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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018년, 2019년 전년 대비 각각 16.4%, 

10.9%씩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게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

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 집회, 업종ㆍ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 

숙련도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과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확대와 자료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으로써 연구대상을 내국인에서 외국인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시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과 내국인

의 고용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표를 통해 2015~2018년의 111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선행연구시 

표본이 다른 데이터를 통합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졌던 한계를 

극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경험이 있는 

전국에 분포한 제조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의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제조업 외국인근로자(E-9, H-2)의 고용

에는 영향이 없음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최저임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

하고 생존한 업체들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폐업에 이른 

사업체의 고용감소 자료는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매출액과 뿌리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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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내국인 고용을 

잠식하지 않는 것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이 증가하고, 내국인근로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외국인을 해고할지 내국인을 해고할지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매출액과 설비혁신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뿌리산업의 조절

효과가 없는 것을 실증하였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로 타 업종에 

비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이 심하다. 연구분석 결과, 최저임금

이 인상될수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증가

하며,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더 증폭시키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일자리안정자금의 고용감소 억제 효과가 없음을 실증하였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 수령여부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것

을 실증하였다. 월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한 t검정 실시결과, 

외국인근로자(245.1시간)와 내국인근로자(233.21시간)의 월 평균 근로시간 

차이(11.88시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에 이른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데이터 미반영,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간이 

근로계약서상 통상 3년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의 고용증감에 

대한 대응이 고용감소로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시에는 표본의 수와 연구대상 업종범위 및 기간의 확대, 폐업한 

기업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최저임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수요

학  번 : 2018-2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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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임금 인상이 소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온다는‘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018년, 2019년 전년 대비 각각 16.4%, 10.9%씩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게 된다(최저임금위원회1)). 이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6.4%인 것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

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최저임금위원회).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체 등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불복 집회,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ㆍ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 

느끼는 최저임금 수준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최저임금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부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동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당연도 다음연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높다(매우 

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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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포함)고 인식되는 정도는 2010년 46%에서 2013년 28%까지 

하락하다가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급등하여 2017년에는 

69%까지 증가하여 2016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되는 정도 36%의 두 배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통계청‘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 8. 10,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일 최저

임금을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의 

80∼120%를 차등 적용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발의, 

2018. 8. 10. 아시아경제).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독일,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지역ㆍ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종류만 240개, 호주는 122개 직업군의 

직업별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깊어지는 최저임금 시름 ④,‘소상공인 

요구’ 최저임금 차등화…대안 마련될까,  2018. 8. 30, 헤럴드 경제).

 또한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주휴수당을 

절약하기 위해 PC방, 편의점 같은 주로 젊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가게

들은 1주일에 14시간만 일을 시키는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늘리고 있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16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초단시간 근로는 고용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노동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주 

14시간만 근무”…불편한 '알바 쪼개기'의 속사정, 2018. 9. 2, SBS 뉴스).

 한편, 급격한 최저임금이 고용률 하락, 소득불평등 가중 등 역기능을 낳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통계청이‘18. 8. 17, 발표한‘7월 고용동향’에서 

‘18. 6월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000명,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는 18만명이 넘게 줄었다. 

‘18. 6월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고용률은 61.

3％로 0.3％ 포인트 떨어졌다(통계청,‘18. 7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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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18. 8. 23, 발표한‘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2018년 

2/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는 132만 5천원, 5분위는 

913만 5천원으로 1분위 경상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3.7% 감소(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5.9%, 21.0% 감소), 5분위 경상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12.4% 증가(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2.9%, 8.8% 증가)

하는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통계청, ‘18. 2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보도자료).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 중인 50만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 인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8. 7. 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숙련도에 따라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90%, 3년 차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

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습제에 대해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외국인 수습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中企·

노동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놓고 찬반 갈등, 2018. 8. 24, 조선일보).

 이렇듯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 

집회, 업종ㆍ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 숙련도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경험이 있는 

전국에 분포한 제조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의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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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 내국인근로자 중 누구에게 더 영향을 

끼치는가?’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연구된 적이 없었던 최저

임금 인상과 외국인력(E-9, H-2)의 고용과의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점이다. 외국에선 최저임금제와 고용수요간의 관계가 198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음(-)의 관계, 양(+)의 관계, 아무 관계 없다 등 아직

까지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

에 따라 최저임금과 고용수요는 음(-)의 관계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자료획득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과 고용수요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 들어 최초 시행되어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중장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및 연간 도입쿼터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수요가 감소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수요의 감소 정도에 따라 중장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및 연간 도입쿼터를 보다 정확하게 설정하여 고용허가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쿼터 설정의 실패는 불필요한 한국어시험 집행, 

한국어시험 합격 후 대기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인한 비용낭비 및 국제적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2011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을 친 네팔인 중 

일부가 한국어시험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도록 한국에서 일하지 못해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협회 등에서 건의하고 있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같은 중요 정책결정시 동 연구결과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 연구결과는 주무부처(고용부)에서 최저임금 



- 5 -

인상시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고용에 영향을 주는 매출액, 뿌리산업 여부, 설비혁신 여부 등을 

통제하고도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증가로 이어졌다면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국인의 유보임금률2)

(reservation wage rate)을 넘어서 내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

에까지 진입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

이 없었더라면 외국인근로자가 일했을 자리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된 것을 의미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가 최저임금을 잘 준수하고 3D분야로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 고용허가제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2018년 처음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수요 감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실증연구로 의의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시 노동자 1인당 월 13

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는 2018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2019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다섯째, 2020년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에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다는 

측면에서도 동 연구는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2) 이준구(1989)는 유보임금률은 임금률이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노동시장
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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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0년부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도 이 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3)). 주 52시간 근무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수요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중장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및 연간 도입쿼터 설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섯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E-9, H-2)의 불법고용, 

업무강도 및 근로실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실증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근로자의 증원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감소와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 불변(또는 감소) 또는 

외국인 및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없는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 

감소로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는 사업주가 비용증가 부담을 느껴 신규 인력 

채용을 보류 또는 축소하거나 근로시간 증가없이 근로자에게 업무강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인력증원 및 

근로시간 증가없이 근로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요구는 근로자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부담

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발생시키거나 최저임금을 지키

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유인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즉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주의 불법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를 외국인근로자에겐 제외하거나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정책관련 다양한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일곱 번째,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잠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실증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양지연

(2017)은 한국노동패널자료(4~17차)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을 비공식

부문으로 정의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연구하였다. 동 연구결과

3)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5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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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공식부문 근로자에겐 음(-)의 효과가,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겐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공식부문의 비자발 실업을 일으키고, 비공식부문으로 노동력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국내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외국인근로자를 비공식부문으로, 내국인근로자 시장을 공식

부문으로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

하고 연봉도 낮은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경향이 높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 인상시 사업주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공식부문인 

내국인근로자 시장은 음(-)의 효과가 비공식부문인 외국인근로자 시장에서 

유의하지 않거나 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일(2013)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를 대체한다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은 음(-)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소득 분배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허가제의 주요 원칙인 내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 잠식 

방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중 내국인 시장 잠식 

방지를 위해 사업주는 워크넷 등을 통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4일,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또한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고용

허가서의 발급요건)).

 하지만 내국인 시장 잠식 방지를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은 형식적인 경우

가 많고(정기선, 2013, 유경준 외, 2010), 현행법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낀 사업주가 내국인근로자를 해고하고 2개월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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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운영 

측면에서 관리가 용이한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고 최저임금 

인상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얼마 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증가 및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하여 내국인 고용시장

을 잠식한다면 현행 내국인 구인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내국인근로자 해고를 방지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최저임금과 고용수요, 외국인과 내국인 고용 대체효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고, 3장에서는 연구설계,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제 3 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력(E-9)과 방문취업 동포(H-2) 고용경험이 있는 전국 제조업체로 

한다.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총 등록외국인은 1,220,626명으로 비전문 외국인력

(E-9) 22.3%(272,622명), 방문취업(H-2) 19.4%(236,948명), 전문인력(E-1∼

E-7) 3.6%(44,140명), 유학생(D-2, D-4) 12.4%(151,456명), 영주(F-5) 

11.4%(139,759명), 결혼이민(F-2, F-6) 13.37%(163,253명), 기타 17.4%(212,448명)

를 차지한다.

 연구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선택한 이유는 동 

체류자격 근로자는 전체 체류 등록외국인 1,220,626명 중 41.7%(509,570명)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로 임금수준이 

낮은 3D업종에 근무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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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E-9, H-2)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수 있으나, 

2017. 11월 국내 체류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중 제조업에 종사

하는 비율은 E-9은 82%, H-2는 65%로 가장 높아 대표성이 높고 타 업종

에 비해 제조업이 산업 파급효과와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다(통계청 e-

나라지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time frame)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의 최저

임금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인원 변화로 한다. 

전년대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이다. 2017년에서 2018년은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어, 2016년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7.3%

의 2배가 넘는 급격한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매우 유용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최저임금과 고용수요간의 관계 연구시 활용된 방법은 패널조사 데이터 

활용,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 자료수집, 장·단기 시계열분석이 있다. 고용

허가제는 2004년 도입되어 올해로 15년 차에 들어서지만, 정주화 방지

원칙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16개국 다양한 송출국가 출신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계조사시 언어

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패널조사 등 체계적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통합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남성일

(2013)은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체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외국인 데이터, 

내국인 데이터, 자본 데이터를 각각 다른 곳에서 구해 연결하여 사용

하게 된다. 매칭 과정에서 자료의 손실도 많이 발생하였고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내국인, 외국인근로자간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 10 -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개시 신고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임금이 EPS시스템에 입력, 관리되고 있으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변동시 내역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지 않는 한 

현행화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EPS시스템상 근로계약 

당시의 임금현황 전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자료 확보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성일(2008)이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임금과 고용

에 미치는 영향에서 활용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동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직접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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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최저임금이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최저임금 제도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공급자인 미

숙련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은 증가(L*→LS)하고 수요자인 사업주들의 고용

수요(L*→LD)는 감소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학 이론상 노동

의 초과공급을 일으켜 실업을 양산할 수 있다. 

