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의 강화는 노동

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

가설 2-2-2: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의 강화는 노동

간 대체효과가 작다면, 고용보호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그에 비례하여 작게 나타

날 것이다.

28)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을 의도하는 경우, 고용보호

수준의 절대적 강도를 고려하는 것보다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에

더욱 방점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반영하는 지표 발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29) 고용보호 격차를 논하는 데 있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가 임시직에 대

한 고용보호 완화를 의미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극단적인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의 상대적 크기가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의 상대적 크기보다 작다면,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가 단행되

더라도 고용보호 격차는 오히려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고용보호 강도에 대한 강한 가정을 유지한 채 가

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 설정의 어려움과 한계를 후술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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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킨다.

제2절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간적 범위와

OECD 34개국 중 30개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그리고 설정한 시

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을 구성하였다. 패널 구성에 있어 분석모형과 자료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의 경우,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OECD 국가임에

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방법

Sarte(199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세구조 변화의 시도 등 조세정

책을 포함한 정부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소득분

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

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태적 관점에서 그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동태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인

각국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30)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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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변수들 간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각국의 관측되지 않는 개별속성을 통제하지 않고 내생성을 고려

하지 않는 경우, 잘못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구성

하였는데, 다양한 설명변수를 고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변수 도입의 필요성이 존

재한다. Mercade-Prats & Levy(2004)는 조세 및 공적이전의 소득불

평등 개선효과는 국가의 특성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각국의 관측되지 않는 개별특성은 오차항의 고정된

개체특성을 통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할 문제는 내생성의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설명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상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지만, 이

러한 방식은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경

우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추정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소득재분배정

책 및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내생성을 통

제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한다.

소득불평등이 조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Atkinson &

Stiglitz(1976)의 연구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에 대한 고

려가 직접세와 간접세 구성과 관련한 조세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Adam et al.(2015)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소

득불평등이 조세구조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도출하

30) 이는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s bias) 문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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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

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국의 관

측되지 않는 이질성과 내생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은 각국의 개별

특성과 내생성을 고려하지 못하며,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및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은 각국의 개별특성

을 고려하나,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한다. 즉,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추정계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생

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내생성이 존재하는 경우 설명변수와 오

차항 간 상관관계는 0이 아니게 된다.

반면에 일반화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에

서는 오차항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 IV) 간 연관성이

없는 조건에서 추정계수를 산출한다. 다시 말해 도구변수에 종속변

수의 과거 값(lagged value)을 포함하면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

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깝게 되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독립변수에 미칠 수 있

는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 즉, 일반화

적률법을 이용한 추정결과 도출을 통해 오차항이 설명변수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배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인 시스템(system) 일반화

적률법은 차분(difference) 일반화 적률법에 비해, 추가적인 도구변수

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분 일반화 적률법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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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된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위해 설정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는 상수항, 는 기 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는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는 GDP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 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는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지출 비중, 는 GDP 대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 비

중, 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엄격성, 는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엄격성, 는 통제변수의 벡터 값, 와 는 오

차항31))

제3절 변수의 선정 및 측정

1. 종속변수: 노동소득분배율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총 국민소득 대비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정

하는 데 있어 선행하여 검토해야 할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쟁점은 노동소득분배율의 분모인 어떠한 국민소득이 반

31) 다만,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각국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이며,

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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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노동소득분배율 산정에 있어 주로 사용

되는 국민소득지표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요소비용국민소득

(National Income: NI)이다. 이 세 가지 국민소득 중 OECD는 국내

총부가가치를 노동소득분배율 산정에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총부가

가치란, 국내총생산에서 순생산물세(net taxes on products)를 제외

하여 계산한다. 분모에 국내총부가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고정자본소

모가 자본축적 재원임을 근거로 자본에 대한 요소소득으로 간주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Bengtsson & Ryner(2015)에 따르면, 노

동의 재생산비용으로 분자인 노동소득에 연금 및 사회보험료가 반

영되므로, 자본의 대체비용인 고정자본소모 역시 분모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쟁점은 분자에 반영되는 노동소득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 외에

개인의 영업잉여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혼합소득(mixed income)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Gollin(2002)은 노동

소득분배율 산정에 있어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

우,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 측정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특

히, 이러한 경향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더욱 강화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Gollin(2002)은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조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영업잉여

를 모두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LS1), 자영업 부문의 소득 대

비 노동소득 혹은 자본소득의 구성비가 전체 경제 부문과 동일하다

고 가정하는 방법(LS2),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방법(LS3)이 바로 그 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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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이다.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 산정과 관련한 노동소득의 범위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조정방식 모두 각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의 분해에 있어 명확한 기준 설정의 어려움으로부

터 기인하는 것으로, LS1은 과대측정의 문제, LS2는 과소측정의 문

제, LS3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평균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조정방식이 다른 조정방식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평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는 LS3 방식에 근거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OECD는 스스로 LS3의 노동소득분배율 산정방식이 각국의 경제활

동 상황에 따라 실제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과소 혹은 과대하게 측정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측정방식의 한계를 인정

하는 동시에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자

료를 채택하였다.

2. 독립변수

1) 소득재분배정책 ①: 조세수입 수준

소득재분배정책 중 하나인 조세정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

표로 OECD database에 수록된 GDP 대비 개인소득세 그리고 법인

소득세 비중을 각각 채택하였다.

Kakwani(1977)는 소득재분배정책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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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뿐만 아니라 평균세율 및 평균보조율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평균세율의 경우, 누진성을 정의 및 측

정하는 경우보다 용이성이 존재하나, Sarte(1997)에 따르면, 재정정

책은 총량 수준에서 그 효과성이 더욱 잘 입증될 수 있음을 보였다.