<그림2-1> 최저임금 인상이 미숙련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완전경쟁 노동시장)

0 L
* L(노동량)

S(공급곡선)D(수요곡선)

LS
(근로자의 노동공급량)

LD
(사업주의 노동수요량)

최저임금

W
*

(균형임금)

노동의
초과공급

W(임금)

2. 최저임금이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지역별, 업종별, 

시기별로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형태도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실증사례로 Card와 Krueger(1994)는 1992년 

미국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18% 인상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펜실

바니아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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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실제 미숙련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는 미숙련 노동시장은 다수의 근로자와 다수의 사업주들이 있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인상 또는 인하되더라도 이직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함

으로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즉 현실의 노동공급은 완전

탄력적이지 않다(박철호, 강상구, 2018).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이준구, 

2017). 수요독점자는 생산요소를 1단위 더 고용함으로써 얻는 수입인 

한계수입생산(MRP, Marginal Revenue Product)과 생산요소를 1단위를 더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인 한계요소비용(MFC, Marginal Factor Cost curve)

이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한다. 즉, 최저임금 시행 전에는 사업

주는 L1만큼 노동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시행 후에는 L2만큼 노동을 고용

하여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준구, 2017). 

<그림2-2> 최저임금 인상이 미숙련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수요독점 노동시장)

L(노동량)

S(공급곡선)

MRP
(한계수입생산곡선)

L2
(최저임금 시행 후
사업주의 노동수요량)

0 L1
(최저임금 시행 전

사업주의 노동수요량)

최저임금

W1

(최저임금
시행 전
임금)

고용증가분

MFC
(한계요소비용곡선)

A

B
C

최저임금 시행시 MFC

W(임금)

* 출처 : 이준구 미시경제학(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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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요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부족한 부존자원 및 높은 교육열 등

으로 인해 대학진학률은 1965년 32.3%에서 2000년에 68%로 2배 이상 급등

하였고, 2017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대학진학률 4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68.9%에 이르게 된다(통계청, 2018). 대학진학률의 급등은 

구직자들의 일자리 눈높이를 높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대학진학률

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공공부문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

(dangerous) 3D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해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제도는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이다. 하지만 민간 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 선발과정에서 잦은 비리 발생, 송출비용 

증가, 불법체류율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산업

연수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 한-

필리핀 MOU를 시작으로 최초 시행되고, 산업연수제는 2007년에 폐지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

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외교부·

법무부·지경부·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4)에서 심의·의결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주요 

4)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위원회 구성)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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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사항은 송출국가5) 지정 및 취소,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6) 및 규모,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의 경우, 송출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시험을 

합격한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를 3배수 내외로 알선시 

사업주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고, 송출국 현지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송출국 현지 사전교육 45시간을 이수하여 E-9비자를 받아야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할 수 있다. 

 2015년에는 한국어능력 외에 다양한 요소를 선호하는 사업주의 수요를 

반영하여 미얀마를 시범으로 한국어능력시험(1차 이론평가), 기능시험(2차 

실기평가), 직무능력평가(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직업훈련 수료자, 경력자)

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된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7)를 시행하였고, 2019년부터 전 

국가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취업 동포(H-2)제도는 주로 중국,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그간 

소외되어온 동포들에게 국내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송출국가에서 한국어시험없이 비자를 발급

받고 국내에 입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16시간을 

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

5) 2018년 현재 송출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으로 우리나라 보다 경제가 덜 발전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로 이루어져있다. 

6)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7)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평가항목 및 배점 

업 종 총점
1차
한국어
능력시험

2차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가점)

경력자 직업훈련
수료자

자격
소지자

제조업 200점 100점 100점 3점 1점 1점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200점 90점 110점 3점 1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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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특례고용가능 사업체(주로 서비스업)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주요 특징인 정주화 방지원칙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

(E-9)과 방문취업 동포(H-2) 모두 국내 체류가능기간은 3년+1년 10개월이나,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사업주의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 요구에 따라 2012년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 특례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없이 한 사업장

에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 출국 후 3개월이 경과

하면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 가능하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중 내국인 시장 잠식 방지를 위해 사업주는 워크넷8) 등을 통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4일,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 관련기관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부(송출국 

현지 한국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16개 송출기관, E-9 

취업교육기관(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

건설협회), 외국인력상담(지원)센터 등 아주 다양하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로서 관련 법 제·개정, 외국인력정책

위원회 운영, 송출국가와 MOU 체결 및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

하며, 고용지원센터는 고용허가서 발급업무를, 법무부는 CCVI(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송출국가 관리, 한국어시험 및 외국

인력 선발포인트제 집행,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대행, 방문취업 동포(H-2) 

취업교육, 체류 및 귀국지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 한국어시험에서 구직자

명부, 구직알선, 적격자 선정 등을 총괄하는 EPS(Employment Permit System)

시스템과 송출기관이 사용하는 구직자명부전송시스템인 SPAS(Sending 

Public Agency System)시스템 등 고용허가제 관련 전산시스템을 총괄 

관리한다. 16개 송출기관은 한국어시험 및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집행 

8) 워크넷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와 직업·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사이트(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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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송출대상 인력명부 송부, 송출국 현지 사전취업교육 등의 업무를, 

외국인력상담(지원)센터(9)는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2010년 9월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았고, 2011년 6월에는 UN으로부터 부패

방지 및 척결분야에서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가. 비자종류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비자종류에 따라 비전문 외국

인력(E-9), 방문취업(H-2)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전체 체류 등록외국인 

1,220,626명 중 비전문 외국인력(E-9)은 272,622명(22.3%), 방문동포(H-2)는 

236,948명(19.4%)으로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41.7%(509,570명)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 9월).  

<표2-1>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8. 9월말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E-7)

유학생
(D-2,D-4)

영주
(F-5)

결혼이민
(F-2,F-6) 기타

인원 1,220,626 272,622 236,948 44,140 151,456 139,759 163,253 212,448

비율 100.00% 22.33% 19.41% 3.62% 12.41% 11.45% 13.37% 17.40%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 9월

 비전문 외국인력(E-9)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 동포

(H-2)는 주로 중국,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그간 소외되어온 동포들에게 

국내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혜성 제도의 특징도 가지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비전문 외국인력(E-9)은 수요자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방문취업 동포(H-2)는 공급자인 해외동포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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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에서 비전문 외국인력(E-9)은 주로 제조업에, 방문취업 동포(H-2)는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표2-2> 비전문 외국인력(E-9)과 방문취업 동포(H-2) 비교

구분 E-9(일반고용허가제) H-2(특례고용허가제)

목적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 +　

해외동포에게국내취업기회확대

해당국가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주취업처 제조업 서비스업(음식점 등)

취업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고용허가제업종 + 음식점업
등일부서비스업추가

체류기간 3년+1년 10개월

도입한도 연간 쿼터(‘18년 5만 6천명) 총 체류인원(‘18년 303,000명)

 * 출처 : 법무부‘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지침서’ p.33 재구성

 특히, 2017. 11월 국내 체류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중 제조업에 종사

하는 비율은 E-9은 82%, H-2는 65%로 가장 높고(그림2-3), 2017년 비전문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면에서도 제조업9)은 7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2-3> 외국인근로자(E-9, H-2) 업종별 근무현황(20107. 11월기준) 

(단위 : 비율)

E-9 업종별 근무현황 H-2 업종별 근무현황

 

 * 출처 : e-나라지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E-9, H-2 직종별, 지역별 고용현황’ 

9) 2017년 고용허가제(E-9) 업종별 도입현황(50,837명) : 제조업 39,415명(77.5%), 건설업 
1,846명(3.6%), 농축산업 6,855명(13.5%), 서비스업 100명(0.2%), 어업 2,621명(5.2%)(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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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 외국인력(E-9)의 다음 연도 총 도입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근로자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하여 매년말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송출국가별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쿼터는 2012년부터는 

시행된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는 인력 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 근로자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 송출국의 고용허가제 운영능력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 송출국가

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불법체류율이 높으면 해당

국가는 도입 쿼터가 줄어들게 된다. 20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의 규모는 20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도 2018년 

총 체류한도를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다(고용부, 2017).

<그림2-4> 비전문 외국인력(E-9) 연도별 쿼터 및 도입인원
(단위 : 명)

 나. 합법여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등록 외국인은 합법여부에 따라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나뉜다.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경찰학사전). 2018. 9월 등록외국인 

1,220,626명 중 불법체류자는 89,660명으로 7.3% 수준이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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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도별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9월

등록
외국인(A)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5 1,220,626

불법
체류자(B)

92,562 95,637 93,924 84,969 75,241 82,837 89,660

불체율
(B/A)

9.9% 9.7% 8.6% 7.4% 6.5% 7.1% 7.3%

* 출처 : 법무부 2018. 9월 출입국 외국인력정책 통계월보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합법체류 외국인도 체류자격 외 근로활동을 

하거나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밀입국자, 체류기간 초과자, 

자격 외 활동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로 정의하였다(설동훈, 2018). 

 2017년 기준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82,837명 중 비전문취업(E-9)

이 45,387명으로 54.8% 대다수를 차지하며, 방문취업(H-2)이 2,282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별 현황(2017년 말 기준)

(단위 : 명, 비율)

계
비전문
(E-9)

일반
연수
(D-4)

선원
취업
(E-10)

거주
(F-2)

방문
동거
(F-1)

방문
취업
(H-2)

유학
(D-2)

기타

82,837 45,387 6,373 5,421 3,063 2,724 2,282 1,054 16,533
100.0% 54.8% 7.7% 6.5% 3.7% 3.3% 2.8% 1.3% 20.0%

* 출처 : 법무부 2017년 출입국 외국인력정책 통계연보

 2017년 말 기준 등록 비전문취업(E-9) 273,406명 중 16.6%인 45,387명, 

방문취업(H-2) 225,455명 중 1%인 2,282명이 불법체류자에 해당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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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취업(E-9)의 16.6%는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된다. 