더욱이 각종 비과세 및 조세감면 그리고 조세회피의 존재로 조세구

조의 복잡성이 높은 실정에서 누진성 및 평균세율의 측정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총량 지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측정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서도 더욱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GDP 대비 비중 자료를 활용하

였는데 이는 국가 간 비교의 용이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측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및 논거는 사회복

지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소득재분배정책 ②: 사회복지지출 수준

소득재분배정책 중 사회복지정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에 수록된 GDP 대비 사

회복지지출 비중 자료를 사용하였다. 1980년부터 집계되고 있는

SOCX 자료는 국가 간, 특히 OECD 국가 간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비교 평가 가능성을 담보한다. 또한 SOCX는 사회복지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총 사회복지지출의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 GDP 대비 총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분석을 위한 자료로 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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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OECD의 SOCX에서 노동시장정책 지

출이 사회복지지출의 세부항목을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와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구분할 목적

으로 노동시장정책에 사용되는 지출을 제한 사회복지지출을 사회복

지정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3) 노동정책 ①: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

OECD database는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rogramme:

LMP)을 다음의 총 8개로 분류하면서, OECD 각국의 각 노동시장정

책에 대한 지출 수준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①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administration), ② 훈련(training), ③ 고용유인(employment

incentives), ④ 보호 및 지원된 고용과 재활(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⑤ 직접 일자리 창출

(direct job creation), ⑥ 창업유인(start-up incentives), ⑦ 실직자

소득유지 및 보조(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⑧ 조기 퇴직(early retirement)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①부

터 ⑥까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⑦과 ⑧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으로 분류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각 분석대상 국가별로 수집하였다.



- 66 -

4) 노동정책 ②: 고용보호의 엄격성

OECD에 따르면, 고용보호의 엄격성(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은 노동유연성 강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법 및 제도의 강도를 의미한다. OECD는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을 정규직(regular contracts)과 임시직

(temporary contracts)의 경우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OECD database에 수록된 고용보호법제 엄격성 지표

(indicator)를 활용하여 정규직 고용보호의 엄격성 지표로 EPRC_V1,

임시직 고용보호의 엄격성 지표로 EPT_V1을 채택하였다.

EPRC_V1과 EPT_V1에서 지표 산정 기준이 추가된 EPRC_V3와

EPT_V3이 존재하나, V3의 경우 자료가 1998년부터 시작하기 때문

에, 장기시계열 확보 측면에서 V1을 채택하였다.

3. 통제변수

1) 거시경제 요인

(1) 1인당 GDP

강종구 외(2012)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GDP와 개인 간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U자 형태의 관계가 도출됨

을 보인 바 있다.32) 따라서 기능 간 소득분배지표를 종속변수로 하

는 본 연구에서도 앞서 살펴 본 개인 간 소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

32) 이러한 분석결과는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 간에는 기

각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67 -

분배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1인당 GDP를 통제하였다. 또한 1인당

GDP는 경제 내 생산성과 부의 전반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각국의 개별 특성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존재한

다(Adam et al., 2015).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된 1인당 GDP는 2010년 OECD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

의해 조정된 자료이다. 이와 같이 불변(constant) 1인당 GDP를 채

택한 이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의 변동을 별도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2)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채택한 것은 1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설정한 근거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OECD 국가 간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각국별로 성장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경향이 기 성숙된 국가군에서 먼저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에 있어 경제성

장률, 즉 일국 경제의 성숙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실질(real) GDP 성장률로 측정하였고, 이 자료 역시

OECD database로부터 수집하였다.

(3) 고용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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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일국의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실

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로 정의되는데 실업률은 경제

활동인구에는 실망실업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로 고용상

태를 측정하는 경우, 과소측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용률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항목으로 생각될 수 있다.33)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만이 노동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고용률 자료는 OECD database로부터 수집하였

다.

(4) 물가상승률

강종구 외(2012) 역시 인플레이션이 경제주체들 간 소득의 강제적

이전을 통해 분배체계를 왜곡시킴에 따라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

상인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어떤 물가지수를 물가상승률 산정을 위한 지표

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물가지수로 GDP deflator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존재한다. Giovannoni(2014)에 따르면, 미국에

서 GDP deflator와 CPI(consumer price index) 간 강력한 동조 현

상이 1980년대 중반까지 존재한 바 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CPI와 GDP deflator 간 양(+)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

33) 물론, 고용률 상승 자체가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다. 고용률이

존재하더라도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 평균노동소득의 감소율이 고용률 상승률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



- 69 -

되고 있다. 그리고 Giovannoni(2014)는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소비자물가지수 대신에 GDP deflator를

사용할 경우 과소 측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가격효과 및 구매력효과의 측정을 위해 GDP deflator보다 소비자물

가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정한 경우, 1980년대 이후 약 20% 하락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대하여 상위

1%의 노동소득 증가는 50%의 기여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가격효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 측정을 위한 자료로 OECD database에

수록된 Consumer prices의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활용하였다.

2) 인구학적 요인: 노령화지수

본 연구의 통제 요인 중 하나인 인구학적 요인은 노령화지수로

측정하였다. 노령화지수는 고령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된다. 고령화의 진행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유발하는데 이는 노동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는 경제적으로 의존이 필요한

인구비중을 증가시켜 세율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Adam et al.,

2015). 뿐만 아니라, 고령화는 많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소득재분배정책 및 노

동정책의 변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는 다양한 경로

및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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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tabase에는 노령화지수가 별도로 수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OECD database에 수록된 ‘Old (+65)

Dependency Ratio (15-64)’와 ‘Youth (-15) Dependency Ratio’ 자료

를 활용하여 직접 노령화지수를 계산하였다. 각 분모와 분자는 노년

부양인구비와 소년부양인구비를 의미한다.

3) 노동시장 요인

(1) 임시직 비율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

로 정규직에 비해 임시직은 소득수준이 낮으며, 경제 내 높은 임시

직 비율은 경제의 고용불안정을 강화함에 따라 소득불평등34)이 확

대될 여지가 있다(강종구 외, 2012). 논의를 확장하면 임시직 비율의

증가는 경제 전체 노동소득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database에 수록된 ‘Incidence of part-time employment’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임시직 비율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총 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2) 자영업자 비율

자영업자 비율의 측정 문제는 노동소득분배율 측정방식의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OECD의 노동소

34) 강종구 외(2012)는 ‘income inequality’를 소득불균등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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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분배율 자료는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각국 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평

균 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일정부분 극복하고자 자영업자 비율을 통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

균적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강종구 외, 2012), 자영업자 비율의 상승은 노동소득분배

율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영업자 비율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ILOSTAT로부터 수집하였는데, 자영

업자 비율은 총 근로자 수 대비 자영업자 수를 의미한다.