반면, 방문취업(H-2)의 불법체류율은 1%로 낮아 불법으로 근로하는 방문

취업(H-2) 또한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통계와 EPS시스템 

통계를 비교해보면 실제 방문취업(H-2)의 불법 취업률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방문취업(H-2)의 경우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은 자격 외 활동자로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높다. 방문취업(H-2) 중 불법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누락, 4대 보험 미신고 등으로 인해 정부 전산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개시 신고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시스템)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

의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방문취업 동포(H-2)가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소득세 및 4대 보험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방문취업 

동포(H-2)에 대한 근로개시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있는 자료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근로개시 신고 누락,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실제 체류하고 있는 

등록10) H-2는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235,804명(‘17. 11월 기준)이나 

EPS시스템에 등록된 H-2는 36,151명(표 2-5)에 불과하게 된다. E-9은 외국인

근로자 본국에서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후 국내 입국 후 2박 3일 

취업교육(16시간)을 수료하자마자 바로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H-2는 국내 취업교육(16시간) 수료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을 하고 사업체를 알선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취업교육 후 바로 

구직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대기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H-2의 법무부 

통계와 고용부 통계간 차이가 199,653명(235,804명-36,151명)이나 발생하게 

10)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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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84.7%의 H-2에 대한 고용통계를 알 수 없고 이 중 일부는 취업

을 하지 않고 쉬고 있거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2-5>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근무현황(2017. 11월기준) 

(단위 : 명, 비율)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계
255,796 204,181 9,953 23,406 11,992 6,264

100.0% 79.8% 3.9% 9.2% 4.7% 2.4%

E-9
219,645 180,731 9,262 23,176 290 6,186

100% 82% 4% 11% 0% 3%

H-2
36,151 23,450 691 230 11,702 78

100% 65% 2% 1% 32% 0%

 * 출처 : e-나라지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E-9, H-2 직종별, 지역별 고용

현황’(EPS시스템 데이터 활용) 

 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실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표2-6)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2%, 300만원 이상이 3%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시 월 평균임금은 

상여금, 야근수당 등 비정기적 성격의 급여도 포함된 금액에 세금,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이기 때문에 비전문 외국인력(E-9)

의 월 평균임금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상여금, 야근수당 등 비정기적 성격의 급여는 

제외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급여 인상 

여부를 사업주 설문조사로 확인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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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2017년 비전문 외국인력(E-9) 월 평균임금 수준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인원 255.6 0.0 106.7 141.5 7.4
비율 100% 0% 42% 55% 3%

* 출처 : 통계청, 법무부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정기선(2013)의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가 내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69.1%), 장기간 안정적 고용의 어려움

(12.6%), 저임금(10.0%),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5.9%), 근면 성실

하기 때문에(1.5%),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하기 때문에(0.7%)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근로자 고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규용 외(2014)는 외국인근로자의 낮은 임금으로 내국인근로자 

보다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규용 외

(2014)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더 낮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 유사한 일을 하는 내국인근로자와 

비교할 때 생산성 차이보다 임금격차가 더 크고 그 결과 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라.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2018. 상반기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체 총 

68,390곳으로 경기도 28,952곳(42.3%), 경남 6,694곳(9.8%), 충남 4,978곳

(7.3%), 서울 4,351곳(6.4%), 경북 3,583곳(5.2%) 순으로 높았다(그림 2-5).

<그림2-5> 지역별 고용허가제 사업장 수(2018. 상반기 기준)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사업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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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월 기준 국내 근로 중인 비전문 외국인력(E-9)은 총 219,645명으로 

경기 90,403명(41%), 경남 26,883명(12%), 충남 17,912명(8%), 경북 15,154

명(7%), 충북 11,841명(5%)순으로 높다(표2-7).

<표2-7> 비전문 외국인력(E-9) 지역별, 업종별 근무현황(2107. 11월기준) 

(단위 : 명, 비율)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계 219,645 100% 180,731 100% 9,262 100% 23,176 100% 290 100% 6,186 100%

경기 90,403 41% 79,353 44% 3,208 35% 7,563 33% 159 55% 120 2%

경남 26,883 12% 22,617 13% 703 8% 2,389 10% 23 8% 1,151 19%

충남 17,912 8% 13,013 7% 666 7% 3,732 16% 9 3% 492 8%

경북 15,154 7% 12,083 7% 922 10% 1,710 7% 6 2% 433 7%

충북 11,841 5% 10,356 6% 185 2% 1,272 5% 22 8% 6 0%

인천 11,695 5% 11,247 6% 201 2% 94 0% 7 2% 146 2%

전남 9,165 4% 4,297 2% 547 6% 1,976 9% 14 5% 2,331 38%

부산 7,530 3% 6,694 4% 715 8% 83 0% 7 2% 31 1%

전북 6,558 3% 4,331 2% 69 1% 1,876 8% 5 2% 277 4%

대구 5,337 2% 5,214 3% 108 1% 11 0% 4 1% 0 0%

울산 3,919 2% 3,488 2% 309 3% 47 0% 3 1% 72 1%

광주 3,488 2% 3,232 2% 93 1% 154 1% 9 3% 0 0%

강원 3,132 1% 1,423 1% 342 4% 1,189 5% 4 1% 174 3%

제주 2,955 1% 953 1% 108 1% 929 4% 12 4% 953 15%

서울 2,005 1% 988 1% 993 11% 18 0% 6 2% 0 0%

세종 985 0% 791 0% 70 1% 124 1% 0 0% 0 0%

대전 683 0% 651 0% 23 0% 9 0% 0 0% 0 0%

 * 출처 : e-나라지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E-9, H-2 직종별, 지역별 고용
현황’(EPS시스템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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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월 기준 국내 근로 중인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36,151명으로 

경기 16,777명(46%), 서울 5,844명(16%), 충남 3,756명(10%), 충북 2,201명

(6%)순으로 높다(표2-8). 다만, H-2는 근로개시 신고를 누락하고 불법

체류하거나 취업교육(16시간) 완료 후 즉시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에 등록된 체류 H-2 235,804명(‘17. 11월 기준) 보다 적은 36,151명

(‘17. 11월 기준)에 대해서만 취업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2-8> 방문취업 동포(H-2) 지역별, 업종별 근무현황(2017. 11월기준) 
(단위 : 명, 비율)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계 36,151 100% 23,450 100% 691 100% 230 100% 11,702 100% 78 100%

경기 16,777 46% 11,854 51% 306 44% 78 34% 4,529 39% 10 13%

서울 5,844 16% 349 1% 126 18% 0 0% 5,369 46% 0 0%

충남 3,756 10% 3,236 14% 30 4% 31 13% 453 4% 6 8%

충북 2,201 6% 1,998 9% 29 4% 19 8% 154 1% 1 1%

경남 1,826 5% 1,604 7% 42 6% 17 7% 154 1% 9 12%

인천 1,690 5% 1,294 6% 24 3% 1 0% 369 3% 2 3%

경북 1,048 3% 910 4% 35 5% 17 7% 85 1% 1 1%

울산 812 2% 651 3% 22 3% 1 0% 137 1% 1 1%

부산 393 1% 331 1% 9 1% 0 0% 53 0% 0 0%

전남 389 1% 268 1% 6 1% 25 11% 54 0% 36 46%

전북 307 1% 209 1% 7 1% 18 8% 70 1% 3 4%

대구 290 1% 246 1% 5 1% 2 1% 37 0% 0 0%

강원 225 1% 119 1% 26 4% 16 7% 61 1% 3 4%

광주 219 1% 184 1% 12 2% 1 0% 22 0% 0 0%

세종 167 0% 133 1% 5 1% 0 0% 29 0% 0 0%

제주 111 0% 18 0% 4 1% 2 1% 81 1% 6 8%

대전 96 0% 46 0% 3 0% 2 1% 45 0% 0 0%

* 출처 : e-나라지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E-9, H-2 직종별, 지역별 고용

현황’(EPS시스템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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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사업장 수와 외국인근로자 수는 지역(시·도)별로만 관리되고 

있어 기업규모(종사자 규모)별 비율을 파악하긴 어렵다. 다만,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인 

사업체 비율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별 5인 이상∼9인 이하

(28%), 10인 이상∼19인 이하(31%), 20인 이상∼49인 이하(27%), 50인 이상

∼99인 이하(9%), 100인 이상∼199인 이하(4%), 200인 이상∼299인 이하

(1%)으로 종사자 49인 이하가 8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2-9>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인 제조업 사업체 비율(2015)
(단위 : 비율)

구분
5인∼
9인

10인∼
19인

20인∼
49인

50인∼
99인

100인∼
199인

200인∼
299인

100% 28% 31% 27% 9% 4% 1%

* 출처 : 중소기업청, 201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제 3 절 최저임금과 고용수요관련 선행연구

 세계화에 따라 국가간 자본, 노동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박래영

(1993)은 국가간 노동력 이동의 요인은 노동 송출국과 노동 수입국간 

취업기회, 임금수준, 외국인 취업관련 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문남철(2006)은 동아시아 지역 내 노동이동은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인력의 

우리나라 근로시 기대소득을 높여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력의 체류기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된 이래 30여년이 지났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영세사업주에게는 비용인상의 

부담을 주어 일자리를 줄이거나 노동강도를 높이고 불법고용과 같은 

비공식부문의 노동시장을 양산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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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고용수요간의 관계는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음(-)의 관계가 

주류이다. 하지만 특정지역, 업종, 기간 등에 따라 양(+)의 관계, 아무 관계 

없다 등의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1. 최저임금과 고용수요간 음(-)의 관계인 선행연구

 이정민, 황승진(2016)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업체규모, 근속연수)로 다르다는 것에 착안하여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각 집단별 

고용변화율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과 고용은 음(-)의 관계로 나타

났고,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약 0.14% 감소하며, 이러한 영향은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났다. 

 양지연(2017)은 한국노동패널자료(4~17차)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최저

임금제도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을 

비공식부문으로 정의하고, 공식, 비공식부문별 최저임금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식부문은 음(-)의 관계를 가지나, 비공식부문은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식부문의 비자

발적인 실업과 비공식부문의 자발적인 실업으로 인해 공식부문에서 비공식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표2-10> 최저임금과 고용수요 관련 선행연구 정리

구분
논문제목 및
저자

자료 및 조사항목 분석결과

음(-)의
관계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
nt (Brown et
al., 1982)

- ‘38년 FLSA에 의한 최저임금법
적용 이후 발표된 최저임금
관련 논문 100여 편을 정리,
발표

- 음(-)의 관계

- 최저임금 10% 인상시
청소년들의 고용은 1
∼3% 정도 감소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 ‘07년의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음(-)의 관계

- 임금은 1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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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문제목 및
저자

자료 및 조사항목 분석결과

(남성일,
2008)

- 수도권 지역의 132개 단지
아파트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직접 수집

되었지만 고용은 3.5%
감소

Is Minimum
Wage an
Effective
Anti-Poverty
Policy in
Japan?(Kaw
aguchi and
Mori, 2009)

- ‘82년에서 ’02년까지 5년 단위
의 일본의 고용가구조사
(Employment Structure
Survey: ESS) 자료를 이용

- 음(-)의 관계

- 중년의 기혼 여성
집단에서 영향률이
1% 증가할 경우 고
용률이 0.4∼0.8%p
감소

Minimum
wage in a
deflationary
economy:
The

Japanese
experience
(Kambayashi
et al., 2013)

- 1994년에서 2003년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후생노동청에서 주관하는 임금
구조기본조사 자료(BSWS) 활용

- 음(-)의 관계

-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성의 고용, 노동
시간, 신규고용을
감소시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강승복·박철성,
2015)

-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을청년층남성(18-24세),
청년층 여성(18-22세), 노년층
남성(60세 이상), 노년층 여성
(60세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

- 미약하지만 장기적인
음(-)의 효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정민,
황승진,
2016)

- 2006∼2014년「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
사회학 집단별(성별, 연령, 교육
수준, 사업체규모,　근속연수)로
다르다는 것을 활용, 각 집단별
고용변화율 파악

- 음(-)의 관계

- 최저임금이 1% 상승
하면 고용 약 0.14%
감소

- 여성, 고졸 이하, 청
년층과 고령층, 근
속기간이 짧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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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문제목 및
저자

자료 및 조사항목 분석결과

자, 5〜29인 사업체
에서 크게 나타남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
구원 양지연,
2017)

- 한국노동패널자료(4∼17차)를
활용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을
비공식부문으로 정의하고, 공식,
비공식부문별 최저임금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 공식부문 : 음(-)의
관계

- 비공식부문 :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함

양(+)의
관계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ard and
Krueger,
1994)

- 최저임금이 인상된 주(州)(뉴저
지주)와 인상되지 않은 인접한
주(州)(펜실바니아주)의 청소년
고용 비교

-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된 뉴
저지주의 고용이 그
렇지 않은 펜실바니
아주 보다 상대적으로
증가)

아무
관계
없음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유입
효과
(이병희,
2008)

- 2004년과 2005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

-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
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집단
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차상위 집단의 고용변화를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비교
분석

-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
구원 김주영
외, 2011)

- 한국노동패널(KLIPS) 조사 활용

- 실험군으로 다음 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반드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그룹을, 대조
군으로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반드시
다음 기에 인상이 필요하지는

- 고용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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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과 고용수요간 유의미하지 않다는 선행연구

 반면 홍민기(2018)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하여 2015∼2017년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이 7.5%일 때의 

고용추세와 비교하여 2018년 최저임금 8.91% 추가 증가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18. 3월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조정 수단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또는 최저임금 비

적용 근로자)에 대한 비용 조정, 기타비용(관리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조정, 노동생산성 향상(업무강도 강화), 생산물 가격인상, 사업주의 이윤 

감소 등 아주 다양하며, 영세사업장에서의 인력감축은 기존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규모가 큰 사업장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극대화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원 조정보다는 근로시간 

단축같은 다른 미세한 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제 4 절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 대체효과 관련 선행연구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수요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 내국인근로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구분
논문제목 및
저자

자료 및 조사항목 분석결과

않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그
룹으로 설정하여 분석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한국노동연
구원 홍민기,
2018)

- 2015∼2017년 지난 3년간 연
평균 증가율 7.5%일 때의 고
용추세와 비교하여 2018년 최
저임금 8.91% 추가 증가의 효
과를 추정

-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한
추세분석

- ‘18. 3월까지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량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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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연구에 앞서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대체효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목적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와 같은 이주노동자 제도의 기본원칙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내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해외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제도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이라는 노동시장 테스트(labor market test)를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워크넷11) 등을 통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4일,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듯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잠식하는지 여부 

즉,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할수록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체

관계인지,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면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도 함께 증가

하는 보완관계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기에 차별성을 가진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내국인근로자간의 고용이 대체효과인지, 보완효과

인지 여부는 업종별(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

구시기 및 연구방법에 따라 대체관계(한진희ㆍ최용석, 2006; 이규용 외, 

2011; 오준병, 2017; 이찬영, 조수영, 2017), 보완관계(조준모, 2004; 전재현, 

2012), 아무 관계없음(Okkerse, 2008; Kerr, 2011; 남성일, 2013) 또는 혼재된 

관계(권주안 외, 1995; 설동훈, 이해춘, 2005)의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가령 설동훈(2005)은 영세 제조업일수록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고용간 보완관계가, 종업원 규모가 증가할수록 약한 대체관계가 나타난

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결과로 오준병(2017)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고용간 대체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11) 워크넷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와 직업·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사이트(www.wor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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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김정호(2010)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간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영세기업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오준병(2017)의 연구는 고용허가제 시행 후 실시한 연구

라는 점에서 현재 여건이 보다 잘 반영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국내근로자가 비숙련일수록, 여성

근로자일수록, 영세기업일수록, 대체관계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2-11>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 대체효과 관련 선행연구 정리 

구 분
논문제목 및
저자

자료 및 조사항목 분석결과

아무
관계
없음

How to
Measure Labor
Market Effects of
Immigration : A
Review

(Okkerse, 2008)

- 시뮬레이션 분석과 계량
경제 분석 각각에 대해
서베이

- 이민의 노동시장 효과
에 대해 정리

- 이민이 고용 및 실업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없음

Economic
Impacts of
Immigration : A
Survey

(Kerr, 2011)

-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보완한
서베이 실시

-외국인이 내국인 고
용에 음(-)의 영향주
지 않음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남성일, 2013)

- 2005∼2010년까지의 패
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활
용

- 연구모형으로는 translog
생산함수 사용

-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모두 외국인력은 내
국인력과 유의미한
q-대체재, q-보완재
관계를 갖지 않음

대체
관계

국제노동 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한진희ㆍ최
용석, 2006)

- 1997∼2001년 동안 외국
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
부문 내국인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

- 남성 반숙련
(semi-skilled) 내국
인근로자가 산업연
수생에 의해 대체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KDI 유경준,
김정호, 2010)

- 2004. 8월∼2005. 12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고
용허가제 적용 산업 종사
자의 3%를 표본으로 추출
하여 활용

-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내국인근로
자와 대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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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논문제목 및
저자

자료 및 조사항목 분석결과

- 취업상태의 내국인근로자
가 실직 또는 이직으로
이행하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외국인
근로자의 변화율)를 분석
하는 기간모형(duration
model) 활용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 2011)

-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년,
2005년의 원시 자료를 이용

- 미미한 대체관계

- 생산기능직의 경우, 외
국인근로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내국인근로
자 실업전환 확률은
0.006 상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오준병, 2017)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 인천지역 중소기업
고용 및 임금 자료를 이용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인천지역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50인 미만 기업) 대체
효과( sub s t i t u t i o n
effect) 존재

: 외국인근로자 1%
증가시 내국인근로자
0.28%(30인 미만 사
업장), 0.5%(30인 이
상∼50인미만 사업
장) 감소

- (50인 이상 기업) 대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관계 분석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찬영, 조수영,
2017)

- 2008∼2015년까지 광주 및
전남 22개시군(총 23지역)
패널데이터 구축하여 활용

- 이원오차 고정효과 모형
및 패널 1차 차분 모형을
적용

- 전체 노동시장에선 대체
효과발견되지 않음

- 하위노동시장에서는
대체효과 발생

· (성별) 여성, (직업별)
기능기계조립 직종과
단순노무 직종, (산업
별) 제조업과 건설업
에서 대체효과 발생

보완
관계

외국인력의
내국인력에 대한 - 2003년에 실시한 ‘외국인 -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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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논문제목 및
저자

자료 및 조사항목 분석결과

대체성 분석
(조준모, 2004)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자료 활용

- translog 생산함수 활용 :
생산요소로는 생산직숙련,
생산직비숙련, 단순노무직,
사무관리, 외국인, 자본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산출로는 매출액을 사용

내국인과 q-보완재 :
외국인 증가에 따라
내국인의 고용이 상대
적으로 더 증가

- 제조업에선 보완관계,
그 외 직종은영향없음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과 시사점
(전재현, 2012)

- 2010년 경기도 31개 시·군
취업률 및 외국인 고용률
자료를 사용하여 횡단면
분석

- 보완관계

혼재

외국인 노동의
대체성 분석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권주안ㆍ이번송
ㆍ조준모, 1995)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 최초
의 실증연구

- 전체 사업장에서 약한
대체관계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보완성이 강하게
나타남

외국국동포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사회․경제 효과
분석

(설동훈, 이해춘,
2005)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3년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기업체조사’
의 원자료에 수록된 469
개 제조업체와, 2005년에
실시한 ‘재외동포 노동자
고용 실태 조사’ 자료 중
61개 건설업체와 50개
음식점의 자료를 활용

- 힉 스 부 분 보 완 탄 력 성
(Hicks partial elasticity of
complementarity)을 활용,
내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근로자간의대체성추정

- (제조업)

· 영세기업일수록 보완
관계

·종업원 규모가 증가
할수록 약한 대체관계

- (건설업) 약한대체관계

- (음식업) 약한보완관계

· (1∼2인 소규모 음식점)
보완관계

· (규모가 큰 음식점)
대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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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고용허가제 개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 대체효과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2004년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력(E-9, H-2)은 2018. 9월 기준 509,570명으로 국내 3D 

제조업에 주로 근무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비전문취업(E-9) 중 16.6%가 불법체류자이며, 방문취업

(H-2) 중 불법근로자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과 고용수요간의 관계는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음(-)의 관계가 

주류이다. 하지만 특정지역, 업종, 기간 등에 따라 양(+)의 관계, 아무 관계없다 

등의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내국인근로자간의 

고용 또한 대체효과인지, 보완효과인지 여부는 업종별(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구시기 및 연구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대상이 내국인근로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988년 도입되어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제의 연구대상은 여전히 내국인근로자에 국한되어 있었다. 3D 영세한 

제조업체에 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최저

임금 인상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되어 14여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고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4년 10개월 국내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패널데이터 또한 부족하여 최저임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두 번째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 대체효과 관련 선행연구시 표본이 다른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EPS시스템에선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자료와 매출액을 알 수 없다. 남성일(2013)은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체하는지

에 대한 연구에서 외국인 데이터, 내국인 데이터, 자본 데이터를 각각 

다른 곳에서 구해 연결하여 사용하게 된다. 매칭과정에서 자료의 손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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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생하였고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내국인, 외국인근로자간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연구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시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표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1.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의 관계

 최저임금과 고용과는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시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노동의 초과공급은 실업으로 이어지는 음(-)의 관계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Brown et al.,1982; 남성일, 2008; Mori, 

2009; Kambayashi 2013; 강승복 외, 2015; 이정민 외 2016; 양지연, 2017).

하지만 최저임금과 고용수요간의 관계는 특정지역, 업종, 기간 등에 따라 

양(+)의 관계, 아무 관계 없다 등의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Card and 

Krueger, 1994; 이병희, 2008; 김주영, 2011; 홍민기, 2018). 이준구(2017)는 

미숙련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 실시는 이론적으로는 미숙련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임금상승의 부담을 스스로 흡수하고 고용감소로 

대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주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적 원리

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시 노동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세웠다.