(3) 노조조직률

Alesina & Gleaser(2004)는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복지 및 재

분배정책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리고 ILO(2012)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약화는 전

반적인 임금 하방 압력을 초래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악영향을 미

친다.

노조조직률은 임금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을 의미하는데,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노조조직률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할 경우, 노동자의 권익

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 전체의 노

동소득분배율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

의 영향력 혹은 교섭력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노조조직률은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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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김배근, 2013).

노조조직률 자료는 OECD Labour Force Statistics로부터 수집하

였다. 임금근로자에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4) 생산물시장 요인: 시장집중도

노동시장분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물시장 요인으로 시

장집중도를 생각할 수 있다. 김배근(2013)은 생산물시장의 불완전경

쟁 정도를 시장집중도로 측정하면서 시장집중도가 강화될수록 노동

소득분배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index)는 일반적으로

Herfindahl-Hirschman의 방식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는 World Bank로부터 수집하였

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의 측정 및 자료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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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자료

종속

변수

<기능 간 소득분배>

 - 노동소득분배율 LS3 OECD

독립

변수

<소득재분배정책 ①>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GDP 대비 세수입 비중(%)

GDP 대비 세수입 비중(%)

OECD

OECD

<소득재분배정책 ②>

 - 사회복지지출 GDP 대비 지출 비중(%) OECD

<노동정책 ①>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GDP 대비 지출 비중(%)

GDP 대비 지출 비중(%)

OECD

OECD

<노동정책 ②>

 - 정규직 고용보호

 - 임시직 고용보호

EPRC_V1

EPT_V1

OECD

OECD

통제

변수

<거시경제 요인>

 - 1인당 GDP

 - 경제성장률

 - 고용률

 - 물가상승률

기준연도(2010), 불변 PPP

실질 GDP 성장률

취업자/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OECD

OECD

OECD

OECD

<인구학적 요인>

 -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OECD

<노동시장 요인>

 - 임시직 비율

 - 자영업자 비율

 - 노조조직률

임시직/총 근로자(자영업자 제외)

자영업자/총 근로자

노조가입 임금근로자/총 임금근로자

OECD

ILO

OECD

<생산물시장 요인>

 - 시장집중도 HHI
World 

Bank

<표 3> 변수의 측정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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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이하의 통계분석에서 사용한 통계패키지

는 STATA 13이다.

그리고 단위 통일을 위하여 1인당 GDP 변수(GDPC)의 자료를 로

그 변환하였고, 시장집중도 변수(HH)의 자료에 100을 곱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제1절 다중공선성 검정

1.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격적인 인과관계 분석에 앞서,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설명변수 간 피어

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각 설명변수 간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0.7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관관계분석 결과 모든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0.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어슨 상

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추가

적으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검정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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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 TRC SOCX LMPA LMPP EPRC EPT GDPC GDPG ER IR AI PE SE TU HH

TRI 1.00

TRC 0.03 1.00

SOCX 0.31 -0.14 1.00

LMPA 0.58 -0.16 0.52 1.00

LMPP 0.54 -0.30 0.37 0.68 1.00

EPRC -0.21 -0.12 0.31 0.25 0.16 1.00

EPT -0.12 -0.01 0.27 0.12 0.16 0.57 1.00

GDPC 0.33 0.40 0.19 0.17 0.00 -0.23 -0.03 1.00

GDPG -0.12 0.09 -0.33 -0.08 -0.14 -0.04 -0.05 -0.17 1.00

ER 0.36 0.29 -0.08 0.20 -0.14 -0.26 -0.39 0.37 -0.02 1.00

IR -0.19 -0.54 -0.17 -0.19 -0.07 0.10 0.02 -0.54 -0.00 -0.21 1.00

AI -0.04 -0.15 0.53 0.05 -0.03 0.29 0.22 0.24 -0.36 -0.18 -0.24 1.00

PE 0.38 0.17 0.06 0.31 0.20 -0.24 -0.31 0.57 -0.17 0.48 -0.41 -0.00 1.00

SE -0.36 -0.19 -0.27 -0.28 -0.09 0.38 0.41 -0.48 0.07 -0.48 0.29 -0.05 -0.34 1.00

TU 0.69 0.13 0.38 0.56 0.43 0.08 0.06 0.21 -0.04 0.25 -0.02 -0.02 0.07 -0.22 1.00

HH 0.03 -0.03 -0.32 -0.18 -0.03 -0.15 -0.16 -0.17 0.07 0.04 0.24 -0.32 -0.02 0.03 -0.02 1.00

  주: 1) 1인당 GDP인 GDPC는 로그 변환한 값임.

2) 시장집중도인 HH는 100을 곱한 값임.

3) TRI는 개인소득세, TRC는 법인소득세, SOCX는 사회복지지출, LMPA는 적극적 노동시장지출, LMPP는 소극적 노동시장지출, 

EPRC는 정규직 고용보호, EPT는 임시직 고용보호, GDPC는 1인당 GDP, GDPG는 경제성장률, ER은 고용률, IR은 물가상승

률, AI는 노령화지수, PE는 임시직 비율, SE는 자영업자 비율, TU는 노조조직률, HH는 시장집중도를 의미함.

<표 4> 설명변수 간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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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팽창요인 검정 결과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검정

결과 변수의 분산팽창요인 값이 10을 상회하는 경우,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에 대한 분

산팽창요인 값의 역수가 0.1을 상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산팽창요

인 값의 평균 역시 고려해야만 하는데, 분산팽창요인 값의 평균은 1

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 4>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에 대한 분산팽창요인 검

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설명변수에서 가

장 높은 분산팽창요인 값을 보이는 변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데, 그 값은 10에 크게 못 미치는 4.02에 불과하다. 그리고 분산팽창

요인 값의 평균 역시 2.86에 머물러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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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 1/VIF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02 0.248507

노조조직률 3.72 0.269135

고용률 3.68 0.272004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3.63 0.275648

개인소득세 3.52 0.283994

1인당 GDP 3.45 0.290164

사회복지정책 3.39 0.294564

자영업자 비율 3.23 0.309744

임시직 비율 2.86 0.349489

임시직 고용보호 2.79 0.359039

정규직 고용보호 2.72 0.367890

노령화지수 2.26 0.442740

물가상승률 1.96 0.509281

법인소득세 1.85 0.539295

경제성장률 1.37 0.727838

시장집중도 1.24 0.803522

VIF 평균 2.86

  주: 1) 1인당 GDP는 로그 변환한 값임.