연구문제 1.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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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제조업 외국인근로자(E-9, H-2)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2.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영향을 주는 정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대응한다면 사업주는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중 누구를 먼저 해고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내국인근로자간의 고용이 대체효과인지, 보완효과

인지 여부는 업종별(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구시기 및 연구방법에 따라 대체관계, 보완관계 또는 혼재된 관계의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관련 비숙련일수록, 영세기업일수록, 대체관계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이라는 선행연구(한진희, 2006; 유경준 외, 2010; 

이규용 외, 2011; 오준병, 2017; 이찬영 외, 2017)와 외국인근로자의 낮은 

임금으로 사업주가 내국인근로자 보다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이규용 외, 2014)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 

보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폭 보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는 가정이다.

 만약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가 내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할 것

이라는 가정이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사업주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양지연

(2017)은 최저임금 준수가 비교적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체를 비공식 부문

으로 가정하여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시 

공식부문의 비자발적 실업과 비공식부문으로 노동력 이동을 확인한 바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의 16.6%가 불법체류 근로자이고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국내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근로자 시장을 비공식부문으로 내국인

근로자 시장을 공식부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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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인 내국인근로자 시장은 음(-)의 효과가 비공식부문인 외국인근로자 

시장에서 유의하지 않거나 양(+)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준구(2017)는 최저임금제 실시로 미숙련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미숙련

노동자인 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하고 숙련노동자인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킬 여지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가 더 비싸고 장기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내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문제 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E-9, H-2), 

내국인근로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가설 2. 최저임금 인상시 제조업체의 외국인근로자(E-9, H-2) 보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뿌리산업의 조절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때 뿌리산업 여부에 따라 조절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내국인 구인노력이라는 노동시장 테스트(labor market test)를 거쳐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워크넷12) 등을 통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4일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의 

유보임금률13)(reservation wage rate)을 넘어서면 내국인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에까지 진입하게 된다.

12) 워크넷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와 직업·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사이트(www.worl.go.kr)

13) 이준구(1989)는 유보임금률은 임금률이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노동시장
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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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업무강도로 인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더라도 내국인근로자는 

뿌리산업 제조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뿌리산업 

제조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일자리는 일반 

제조업체보다 덜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3. 최저임금 인상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울수록(뿌리산업), 

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E-9, H-2)

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3-1> 연구분석 모형

독립변수(X)

⇨
종속변수(Y)

· 최저임금(Xt)

- 2015년 : 5,580원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외국인근로자고용(Y1t)

·내국인근로자고용(Y2t)

- 2015, 2016,
2017, 2018년말
고용인원

⇧
통제변수(Z) 조절변수(M)

· 사업체의 규모

-매출액(Z1t)

· 설비혁신 (Z2t)

· 고용제한 (Z3t)

· 일자리안정자금(Z4t)

· 내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정도(뿌리산업 여부)(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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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t = β0 + β1˙Xt + β2˙Mt + β3˙Xt˙Mt + (β4˙Z1t + β5˙Z2t + β6˙Z3t 

+ β7˙Z4t) +ε

Y2t = β0 + β1˙Xt + β2˙Mt + β3˙Xt˙Mt + (β4˙Z1t + β5˙Z2t + β6˙Z3t 

+ β7˙Z4t) +ε

Y1t : t기의 외국인근로자의 수, Y2t : t기의 내국인근로자의 수

t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β0 : 상수,  βk : 각 변수의 회귀계수

Xt : t기의 최저임금액

Mt : t기의 내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정도(뿌리산업 여부)

Z1t : t기의 사업체의 매출액, Z2t : t기의 사업체의 설비혁신 여부, Z3t : 
t기의 사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여부, Z4t : t기의 사업체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여부

Xt˙Mt : 최저임금(독립변수)과 내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정도(조절
변수)간의 상호작용항 

ε: 오차항

 설문조사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TATA 통계패키지를 활용

하고, 결측치가 있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및 조절변수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외국인 

및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정도(뿌리산업)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여 회귀계수의 해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길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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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1. 조사대상의 선정 

 표본추출단위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 전국 소재 제조업 

사업체이며, 표본추출방법은 할당표본추출을 활용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하여 표본추출 프레임으로 

고용노동부의 2018년 강소기업 명단(25,900개),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 

지역별 제조업 공장등록현황 명단,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의 

조합원 현황(544개) 등을 활용하였다.    

 제조업 공장등록현황 명단 등을 활용하여 사업특성별(뿌리산업 사업체, 

뿌리산업이 아닌 제조업체), 기업규모별(인원)로 계층을 구분(표 3-1)하고 

계층별로 모집단의 비율14)에 따라 조사대상 10,000개를 추출하였다.  

2016년 기준 뿌리산업 기업은 총 25,787개사로 제조업의 6.2%을 차지

한다(2018년 뿌리산업백서). 계층별로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 조사대상을 

추출시 뿌리산업의 표본수가 너무 적게 추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본추출시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다(표 3-1).

<표 3-1> 조사대상 할당

(단위 : 개, %)

기업규모(총 고용인원수) 소 계 뿌리산업(20%) 그 외(80%)

소 계(100%) 10,000 2,000 8,000

5∼9인(28%) 2,800 560 2,240

10∼19인(31%) 3,100 620 2,480

20∼49인(27%) 2,700 540 2,160

50∼99인(9%) 900 180 720

100∼199인(4%) 400 80 320

200∼299인(1%) 100 20 80

14) 중소기업청의 201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시 응답 비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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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은 남성일(2008)이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활용한 설문문항과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시 설문지(정기선, 2013)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아울러, 설문문항의 세부작성기준은 고용부의‘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조사표’, 중소기업중앙회의‘2018년 

중소제조업 상반기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 임금조사표와 법무부의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의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친 영향 파악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표3-2> 설문조사표의 구성 
문항내용 문항번호 변수 비고(2015∼2018)

사업체 일반사항 1(①∼⑥) - 사업자번호,
회사명, 주소 등

외국인근로자

총 인원

2

⑦ 종속
변수

4개년 연도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급여 ⑧ -
4개년 연도별1인당 월평균 총

근무시간 ⑨ -

내국인근로자
총 인원

3
⑩ 종속

변수
4개년 연도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총
근무시간 ⑪ -

4개년 연도별
내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정도 뿌리산업

4

⑫ 조절
변수

최저임금 인상관련 보조금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여부

⑬

통제
변수

2018년만 파악(2018년
도입된 제도임)

매출액 변동현황 ⑭
4개년 연도별설비혁신 여부 ⑮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16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인상 여부 ◯17 - 4개년 연도별

인

식

조

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 5

-
조사결과 해석을
위한 사업주
인식조사

근로자 해고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중 해고순서와 이유 6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7

최저임금 인상시 경영상 대응전략 8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시 영향요인 9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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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표본추출단위인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경험이 4년 이상 

있는 전국 소재 제조업 사업체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의 매년 

말 기준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와 내국인근로자의 수로 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수는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파견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불법체류자 등도 

모두 포함한다(표3-3). 근로자 수 산정시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해 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만 파악하고, 본사, 지사 등을 포함한 기업 전체를 파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체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외부의 파견·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수는 포함한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설문조사표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 수를 산정할 가능성은 낮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밀입국자, 체류기간 초과자, 자격 외 활동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로 정의하였다(설동훈, 2018). 2017년말 기준 비전문 

외국인력(E-9) 중 불법체류율은 16.6%이다(법무부).  

 또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합법과 불법근로자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내국인근로자의 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의 안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2017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사업체조사표 기준(표 3-3)을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E-9, 

H-2)는 고용기간의 제한(4년 10개월)이 있으므로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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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설문조사표를 통한 자료 확보 외에 2018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은 워크넷에서, 사업체의 총 고용인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15)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다만, 워크넷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과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과 불법체류자 현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또한 국내 중소기업 중 58.8%의 현황

만 확인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표3-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용어 정의

15) http://sminfo.mss.go.kr/

고용형태별 용어의 정의

정규직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
(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비
정
규
직

근
로
자

기간제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
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
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
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일 일
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용 역
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파 견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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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2017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조사표 및 

실무노동용어사전(2014)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2015~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다. 각 연도별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표3-4).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로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액은 2016년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7.3%의 2배가 넘는 

급격한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매우 유용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시 2015년 1,166,220원, 2016년 1,260,270원, 2017년 1,352,230원, 

2018년 1,573,770원이다.

<표 3-4> 최저임금 변동추이

(단위 : 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간급
최저임금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전년대비
인상률(%) 2.75 5.10 6.00 6.10 7.20 7.10 8.10 7.30 16.4 10.9

월급(209
시간기준) 858,990 902,880 957,220 1,015,740 1,088,890 1,166,220 1,260,270 1,352,230 1,573,770 1,745,150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형태별 용어의 정의

근로자
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
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
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
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의류·모
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 45 -

3.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내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정도(뿌리산업) 여부로 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고용부에서는 업종 특성상 인력부족 정도가 타 업종보다 심각한 뿌리

산업에 대해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

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표3-5)의 6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상향 인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뿌리산업 기업은 

총 25,787개사로 제조업의 6.2%를 차지한다(2018년 뿌리산업백서). 

<표3-5> 2018년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출처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59호

4. 통제변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저임금 외에 

사업체의 매출액, 인원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분석시 

최저임금 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통제변수는 조사대상 제조업 사업체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각 연도별 설비혁신 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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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여부로 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사업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고용은 증가하고,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감소보다 근로시간 조정 등 미세한 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홍민기, 2018)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

관계 파악시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혁신이 이루어진 경우, 고용은 감소하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고 무인결제시스템(Kiosk)을 도입할 수 있다. 

매출액은 설문조사 외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에게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는 2018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다 

2019년까지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6)).

 최저임금 인상관련 보조금(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줄어들어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는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고용인원과의 인과

관계 파악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

<표3-6> 변수의 조작적 정의

16) http://jobfunds.or.kr/

구 분 분 류 측정지표

종속
변수

외국인근로자고용 해당연도 매년 말 외국인근로자 수(로그값)

내국인근로자고용 해당연도 매년 말 내국인근로자 수(로그값)

독립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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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 통계분석

1. 표본의 선정 및 조사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에 소재하는 외국인(E-9, H-2) 고용 

제조업체 111개의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관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패널자료이다. 

 조사대상은 고용노동부의 2018년 강소기업 명단(25,900개), 공공데이

터포털의 전국 지역별 제조업 공장등록현황 명단, 한국금형공업협동

조합 홈페이지의 조합원 현황(544개) 등을 외국인고용 사업장 비율과 

뿌리산업 비율로 할당한 10,000개 제조업체였다. 