2) 시장집중도는 100을 곱한 값임.

<표 5> 분산팽창요인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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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통계분석

이상에서 수행한 상관관계분석과 분산팽창요인 검정 결과를 바탕

으로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분석

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5>에서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노동소득분배율 변수(LIS)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관측치 수는 702이며,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64.70, 6.65로 나타났다. 최솟값은 47.00부터 최

댓값은 85.40까지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소득재분배정책 변수들은 모두 GDP 대비 비중(%)

자료로 구성된다. 우선 소득재분배정책 변수를 살펴보면, 698개의

관측치를 가진 개인소득세 변수(TRI)의 경우 평균은 9.10, 표준편차

는 4.55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0.89, 25.80이다. 그리고 법인

소득세 변수(TRC)는 관측치의 수는 698개이고, 평균은 3.04, 표준편

차는 1.54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0.89, 최댓값은 12.76이다. 사회복

지지출 변수(SOCX)는 626개의 관측치를 가지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9.37, 4.40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 변수의 최솟값은 4.37,

최댓값은 29.79이다.

노동정책 변수는 노동시장정책 변수와 고용보호 변수로 구별되는

데, 이 중 노동시장정책 변수는 소득재분배정책 변수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GDP 대비 비중(%) 자료로 구성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변수(LMPA)는 642개가 관측되었으며,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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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0.46이다. 그리고 최솟값과 최댓값은 0.05, 3.04이다. 소극적 노

동시장정책 변수(LMPP)의 관측치 수는 659개로 평균은 1.16, 표준

편차는 0.90이다. 최솟값은 0.07이며, 최댓값은 5.45이다.

노동정책 변수 중 고용보호 변수는 OECD의 고용보호의 엄격성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에 대한 지표(indicator)로 대

표되는데, 지표의 범위는 0부터 10까지이다. 이는 다른 독립변수들

이 GDP 대비 비중 자료로 구성된 것과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

별성은 수입 및 지출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독립변수인 다른 변

수들과 달리, 고용보호 자체가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부터 기인한다. 고용보호 변수 중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변수

(EPRC)의 관측치 수는 639개이고,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14,

0.83이며, 최솟값은 0.26, 최댓값은 5.00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고용

보호 변수(EPT) 역시 639개의 관측치 수를 보이며, 평균은 1.78, 표

준편차는 1.26이다. 그리고 임시직 고용보호 변수의 최솟값과 최댓

값은 각각 0.25, 4.88이다.

통제변수는 요인별로 거시경제 요인, 인구학적 요인, 노동시장 요

인, 생산물시장 요인으로 대별된다. 우선 거시경제 요인에는 1인당

GDP,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용률 변수가 포함된다. 1인당 GDP

변수(GDPC)는 로그 변환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1인당 GDP는 702

개가 관측되고 있으며, 로그 변환한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0.33, 0.38이며 최솟값은 0.12, 최댓값은 11.41이다. 관측치가 역시

702개인 경제성장률 변수(GDPG)는 실질 GDP 성장률로 측정하였으

며 평균이 2.64, 표준편차는 2.64이고,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14.70, 11.90이다. 고용률 변수(ER)는 685개가 관측되는데, 평균과 표

준편차는 각각 56.02, 6.97이고 최솟값은 39.18, 최댓값은 73.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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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변수(IR)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ption Price Index:

CPI)의 전년대비 상승률로 측정하였으며 관측치는 699개이고, 평균

은 3.77, 표준편차는 5.11이고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4.50, 76.80

이다.

두 번째 통제요인인 인구학적 요인은 노령화지수 변수(AI)로 699

개가 관측되었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84, 0.26이고 최솟값

과 최댓값은 각각 0.17, 1.78이다.

세 번째 통제요인인 노동시장 요인에는 임시직 비율, 자영업자 비

율, 노조조직률이 있다. 임시직 비율 변수(PE)는 641개가 관측되었

으며, 그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4.32, 7.15이고 최솟값은 1.59, 최

댓값은 37.78이다. 자영업자 비율 변수(SE)는 691개가 관측되었고,

평균은 16.42, 표준편차는 8.52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5.67,

49.54이다. 한편, 675개가 관측된 노조조직률 변수(TU)는 평균과 표

준편차가 각각 33.14, 19.32이며 최솟값은 6.41, 최댓값은 83.86이다.

생산물시장 요인인 시장집중도 변수(HH)는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로 측정하였는데, 지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다. 이에 단위 통일을 위하여 HHI에 100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시장집중도 변수는 636개가 관측되었는데, 그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2.04, 11.03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3.66,

69.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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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노동소득분배율 702 64.70 6.65 47.00 85.40

개인소득세 698 9.10 4.55 0.89 25.80

법인소득세 698 3.04 1.54 0.26 12.76

사회복지지출 626 19.37 4.40 4.37 29.7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42 0.65 0.46 0.05 3.04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659 1.16 0.90 0.07 5.45

정규직 고용보호 639 2.14 0.83 0.26 5.00

임시직 고용보호 639 1.78 1.26 0.25 4.88

1인당 GDP 702 10.33 0.38 9.12 11.41

경제성장률 702 2.64 2.98 -14.70 11.90

고용률 685 56.02 6.97 39.18 73.04

물가상승률 699 3.77 5.11 -4.50 76.80

노령화지수 702 0.84 0.26 0.17 1.78

임시직 비율 641 14.32 7.15 1.59 37.78

자영업자 비율 691 16.42 8.52 5.67 49.54

노조조직률 675 33.14 19.32 6.41 83.86

시장집중도 636 12.04 11.03 3.66 69.35

  주: 1) 1인당 GDP는 로그 변환한 값임.

2) 시장집중도는 HHI에 100을 곱한 값임.

<표 6>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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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결과

1. 각국의 관측되지 않는 개체특성과 내생성의 통제

본격적인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system GMM)에 의한 연구 결과 도출에 앞서, 각국의

관측되지 않는 개체특성 고려와 내생성(endogeneity) 통제의 필요성

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구축한 패널 데이터에 대해 합동 최

소제곱법(pooled Ordinary Squares: pooled OLS),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

여 분석결과를 도출해 보았으며, F 검정(F-test) 및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에 의

한 분석결과 역시 병렬하여 다른 인과관계 분석모형에서 도출된 결

과와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 활용되는 분석방법인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의 효용을 강조하였다. 각 분석방법별 분석결과는 <표 6>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합동 최소제곱법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속변수인 노

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

다. 우선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정책인 개인소득세의 경우 노동소

득분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법인소

득세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

다.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

았다.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시장정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

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존재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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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의 경우, 정규직

고용보호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인 반면, 임시직 고용보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합동 최소제곱법에 의한 분석결과는 법인소득세와 사회복

지지출 변수 외에는 설정한 가설과 배치된다.

하지만 합동 최소제곱법이 OECD 각국의 개체특성을 고려하지 않

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합동 최소제곱법의 결과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오차항의 고정된 개체특성 고려의 필요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수행하였다. F-검정 결과, 분석 모형에

포함된 “29개 패널 그룹 가변수(dummy variables)의 추정계수가 모

두 0이다”라는 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본 연구에

서 합동 최소제곱법에 의한 분석은 적합하지 않으며, 오차항의 고정

된 개체특성을 고려하는 분석모형인 패널 모형(panel model)을 도입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오차항의 개체특성을 반영하는 분석모형을 도입하는 데 있어 하

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이 수행하여, 패널 모형인 고정효과 모

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어느 분석모형이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

석에 있어 더욱 적합한지를 판단해야만 한다.35) 고정효과 모형에서

는 오차항을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반면, 확률효

과 모형은 오차항을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한다(민인식·

최필선, 2012).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설명변수와

35) 본 연구의 OECD 국가 패널 데이터와 같은 경우, 주어진 패널 개체들이 모집

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특정 모집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직관

적으로 오차항은 확률분표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지만(민인식·최필선, 2012), 분

석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한다.



- 84 -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고정

효과 모형이 확률효과 모형보다 더욱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고정효과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6) 고정효과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의 특징적인 부분은 종속변수인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하여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는 점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정규직 고용보호가 5%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하

였다.

그리고 각국의 고정된 개체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 모형의 분

석결과는 합동 최소제곱법에 의한 추정결과와 법인소득세와 정규직

고용보호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상반된다는 것이다. 합동 최소제

곱법이 추정한 결과와 달리, 개인소득세과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임

시직 고용보호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쳤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5%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소

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고

정효과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정규직 고용보호에서 상반된다.

그러나 각국의 고정된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 모형에 따른 분

36) 하우스만 검정 결과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본 연구에 더욱 적합

한 분석방법으로 판명되었지만, <표 6>에 확률효과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도 함

께 수록하였다. 참고로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확률효과 모형에 의한 분

석결과와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 85 -

석결과를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Atkinson &

Stiglitz(1976)와 Adam et al.(2015)이 소득불평등이 조세구조에 미치

는 효과가 존재함을 밝힌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속

변수의 과거 값(lagged value)을 활용하는 동태적 패널 모형

(dynamic panel model)에 의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내생성 통

제가 강하게 요구됨을 시사한다. 즉,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분석은

실제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인정하는 우를 범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37)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된 실증연구와는 모순된다. 이에 시

스템 일반화 적률법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태적 패널 모형에 있어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은 종속변수의 수

준변수(level variables)와 차분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서 활용

하여 내생성 문제뿐 아니라 각국의 관측되지 않는 개체특성으로 인

한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 문제를 동시에 완화해주는 효율적인

분석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에 따른 분석결과는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모형에서 누락변수와

내생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다. 고정효과 모형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하여

고려된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

만 1년 과거 값을 모형에 포함한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분석 결

37) 본 연구의 고정효과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는 설정된 모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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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38), 독립변수 중 노동소득분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

고 정규직 고용보호였으며, 사회복지지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임

시직 고용보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

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 분석의 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준 반면, 시스템 일반화 적률

법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부(-)의 효과를 보여주었

다. 이는 내생성 통제 여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잘못된 분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활용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에서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분석결과

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38) 후술하겠지만, Sargan 검정 결과는 이분산성의 존재 가능성과 패널그룹 수보다

월등히 많은 도구변수의 수로 인해 그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

템 일반화 적률법의 분석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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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ed OLS Fixed Random sys. GMM

개인소득세
.103

(.079)

.493***

(.103)

.579***

(.098)

.409***

(.063)

법인소득세
-2.028***

(.184)

-.646***

(.094)

-.665***

(.096)

-.345***

(.081)

사회복지지출
-.024

(.087)

.549***

(.067)

.514***

(.067)

.035

(.05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129

(.871)

-1.016**

(.410)

-.888**

(.418)

.325

(.396)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711*

(.421)

-.802***

(.195)

-.709***

(.198)

-1.017***

(.207)

정규직 고용보호
1.453***

(.397)

.911*

(.491)

1.128**

(.469)

1.834***

(.308)

임시직 고용보호
.443

(.288)

.527***

(.181)

.506***

(.182)

.033

(.146)

1인당 GDP
8.207***

(1.189)

-13.037***

(1.342)

-10.326***

(1.125)

-.596

(.732)

경제성장률
-.111

(.087)

-.117***

(.034)

-.122***

(.034)

-.259***

(.023)

고용률
.067

(.055)

.161***

(.042)

.146***

(.042)

.029

(.034)

물가상승률
-.171

(.111)

-.099**

(.047)

-.115**

(.048)

-.083**

(.032)

노령화지수
-.033

(.1.204)

-3.089***

(1.131)

-3.755***

(1.086)

-2.208**

(.965)

임시직 비율
-.074

(.047)

-.239***

(.051)

-.184***

(.050)

-.011

(.038)

자영업자 비율
.171***

(.044)

.214***

(.057)

.235***

(.053)

.110***

(.027)

노조조직률
.002

(.020)

-.161***

(.031)

-.117***

(.028)

-.032**

(.014)

시장집중도
.026

(2.007)

-.056***

(.017)

-.051***

(.017)

0.027

(1.706)
그룹 수 29 29 29
도구변수 수 312
관측치 수 503 503 503 502
R-squared 0.4466
Adj R-squared 0.4284

  주: 1) * p<0.1, ** p<0.05, *** p<0.01.