구 분 분 류 측정지표

변수
최저임금액(단위 : 천원)
(2015년 : 5,580원,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조절
변수

내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사업(1=해당, 0=해당없음)

통제
변수

사업체
규모

매출액
해당연도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매출액(단위
: 천만원)(로그값)

설비혁신 여부
해당연도별 노동력을 절감하는 설비혁신 여부
(예시 :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 설비라인
개선, 자동화 등)(1=설비혁신, 0=해당없음)

고용제한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여부
(1=해당, 0=해당없음)

최저임금인상관련
보조금수령여부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여부(1=수령, 0=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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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2018. 12. 23.부터 2019. 2. 18.동안 이메일, 웹팩스, 우편발송, 

방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선

으로 사업체에 대해 협조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방문을 병행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20개였으나, 내국인만 고용하거나 2015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변화

에 따른 고용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설문지는 제외하여 균형패널

(balanced panel)을 구성할 수 있는 설문지는 총 111개였다. 응답한 

외국인고용 제조업체는 서울‧경기권이 66개(59%), 경상권 33개(30%), 

전라권 6개(5.5%), 충청권 6개(5.5%)로 나타났다.

<표4-1> 지역별 응답 사업체 수

(단위 : 개, %)

 기업규모(총인원)별 응답 사업체 수는 20~49인 32%, 10~19인 23%, 

1~9인 21%, 50~99인 18%, 100~199인 5%, 200~299인 1%를 차지하였다.

<표4-2> 기업규모(총인원)별 응답 사업체 수

(단위 : 개, %)

총 고용인원 계 2015 2016 2017 2018

계 444(100%) 111(100%) 111(100%) 111(100%) 111(100%)

1∼9인 92(21%) 24(22%) 23(21%) 23(21%) 22(20%)

10∼19인 103(23%) 27(24%) 27(24%) 24(22%) 25(23%)

20∼49인 141(32%) 34(30%) 34(31%) 37(33%) 36(32%)

50∼99인 82(18%) 21(19%) 20(18%) 20(18%) 21(19%)

100∼199인 21(5%) 4(4%) 5(5%) 6(5%) 6(5%)

200∼299인 5(1%) 1(1%) 2(2%) 1(1%) 1(1%)

지 역 계 서울‧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사업체수 111 66 33 6 6

비 율 100% 59% 30% 5.5% 5.5%



- 49 -

2. 기술통계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분포곡선의 찌그러진 정도인 왜도

(skewness)가 절대값이 3, 분포곡선의 뽀족한 정도인 첨도(Kurtosis)가 

절대값이 10을 벗어나 정규분포가 아닌 고용인원, 월 근로시간, 매출액

변수에 대해서는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시 로그값을 취해 분석하였다. 

다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변수들은 로그값이 아닌 결과값을 그대로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종속변수(고용인원)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사업체별 총 고용인원의 평균은 2015년 36.16명에서 2017년 38.6명으로 

증가하다 2018년 37.68명으로 감소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평균은 2015년 

8.09명, 2016년 8.93명, 2017년 8.88명, 2018년 9.02명으로 꾸준히 증가

하였다. 반면 내국인근로자 연도별 고용인원의 평균은 2015년 28.06명에서 

2017년 29.7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 28.73명으로 감소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연도별 고용인원의 표준편차는 7.34명~7.64명으로, 내국인

근로자 연도별 고용인원의 표준편차는 36.47명~39.53명으로 나타났다.

<표4-3> 연도별 고용인원
(단위 : 개, 명)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표본수 444 111 111 111 111

평균 37.65 36.16 38.17 38.60 37.68

중앙값 23 23 21 23 25

표준편차 41.91 41.28 43.85 42.58 40.36

최소값 2 2 3 3 2

최대값 264 240 264 253 250

왜도 2.60 2.62 2.71 2.53 2.53

첨도 11.16 11.02 11.70 10.5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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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도별 고용인원 변화추세
(단위 : 명)

 외국인근로자 연도별 월 근로시간의 평균은 2015년 247.13시간에서 

2018년 241.34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내국인근로자 연도별 월 근로시간의 

평균 또한 2015년 234.82시간에서 2018년 230.44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연도별 월 근로시간 표준편차는 36.93시간~39.90시간으로, 

내국인근로자의 연도별 월 근로시간 표준편차는 31.05시간~33.21시간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외국인
근로자

표본수 442 111 110 111 110

평균 8.73 8.09 8.93 8.88 9.02

중앙값 6 5 7 6 7

표준편차 7.50 7.44 7.63 7.64 7.34

최소값 1 1 1 1 1

최대값 44 44 43 40 40

왜도 1.86 2.11 2.01 1.75 1.58

첨도 7.35 8.80 8.41 6.44 5.80

내국인
근로자

표본수 444 111 111 111 111

평균 28.95 28.06 29.31 29.72 28.73

중앙값 15 14 14 16 15

표준편차 37.83 37.19 39.53 38.55 36.47

최소값 1 1 1 1 1

최대값 234 216 234 223 221

왜도 2.81 2.78 2.91 2.71 2.78

첨도 12.08 11.84 12.73 11.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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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연도별 월 근로시간

(단위 : 개, 시간)

<그림 4-2> 연도별 월 근로시간 변화추세

(단위 : 시간)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외국인
근로자

표본수 442 111 110 111 110

평균 245.10 247.13 247.25 244.65 241.34

중앙값 240 240 240 240 240

표준편차 38.45 39.85 39.90 36.93 37.27

최소값 160 184 180 190 160

최대값 401 391 396 401 400

왜도 1.04 1.12 .93 1.07 1.02

첨도 4.78 4.77 4.20 5.00 5.20

내국인
근로자

표본수 444 111 111 111 111

평균 233.21 234.82 234.67 232.90 230.44

중앙값 225 230 230 221 220

표준편차 31.83 33.21 32.09 31.05 31.17

최소값 168 168 176 176 170

최대값 370 360 370 366 360

왜도 1.14 1.05 1.18 1.16 1.18

첨도 4.89 4.27 5.11 5.14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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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최저임금)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각 연도별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이다(표4-5). 최저임금 산정시 월평균 

급여는 상여금, 야근수당 등 비정기적 성격의 급여는 제외된다.

<표4-5> 최저임금 기술통계량
(단위 : 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시간급 최저임금 5,580 6,030 6,470 7,530
전년대비 인상률(%) 7.10 8.10 7.30 16.4
월급(209시간기준) 1,166,220 1,260,270 1,352,230 1,573,770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하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한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응답의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세, 4대 보험을 제외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한 1인당 월평균 급여로 상여금, 야근수당 등 비정기적 성격의 급여

를 포함하였다. 외국인근로자 평균 월급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2015년 

2,016천원에서 2018년 2,497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변수의 분포곡선이 찌그러진 정도인 왜도(skewness)는 절대값이 3, 

분포곡선의 뽀족한 정도인 첨도(Kurtosis)는 절대값이 10을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변수가 정규분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평균 월급은 왜도 0.62, 첨도 3.76임으로 정규분포를 이룬다.

<표4-6>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평균 월급
(단위 : 개, 천원)

연도 표본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계 442 2,243 2,200 534 1,166 4,260 .62 3.76

2015 111 2,016 2,000 478 1,166 4,260 1.16 7.19

2016 110 2,173 2,113 500 1,260 3,882 .68 4.33

2017 111 2,289 2,250 490 1,352 3,672 .25 2.96

2018 110 2,497 2,438 555 1,573 4,118 .46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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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평균 월급 변화추세

(단위 : 천원)

3) 조절변수(뿌리산업)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이 연구의 조절변수는 뿌리산업 여부이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0, 

해당되는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응답한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 111개 

중 뿌리산업인 경우는 31개(28%), 일반 제조업인 경우는 80개(72%)를 차지

하였다.

<표4-7> 기업규모(총인원)별 뿌리산업 여부

(단위 : 개, %)

기업규모(총인원) 소 계 뿌리산업 그 외

계 111(100%) 31(28%) 80(72%)

1∼9인 23(21%) 7(30%) 16(70%)

10∼19인 27(24%) 4(15%) 23(85%)

20∼49인 34(31%) 14(41%) 20(59%)

50∼99인 20(18%) 4(20%) 16(80%)

100∼199인 5(5%) 2(40%) 3(60%)

200∼299인 2(2%) 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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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매출액, 설비혁신, 고용제한 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이 연구의 통제변수는 매출액, 설비혁신, 외국인 고용제한 여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여부이다. 통제변수인 매출액 평균은 2015년 114.13억원에

서 2017년 132.98억원으로 증가한 후 2018년 128.83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매출액의 표준편차는 183.2억~219.12억원으로 나타났다.

<표4-8> 연도별 매출액

(단위 : 개, 억원, %)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표본수 444 111 111 111 111

평균 125.27 114.13 125.14 132.98 128.83

중앙값 47.5 47 48 54 46

표준편차 209.27 183.20 217.17 219.12 217.80

최소값 .6 .6 .8 1 1

최대값 1670 1010 1532 1574 1670

왜도 3.85 3.18 3.90 3.73 4.21

첨도 21.99 13.94 21.31 20.74 26.27

<그림 4-4> 연도별 매출액 변화추세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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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혁신 여부는 2015년 17건(15%), 2016년 17건(15%), 2017년 22건

(20%), 2018년 27건(24%)으로 점점 증가하였다.

<표4-9> 연도별 설비혁신 여부

(단위 : 건, %)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444(100%) 111(100%) 111(100%) 111(100%) 111(100%)

설비혁신 83(19%) 17(15%) 17(15%) 22(20%) 27(24%)
해당없음 361(81%) 94(85%) 94(85%) 89(80%) 84(76%)

 응답한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 111개 중 불법체류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거나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총 14건 발생하였다. 

<표4-10> 연도별 외국인고용 제한여부

(단위 : 건, %)

구 분 계 2015 2015 2017 2018
계 444(100%) 111(100%) 111(100%) 111(100%) 111(100%)

고용제한 14(3%) 2(2%) 4(4%) 5(5%) 3(3%)
해당없음 430(97%) 109(98%) 107(96%) 106(95%) 108(97%)

 2018년부터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38개(34.2%), 

미수령한 사업체는 73개(65.8%)를 차지하였다.

<표4-11>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여부

(단위 : 개, %)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444(100%) 111(100%) 111(100%) 111(100%) 111(100%)

안정자금수령 38(8.6%) 0(0%) 0(0%) 0(0%) 38(34.2%)

해당없음 406(91.4%) 111(100%) 111(100%) 111(100%) 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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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분석

 연속형 변수인 고용인원과 월 근로시간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고용인원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내국인근로자

(28.95명)와 외국인근로자(8.73명)의 고용인원 차이(20.22명)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Pr=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245.1시간)와 내국인근로자(233.21시간)의 월 평균 근로시간 차이

(11.88시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r=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 보다 월 평균적 11.88시간 더 근무한다고 볼 수 있다.