2)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분석은 종속변수의 1년 과거 값을 적용한 것임.

<표 7> 각 분석방법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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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분석 결과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분석에 따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1부터 5까지는 종속변수의 1년 과거 값을 도구변

수로 활용한 분석 모형이며, 모형 6부터 10까지는 도구변수로 종속

변수의 2년 과거 값을 사용한 분석 모형이다. 종속변수의 1년 과거

값을 모형에 포함한 경우와 종속변수의 2년 과거 값을 포함한 경우

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 둔

다.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의 분석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정리

되어 있다.

우선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추정의 과대식별(over-identifying)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Sargan 검정(Sargan test)을 수행하였다.

Sargan 검정 결과, 각 모형 모두에서 “과대식별제약

(over-identifying restriction)이 유효하다”는 가설이 기각되고 있다.

하지만 Sargan 검정의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반박될 수

있다. 첫째, 일반화 적률법 추정에 있어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이 존재하는 경우 Sargan 검정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존재한

다(강종구·김영준, 2013).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국가별 패널자료임

을 고려할 때 이분산성이 강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도구

변수의 수가 패널그룹의 수보다 많은 경우 Sargan 검정의 신뢰도가

의심된다(민인식·최필선, 2012).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대한 일반화

적률법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패널그룹의 수가 29인 반면, 도구

변수의 수는 모형별로 최소 310개에서 312개에 이른다. 따라서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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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제약은 극복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한편, Arellano-Bond 검정 결과 모든 모형에서 1계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은 1% 유의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계 자기상관은 유의하지 않아, 오차항이 서로 독립인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사용한 도구변수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소득재분

배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재분배정책에 있어서 개인소득세는 가설에서 예측한 바

와 같이, 모형 1부터 10까지 모든 모형에 있어 1% 유의수준에서 노

동소득분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소득세 역시 가설과 동일하게 모든 모형에서 노동소

득분배율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친다. 사회

복지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효과는 예측한 바와 같이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기할 바는 각 소득재분

배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효과가 대체적으로 노동소득분배

율의 1년 과거 값을 고려한 경우보다 2년 과거 값을 고려한 경우

미세하지만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노동정책 중 노동시장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먼

저 살펴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모든 모형에서 노동소득분배율

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그 통

계적 유의미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1부터 10까지 모든 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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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가설과 부합하는 분석결

과가 도출되었으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예측한 가설과는 달리 그 통계적 유의미성이 도

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변수의 추

정계수의 부호가 모든 모형에서 일정하게 정(+)으로 나타났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는

소득재분배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의 1년 과거 값을 고

려한 경우보다 종속변수의 2년 과거 값을 고려한 경우, 더 크게 나

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기술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누락변수와 내생성

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상반되는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

음을 강하게 반증한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소득분배

율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 상술할 부

분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직업훈련 정책, 고용유인 정책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하위 정

책들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상이한 효과성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경

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총 효과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보호 중 정규직 고용보호는 모든 모형에 있어 노동소득분배

율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임시직 고용보호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효과는 모

형 2와 모형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정(+)으로 나타나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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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가설에서는 정규직 고용보호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킬 것으로 임시직 고용보호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킬 것

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정규직 고용보호의 경우 종속변수의 1년 과

거 값을 포함한 모형보다 종속변수의 2년 과거 값을 포함한 모형에

서 그 효과성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가설과 분석결

과의 불일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단순히 설정된 가설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지적할 부분은 고용보호정

책의 총효과는 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39) 즉,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수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40) 고용보호

의 존재는 노동소득분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호에 관한 가설 설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고용보호 수준과 임시직 고용보호 수준의 상대적 격차를 지표화

하지 못한 것이 가설과 분석결과의 불일치로 도출되었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즉,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를 구분하는

것은 정규직과 임시직 고용보호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임시직 고

용보호 수준이 더 크게 낮아진다면, 고용보호 격차는 확대된다.

39) 모형 2와 모형 4의 경우, 임시직 고용보호 효과의 추정계수의 부호가 음(-)으

로 도출되었지만, 모형 2와 4 모두에서 정규직 고용보호 효과의 추정계수의 부

호가 압도적인 양(+)의 값으로 도출되었다.

40) 보다 강한 의미에서는 임시직의 고용보호 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그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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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개인소득세
.409***

(.063)

.406***

(.063)

.423***

(.061)

.429***

(.063)

.375***

(.063)

법인소득세
-.345***

(.081)

-.351***

(.080)

-.352***

(.081)

-.295***

(.079)

-372***

(.063)

사회복지지출
.035

(.054)

.037

(.054)

-.030

(.054)

-.047

(.041)

.063

(.05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25

(.396)

.378

(.398)

.282

(.393)

.313

(.401)

.276

(.396)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1.017***

(.207)

-1.023***

(.207)

-1.091***

(.188)

-.894***

(.203)

-1.127***

(.205)

정규직 고용보호
1.834***

(.308)

1.814***

(.309)

1.829***

(.308)

1.742***

(.311)

1.798***

(.313)

임시직 고용보호
.033

(.146)

-.027

(.139)

.005

(.142)

-.041

(.147)

.101

(.146)

1인당 GDP
-.596

(.732)

-.323

(.661)

-1.153

(.710)

-.383

(.759)

경제성장률
-.259***

(.023)

-.259***

(.023)

-.262***

(.023)

-.272***

(.023)

-.244***

(.023)

고용률
.029

(.034)

.014

(.031)

.046

(.034)

-.013

(.033)

물가상승률
-.083**

(.032)

-.075**

(.031)

-.078**

(.032)

-.082**

(.033)

-.073**

(.033)

노령화지수
-2.208**

(.965)

-2.383***

(.917)

-2.371**

(.945)

-3.630***

(1.015)

임시직 비율
-.011

(.038)

-.026

(.034)

-.010

(.038)

-.012

(.038)

-.034

(.038)

자영업자 비율
.110***

(.027)

.113***

(.027)

.103***

(.026)

.118***

(.027)

노조조직률
-.032**

(.014)

-.030**

(.014)

-.030**

(.014)

-.025*

(.014)

-.041***

(.014)

시장집중도
.027

(1.706)

.032**

(1.696)

.027

(1.704)

.037**

(1.667)

.016

(1.716)
그룹 수 29 29 29 29 29
도구변수 수 312 311 311 311 312
관측치 수 502 502 502 502 505
sargan 검정 .000 .000 .000 .000 .000
AR(1) .000 .000 .000 .000 .000
AR(2) .333 .244 .348 .326 .334

  주: * p<0.1, ** p<0.05, *** p<0.01.

<표 8>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분석 결과: 1년 과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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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6 모형 7 모형 8 모형 9 모형 10

개인소득세
.409***

(.062)

.406***

(.062)

.428***

(.060)

.435***

(.063)

.381***

(.062)

법인소득세
-.372***

(.081)

-.382***

(.080)

-.382***

(.081)

-.316***

(.079)

-.393***

(.081)

사회복지지출
.056

(.054)

.057

(.054)

.046

(.054)

-.041

(.041)

.080

(.05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83

(.390)

.385

(.392)

.322

(.387)

.380

(.397)

.328

(.390)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1.140***

(.206)

-1.123***

(.205)

-1.220***

(.192)

-.999***

(.201)

-1.257***

(.202)

정규직 고용보호
1.935***

(.302)

1.916***

(.303)

1.928***

(.303)

1.790***

(.305)

1.896***

(.306)

임시직 고용보호
.080

(.146)

.019

(.138)

.037

(.141)

.089

(.148)

.157

(.144)

1인당 GDP
-.775

(.731)

-.398**

(.650)

-1.499**

(.716)

-.719

(.752)

경제성장률
-.266***

(.023)

-.265***

(.023)

-.268***

(.023)

-.281***

(.023)

-.258***

(.023)

고용률
.039

(.035)

.020

(.032)

.059*

(.036)

.007

(.035)

물가상승률
-.083***

(.032)

-.072**

(.031)

-.077**

(.032)

-.083**

(.033)

-.076**

(.032)

노령화지수
-2.662***

(.952)

-2.937***

(.912)

-2.834***

(.941)

-3.778***

(1.002)

임시직 비율
-.011

(.037)

-.029

(.034)

 -.009 

(.037)

-011

(.038)

-.034

(.037)

자영업자 비율
.100***

(.027)

.103***

(.027)

.093***

(.026)

.110***

(.027)

노조조직률
-.039***

(.014)

-.034**

(.014)

-.034**

(.014)

-.030**

(.014)

-.046***

(.014)

시장집중도
.023

(1.667)

.026

(1.65)

.024

(1.667)

0.034**

(1.638)

0.012

(1.672)
그룹 수 29 29 29 29 29
도구변수 수 311 310 310 310 311
관측치 수 496 496 496 496 498
sargan 검정 .000 .000 .000 .000 .000
AR(1) .000 .000 .000 .000 .000
AR(2) .218 .244 .271 .223 .196

  주: * p<0.1, ** p<0.05, *** p<0.01.

<표 9>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분석 결과: 2년 과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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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으로 구분

하고, 노동정책을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호정책으로 분류하여, 소득

재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선

진국으로 평가되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는 개인 간 소득분배 지표를 중심으

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기능 간 소득분배 지표로서 노

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소득원천으로서 노동

소득의 광범위한 성격과 전통적인 노동의 관념뿐 아니라 노동소득

이 저소득층의 주요한 소득원천이라는 점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

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개인 간 소득분배 지표를 중심으

로 한 연구는 소득원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대응

적인(responsive) 성격을 가지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41)

이에 반해 기능 간 소득분배에 대한 명시적 고려는 총량적인 관

점에서 소득분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 소득원

천별 분배 양상을 전면에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다. 특히, 개인 간 소득분배와 기능 간 소득분배의 동시적 악화가

목도되는 현실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연구는 소위 ‘선분배

41)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대표적인 노동소득인 근로소득에 소득

에 대한 요인분해 방식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노동소득에 대한 관심을

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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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stribution)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예방

적(preventive) 성격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

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

의 근로소득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저소득층 근로소득의 분

배 개선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하에서 실증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개인소득세의 강화는 기능 간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나, 반면에 법인소득세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오히려 하락시킨다. 개인소득세의 강화는 경제이론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조세에 비하여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으며, 그 소득분배효과 역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인정된다. 물

론 개인소득세의 강화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이론 및 연구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근로장려세제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근로유인

설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법인소득세의 강화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

장이 존재하나, 법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오히려

기능 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법인소

득세의 강화가 마치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논리42)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법인소득세

강화는 오히려 소득분배 양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소

42) 일각에서는 일부 법인에 대한 징벌의 관점에서 법인소득세의 강화를 주장하기

도 한다. 하지만 법인은 재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법인의 소위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더라도 그 방안은 법인소득세의 강화가 아

닌 법인의 지배구조의 문제 등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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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의 강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전 세계적인 화두인

상황에서 세입 확보 관점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바와 달리, 노동소득

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사

회복지정책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공적소득이전 그 자

체는 소득분배효과를 가지지 못함을 반증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으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

지정책의 설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회복

지지출 증대에 따른 비효율성을 필연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특히,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지출 증가 경향은 그 규모와

증가속도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수립에 있어 명시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정

책의 지속가능성과 의도한 정책효과의 달성 여부를 다양한 시계와

측면에서 평가토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강한 비가역적

(irreversible) 성격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의심되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강한 통제가 요구된다.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

책 모두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의심되거나 부정되었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살펴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그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설

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이 가진

한계에서 고찰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하위 정책들

을 분류하여 각각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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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동안 소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의 연