<표4-12> 고용인원 및 월 근로시간 차이

(단위 : 명, 시간)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 다중공선성 검증

 회귀계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변하는 크기이다. 하지만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여 회귀계수의 신뢰성이 낮아진다(고길곤, 2017).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계수

를 측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때 발생

한다(최현보, 2014). 아울러 왜도(skewness)가 절대값이 3, 분포곡선의 

뽀족한 정도인 첨도(Kurtosis)가 절대값이 10을 벗어나 정규분포가 아닌 

고용인원, 월 근로시간, 매출액변수에 대해서는 상관관계 분석시 로그

값으로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이상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아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구 분 고용인원 월근로시간

내국인근로자 평균 28.95 233.21

외국인근로자 평균 8.73 245.10

차이(내국인-외국인) 20.22 -11.88

t-검정(P-value)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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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종속변수가 총인원(외국인근로자+내국인근로자)일 경우의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인 총인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 변수는 통제변수인 매출액, 설비혁신, 안정자금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총인원과 통제변수인 매출액은 높은 정(+)의 상관관계

(r=0.78, p<0.00)가 있었으며, 종속변수인 총인원과 통제변수인 설비혁신은 

낮은 정(+)의 상관관계(r=0.08, p<0.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총인원과 통제변수인 안정자금은 낮은 부(-)의 상관관계

(r=-0.14, p<0.0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최저임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통제변수인 설비혁신과 안정자금이었다. 독립변수인 최저임금은 통제

변수인 설비혁신과 낮은 정(+)의 상관관계(r=0.09, p<0.01)가 있었으며, 

통제변수인 안정자금과는 정(+)의 상관관계(r=0.48, p<0.0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인 뿌리산업은 통제변수인 설비혁신과 낮은 정(+)의 

상관관계(r=0.15, p<0.00)가 있었으며, 통제변수인 매출액과 통제변수인 

안정자금은 낮은 부(-)의 상관관계(r=-0.18,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제변수인 설비혁신과 안정자금도 낮은 정(+)의 상관관계(r=0.07, 

p<0.02)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13>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표(전체)

***p<0.01, **p<0.05, *p<0.1

변수 총인원
(로그)

최저
임금 뿌리 매출액

(로그)
설비
혁신

고용
제한

안정
자금

총인원
(로그) 1

최저
임금

0.02
1

0.49

뿌리
0.04 -0.00

1
0.18 1.00

매출액
(로그)

0.78*** 0.02 -0.00
1

0.00 0.45 0.99
설비
혁신

0.08** 0.09*** 0.15*** 0.02
1

0.01 0.01 0.00 0.46
고용
제한

0.01 0.01 0.00 -0.03 0.05
1

0.62 0.82 0.95 0.36 0.09
안정
자금

-0.14*** 0.48*** 0.02 -0.18*** 0.07** -0.01
1

0.00 0.00 0.50 0.00 0.0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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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종속변수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일 경우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통제변수인 매출액, 안정자금이었다. 

종속변수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과 통제변수인 매출액은 높은 정(+)

의 상관관계(r=0.59, p<0.00)가 있었으며, 종속변수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과 통제변수인 안정자금은 낮은 부(-)의 상관관계(r=-0.13, p<0.0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최저임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통제변수인 설비혁신과 안정자금이었다. 독립변수인 최저임금은 통제

변수인 설비혁신과 낮은 정(+)의 상관관계(r=0.09, p<0.05)가 있었으며, 

통제변수인 안정자금과는 정(+)의 상관관계(r=0.47, p<0.0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인 뿌리산업과 통제변수인 설비혁신은 낮은 정(+)의 

상관관계(r=0.15, p<0.00)가 있었으며, 통제변수인 매출액과 통제변수인 

안정자금은 낮은 부(-)의 상관관계(r=-0.18,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4>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표(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변수 인원
(로그)

최저
임금 뿌리 매출액

(로그)
설비
혁신

고용
제한

안정
자금

인원
(로그) 1

최저
임금

0.05
1

0.28

뿌리
0.06 -0.00

1
0.14 1.00

매출액
(로그)

0.59*** 0.02 -0.00
1

0.00 0.59 0.99

설비
혁신

-0.03 0.09* 0.15*** 0.02
1

0.48 0.05 0.00 0.60

고용
제한

-0.01 0.01 0.00 -0.04 0.07*
1

0.70 0.82 0.95 0.36 0.09

안정
자금

-0.13*** 0.47*** 0.02 -0.18*** 0.08* -0.00
1

0.00 0.00 0.60 0.00 0.09 0.84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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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종속변수가 내국인근로자 고용인원일 경우 변수들간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인 내국인근로자 고용인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통제변수인 매출액, 설비혁신, 안정자금

이었다. 종속변수인 내국인근로자 고용인원과 통제변수인 매출액은 높은 

정(+)의 상관관계(r=0.75, p<0.00)가 있었으며, 종속변수인 내국인근로자 

고용인원과 통제변수인 설비혁신은 낮은 정(+)의 상관관계(r=0.12, 

p<0.01), 종속변수인 내국인근로자 고용인원과 통제변수인 안정자금은 

낮은 부(-)의 상관관계(r=-0.1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최저임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통제변수인 설비혁신과 안정자금이었다. 독립변수인 최저임금은 통제

변수인 설비혁신과 낮은 정(+)의 상관관계(r=0.09, p<0.05)가 있었으며, 

통제변수인 안정자금과는 정(+)의 상관관계(r=0.48, p<0.0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인 뿌리산업과 통제변수인 설비혁신은 낮은 정(+)의 

상관관계(r=0.15, p<0.00)가 있었으며, 통제변수인 매출액과 통제변수인 

안정자금은 낮은 부(-)의 상관관계(r=-0.17,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5>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표(내국인근로자의 경우)

변수 인원
(로그)

최저
임금 뿌리 매출액

(로그)
설비
혁신

안정
자금

인원
(로그)

1

최저
임금

0.01
1

0.68

뿌리
0.03 -0.00

1
0.40 1.00

매출액
(로그)

0.75*** 0.02 -0.00
1

0.00 0.59 0.99

설비
혁신

0.12** 0.09* 0.15*** 0.02
1

0.01 0.05 0.00 0.60

안정
자금

-0.12*** 0.48*** 0.01 -0.17*** 0.07
1

0.01 0.00 0.67 0.00 0.11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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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분석 : 가설의 검증

1.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의 관계

 첫 번째 가설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제조업 외국인근로자(E-9, H-2)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모(매출액), 설비

혁신 여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2015년~2018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이 얼마나 변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

력은 36%(R2=0.36)로 VIF 또한 1.01~1.37로 10을 초과하지 않아 회귀모형

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최저임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β=0.06, p<0.12)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표4-16>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p<0.01, **p<0.05, *p<0.1

구 분 변수명 B β t P VIF

종속변수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로그)

독립
변수 최저임금(천원) .07 .06 1.53 0.12 1.33

조절
변수 뿌리산업 .14 .08 2.07 0.03** 1.02

통제
변수

매출액(로그) .33 .58 14.83 0.00*** 1.06

설비혁신 -.13 -.06 -1.62 0.10 1.04

고용제한 .05 .01 0.27 0.78 1.01

일자리안정자금 -.15 -.05 -1.17 0.24 1.37

상수항 -.73

R-squared 0.36

Adj R-squared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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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영향을 주는 정도

 두 번째 가설인 “최저임금 인상시 제조업체의 외국인근로자(E-9, H-2) 

보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이 가설은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폭 보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증가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내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

력은 58%(R2=0.58)로 VIF 또한 1.02~1.37로 10을 초과하지 않아 회귀모형

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최저임금과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01, p<0.73). 고용제한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

가 발생하여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표4-17> 최저임금이 내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p<0.01, **p<0.05, *p<0.1

 즉,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이 증가하고(β

=.06, p<0.12), 내국인근로자는 고용이 감소(β=-.01, p<0.73)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 분 변수명 B β t P VIF

종속변수 내국인근로자 고용인원(로그)

독립
변수 최저임금(천원) -.02 -.01 -0.34 0.73 1.33

조절
변수 뿌리산업 .06 .02 0.79 0.43 1.02

통제
변수

매출액(로그) .63 .75 23.93 0.00*** 1.05

설비혁신 .30 .09 3.16 0.00*** 1.03

일자리안정자금 .02 .01 0.19 0.85 1.37

상수항 -1.17

R-squared 0.58

Adj R-squared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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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외국인+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

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62%(R2=0.62)로 VIF 또한 1.00~1.37로 10을 초과하지 

않아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최저임금과 전체 근로자의 고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00, p<0.99).

<표4-18> 최저임금이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전체)

***p<0.01, **p<0.05, *p<0.1

3. 뿌리산업과 보조금 수령여부의 조절효과

 세 번째 가설은 “최저임금 인상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울수록

(뿌리산업) 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다. 즉 세 번째 가설은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에 뿌리산업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정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

수인 뿌리산업과 독립변수인 최저임금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생성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구 분 변수명 B β t P VIF

종속변수 전체 근로자고용인원(로그)

독립
변수 최저임금(천원) -.00 -.00 -0.00 0.99 1.33

조절
변수 뿌리산업 .08 .03 1.75 0.08* 1.02

통제
변수

매출액(로그) .53 .78 37.17 0.00*** 1.05

설비혁신 .14 .05 2.67 0.00*** 1.04

고용제한 .29 .03 1.79 0.07* 1.00

일자리안정자금 -.01 -.00 -0.19 0.84 1.37

상수항 -.19

R-squared 0.62

Adj R-squared 0.62



- 63 -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뿌리산업의 조절

효과의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36%(R2=0.36)로 VIF는 상호작용항과 

조절변수를 제외하고 1.01~1.68로 10을 초과하지 않아 회귀모형의 적합

성이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변수는 단독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β=.05, p<0.23), 뿌리산업과의 상호작용항의 경우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β=.12, p<0.70)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4-19>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뿌리산업의 조절효과

***p<0.01, **p<0.05, *p<0.1

구 분 변수명 B β t P

종속변수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로그)

독립
변수 최저임금(천원) .06 .05 1.19 0.23

상호
작용
항

뿌리산업
×최저임금

.03 .12 0.38 0.70

조절
변수 뿌리산업 -.08 -.04 -0.14 0.89

통제
변수

매출액(로그) .33 .58 14.80 0.00***

설비혁신 -.13 -.06 -1.62 0.10

고용제한 .04 .01 0.26 0.79

일자리안정자금 -.15 -.05 -1.18 0.23

상수항 -.67

R-squared 0.36

Adj R-squared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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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저임금이 내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뿌리산업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58%(R2=0.58)로 VIF는 상호

작용항과 조절변수를 제외하고 1.04~1.69로 10을 초과하지 않아 회귀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변수는 단독항의 경우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β=-.01, p<0.75) 뿌리산업과의 상호작용항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1, p<0.97).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감소하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뿌리산업의 경우 내국인근로자 고용을 더 증폭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제한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표4-20> 최저임금이 내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뿌리산업의 조절효과

***p<0.01, **p<0.05, *p<0.1

구 분 변수명 B β t P

종속변수 내국인근로자 고용인원(로그)

독립
변수 최저임금(천원) -.02 -.01 -0.31 0.75

상호
작용
항

뿌리산업
×최저임금

.00 .01 0.03 0.97

조절
변수 뿌리산업 .04 .01 0.06 0.95

통제
변수

매출액(로그) .63 .75 23.90 0.00***

설비혁신 .30 .09 3.15 0.00***

일자리안정자금 .02 .01 0.19 0.85

상수항 -1.16

R-squared 0.58

Adj R-squared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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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시 통계

분석의 해석을 위해 사업주(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병행

하였다. 인식조사는 총 6개 문항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 근로자 

해고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중 해고순서와 이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최저임금 인상시 경영상 대응전략, 외국인근로자 고용

변동시 영향요인,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사업주들은 내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 79개(71%),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용 가능 12개(10%), 장시간 근무 가능 

10개(9%), 싼 임금 6개(5%) 순으로 나타났다. 