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을 악화시킨다는 사실만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온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는 실업에 직면한 근로자의 생계유지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내재한

근로유인 감소효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고용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설정된 가설과 달리, 정규직 고용보호

의 강화는 노동소득득분배율을 상승시키는 반면, 임시직 고용보호의

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모형이 가진 한

계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임시직 고용보호의 수준이 그 효과

성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할 때, 정규직 고용보호의

엄격성이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고용보호의 강화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

입을 보장하여 기능 간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러한 해석은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실한 시사점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추

가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시사되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하 소득분배 악화가 각국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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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

험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의 집

행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의 문제만 가중시킬 가능

성이 높다. 소득분배의 개선은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지만, 무분별한 정책이 재정의 한계를 도과하여

수행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효과

성이 입증된 정책수단 모색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을 도모하되, 설

계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관

한 것이다. 기능적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의 동시적 개선은

오로지 저소득층의 노동소득이 증대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노동소득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명시적 고려를 요구한다. 노동시장은 생산물시장의 파생시장으

로서 노동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노동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용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고용 악화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상태에 더 큰 악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성의 논의에서 벗어

나, 저성장 기조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성장에 역행하지

않는 소득분배정책의 설계가 여실히 요구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소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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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과 노동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측면에서 볼

때, 기존에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들이 채택한 분석방법과 달리,

각국의 관측되지 않는 개별특성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으

며, 이는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첫째, 또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OECD 국가로 분석대상을 한정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

이나, OECD 국가군은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sping-Andersen(1990)은

탈상품화(decommodication)를 척도로 하여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

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조합주의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 등

3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가 존재하며, 조합주의 복지국가에는 오스트

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는 스웨덴, 덴마크가 속한다. 즉, 각국의 복지 및 노동정

책 체제(regime)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사회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경우, 가설이 예측한 바와 달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복지정책 및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하위 정책을 분리하여 각각의 효과

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시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예로 든다면, 고용유인 정책, 창업지원 정책 등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 100 -

한편,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달체계 문제를 지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의 효과가 이론적으로 강하게 입증된다 하더

라도, 현실에 있어서 정책의 전달체계 문제가 존재한다면,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조세정책

의 경우, 직접적으로 담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

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전달체계의 문제가

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경

우 전달체계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

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뿐 아니라 정책

의 전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반하는 행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

다.

노동정책 중 고용보호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는 데 있어,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고려한 연구가 요

구된다. 하지만 고용보호 격차를 측정하는 데 있어 단순히 OECD

자료가 수록하고 있는 고용보호의 엄격성 지표(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는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도

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단순히 정규직과 임시직에 대한

각 고용보호의 엄격성 지표의 차를 고려하는 것은 척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규직 및 임시직의 고용보호를 동

시에 고려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고용

보호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정책 간 상호보완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정책의 효과성은 A정책만을

고려한 경우와 A정책과 B정책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경우 상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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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43)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시직 고용보호의 격차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즉, 분석집단의 분류와 상호작

용항의 도입을 통해 분석모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3) 강철희 외(2001)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하여 시행할 경우, 실업

률이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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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and labor policies on labor income share in OECD countries.

Previous discussions on the income distribution has focused on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In recent years, however, an interest

i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has been amplified in discussion

of income distribution. Labor income share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ly in the sense of extensive range of labor income as

income source, traditional notions of labor and the main income

source of low-income. As previous studies utilizing interpersonal

income distribution indicators could not reflect the importance of

income source, the discussions in income distribution have been

made focusing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characterized as

responsive policies. In contrast, the research on labor income

share will enhance the preventiveness of the policy and enlarge

the space that can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the

overall perspective especially in situation witnessed simultaneous

worsening of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and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As a method of analysis on this study, system Generalized

Methods of Moments(system GMM) was adopted. Unlike system

GMM, an estimation of causation by Ordinary Least

Squares(OLS), fixed effect model or random effect model

calculates the coefficients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explanatory variables and a dependent variable. For this reason,

the methods can derive an incorrect analysis result, in case that

endogeneity between the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exis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s on

explanatory variables of labor income share were controlled by



using system GMM that resolved the endogeneity through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In particular, system GMM

among GMMs is evaluated as more efficient estimate than

difference GMM due to the use of additional instrumental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as follows.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strengthening personal income taxation improves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while intensifying corporate income taxation

rather decreases labor income share. Viewed in terms of

economic theory, personal income tax is assessed at low resource

allocation distortion effects and high income distribution effects

among taxes. Corporate income tax could be considered that it

rather worsen functional distribution, as it does not have a direct

impact on labor income by default and has a negative impact on

labor demand.

Social policy, unlike generally claimed, does not affect the labor

income share. This result reflects the issues of social policy’s

effectiveness and disproves that public income transfer itself does

not have income distribution effect. In other words, although

social policy itself can not be questioned, the design of social

polic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labor market is needed.

In the case of labor market policies,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 are suspected

or denied. Active labor market policy can be considered not



achieving a certain effect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And as

with the case of social polic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y desig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Considering

the limit of the analysis model of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subdivid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s sub-policies and analyze

their effectiveness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 was shown to negatively affect labor income share,

and the result may be thought on the view of the negative labor

supply effect that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by previous

literatures.

In the employment protection issues, unlike the established

hypothesis, the strengthening of regular contracts’ employment

protection increases labor income share, while employment

protection for temporary workers was found not to affect labor

income share. Although it might be thought that the effect of

temporary workers’ employment protection does not exist on the

assumption that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for temporary

workers is very low, it is necessary that future studies should

develop indicators which represent the gap of employment

protection between regular contracts and temporary contracts in

order to explicitly consider the situation of labor market

separated the regular from the temporary.

The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under recent global trend of

slow growth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each

country. Under this situation, policy enforcement without securing



effectiveness of policies can not achieve the intended effects and

will add fiscal problem despite various policy experiment.

Improvement for income distribu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goal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However,

ill-advised policies without considering limitations for financial

capacity will entail the bigger problems. Therefore, it is needed

to seek improvement in income distribution by applying various

policy instruments proven to be effective,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designed policies continuously and rigorous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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