<표4-21> 질문 5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 

(단위 : 개, %)

 두 번째, 근로자 해고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중 외국인을 먼저 해고

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9개(53%), 내국인을 먼저 해고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2개(47%)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빈도 비율

계 111 100

① 내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79 71.17

② 임금이 싸기 때문에 6 5.41

③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10 9.01

④ 노사분규의 염려가 없어서 0 0

⑤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하기 때문에 1 0.9

⑥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2 1.8

⑦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12 10.81

⑧ 기타(외국어 능통하여 국외출장 가능)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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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2> 질문 6번. 근무 중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면, 외국인과 

내국인 중 누구를 먼저 해고하는지 

(단위 : 개, %)

 아울러 내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 21개(40%), 잦은 

이직 12개(23%), 장시간 근무 불가능 10개(19%), 불성실 5개(10%)순으로 

나타났다.

<표4-23> 질문 6-1번. 내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하는 이유

(단위 : 개, %)

 반면 외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하는 이유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17개

(28%), 업무숙달에 많은 기간 소요 8건(14%), 장시간 근무 불가능 8건

(14%), 낮은 생산성 7개(12%)순으로 나타났다.

<표4-24> 질문 6-2번. 외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하는 이유

(단위 : 개, %)

외국인과 내국인 중 누구를 먼저 해고하는지 빈도 비율

계 111 100

① 내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한다. 52 46.85

② 외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한다. 59 53.15

내국인근로자 해고 이유 빈도 비율
계 52 100

① 높은 임금 21 40
② 장시간 근무 불가능 10 19
③ 노사분규 염려 0 0
④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하지 않음 0 0
⑤ 근면성실하지 않음 5 10
⑥ 잦은 이직 12 23
⑦ 기타(야간근무 불가 등) 4 8

외국인근로자 해고 이유 빈도 비율

계 59 100

① 언어소통이 잘 안됨 1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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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75개(6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업체도 25개(22%)이었다.

<표4-25> 질문 7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단위 : 개, %)

 네 번째, 최저임금 인상시 경영상 대응전략은 고용인원 감축이 37개

(33%), 노동생산성 향상(업무강도 강화) 31개(28%),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한 설비혁신 22개(20%), 무대응(사업주의 이윤감소) 13개(12%)순으로 

나타났다. 

<표4-26> 질문 8번. 최저임금 인상시 경영상 대응전략

(단위 : 개, %)

외국인근로자 해고 이유 빈도 비율

② 생산성이 낮음 7 12

③ 기술수준이 낮음 6 10

④ 업무숙달에 많은 기간 소요 8 14

⑤ 장시간 근무 불가능 8 14

⑥ 근면성실하지 않음 3 5
⑦ 기타(내국인 우선 채용, 외국인은 추후
다시 뽑을 수 있음, 내국인과 월급이 상
이하지 않음, 내국인을 구하기가 더 어
려움, 내국인직원에 대한 의리 때문에,
애국심)

10 17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빈도 비율
계 111 100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0 0
② 약간 낮은 수준이다. 2 1.8
③ 보통이다. 9 8.11
④ 약간 높은 수준이다. 25 22.52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75 67.57

최저임금 인상시 경영상 대응전략 빈도 비율
계 1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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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최저

임금 변동 45개(40%), 매출액 42개(38%), 경기전망 17개(15%)순으로 나타났다.

<표4-27> 질문 9번.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

(단위 : 개, %)

 

 마지막으로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100%로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은 89%라고 응답하였다. 

<표4-28> 질문 10번. 내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단위 : %)

  설문응답 사업체 111곳 중 2곳에서 설문지와 함께 별도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설문응답 23번 사업체는 기초공사에 들어가

는 철근을 가용접하는 10인 이하 제조업체이다. 이 업체 대표는 외국인근

로자의 생산성은 낮은 데 해마다 최저임금만 올라 외국인근로자들이 편한 

일만 하려고 하고, 야근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무 1년차, 

최저임금 인상시 경영상 대응전략 빈도 비율
① 고용인원 감축 37 33
② 노동생산성 향상(업무강도 강화) 31 28
③ 생산물 가격인상 6 5
④ 대응하지 않음(사업주의 이윤감소) 13 12
⑤ 설비혁신(자동화 설비 도입) 22 20
⑥ 기타(해외이전 등) 2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요인 빈도 비율
계 111 100

① 매출액 42 38
② 경기전망 17 15
③ 원재료 가격 변동 1 1
④ 최저임금 변동 45 40
⑤ 설비혁신 3 3
⑥ 기타(내국인 고용가능성 등) 3 3

연도 표본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계 111 89.2 90 19.74 20 150 -0.12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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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3년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다른데, 이들에게 똑같은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설문응답 76번 사업체는 CNC절단, 기타 금속벤딩 

가공을 하는 10인 이하 제조업체이다. 최근 들어 불법 외국인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없이 사업체에 전화하여 일자리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

고 하였다. 불체자들은 영세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아니면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17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최종 설문응답 사업체에선 제외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도장 및 조립을 하는 10인 이하 제조

업체 A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내국인

근로자들도 동반으로 급여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잔업을 몇 번하면 월 평균 보수 190만원을 금방 

초과하여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5. 가설검증 결과

 첫 번째 가설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제조업 외국인근로자(E-9, H-2)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결과, 최저임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β=.06, p<0.12) 가설이 기각되었다. 

 두 번째 가설은 “최저임금 인상시 제조업체의 외국인근로자(E-9, H-2) 

보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당초 가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모두 

고용이 감소하며, 그 감소폭은 내국인근로자가 더 클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이 가정이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증가하고,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할 수 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β=.06, p<0.12), 내국인근로자의 

고용(β=-.01, p<0.7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세 번째 가설은 “최저임금 인상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울수록

(뿌리산업) 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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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세 번째 가설은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에 뿌리산업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정이다. 최저임금 변수는 단독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β=.05, p<0.23), 뿌리

산업과의 상호작용항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β=.12, 

p<0.70)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렇듯 동 연구결과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미숙련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을 야기하여 실업을 일으킨다. 

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동 연구결과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동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사업체

들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른 사업

체에 대한 데이터는 반영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2017년 납세인원은 

사업소득세가 6,902,514명, 법인세가 769,684명으로 총 7,672,198명이었다

(국세청 통계연보, 2018). 반면, 2017년 폐업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가 

70,362명, 개인사업자는 837,714명으로 총 908,076명이었다(국세청 통계

연보, 2018). 즉,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전체 사업자 중 10.

6%17)가 폐업하였다. 따라서 폐업한 제조업체의 고용인원 변동자료가 동 

연구에 반영되었다면 고용감소 폭이 증가하였을 것이다.18) 

 둘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중 비전문 외국인력(E-9)은 사업주와 통상 근무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 

17) 2017년 사업체 폐업률 10.6%= 908,076명(폐업자 수)/8,580,274명(폐업자 908,076명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인원 7,672,198명)(국세청, 2018)

18) 연도별 사업체 폐업자 수(법인+개인사업자) : 790,050명(2015년)→909,076명
(2016년)→908,076명(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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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

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근로계약 3년이 종료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힘들고, 근로계약 3년 종료 이후에는 계약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dirty, difficult, dangerous) 분야

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내국인을 동 고용

시장에 유입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내국인근로자는 감소하고 오히려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의 여파를 사업주가 고용감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고 해석

할 수도 있다. 응답자들은 인식조사 <표 4-26> 질문 8번. 최저임금 인상

시 경영상 대응전략으로 고용인원 감축 37개(33%), 노동생산성 향상(업무

강도 강화) 31개(28%),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한 설비혁신 22개(20%), 무

대응(사업주의 이윤감소) 13개(12%)로 응답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의 경제적 부담을 사업주의 이윤감소로 대응하거나 최종 생산제품의 가

격을 인상하거나 임대료가 보다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공장을 이동하거

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고용감소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300

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고용인원의 감소는 제조공정에 부담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고용감소 보다 업무효율화나 업무강도 강화를 통해 대응할 수

도 있다. 동 연구에서도 2017년부터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월 근

로시간이 감소하고, 설비혁신도 2017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사업주

가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감소 보다 업무강도 강화나 설비혁신으로 대응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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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9> 가설검증 결과 요약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과 방문취업 동포(H-2) 고용경험이 있는 전국 제조업체 111

개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2015~2018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제조업 외국인근로자(E-9, H-2)의 고용

에는 영향이 없음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최저임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06, p<0.12)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연구가설 1.과 달리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업체들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폐업에 이른 사업체의 고용감소 자료는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매출액과 뿌리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

이 높을수록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뿌리산업일수록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인원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설 검증결과

가설 1.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제조업 외국인근로자(E-9,

H-2)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기각

가설 2. 최저임금 인상시 제조업체의 외국인근로자(E-9, H-2) 보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최저임금 인상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울수록

(뿌리산업) 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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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내국인 고용을 

잠식하지 않는 것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이 증가하고(β=.06, p<0.12), 내국인근로자는 고용이 감소

(β=-.01, p<0.73)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외국인을 

해고할지 내국인을 해고할지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

의 고용감소 의사결정시 외국인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은 인식조사 

결과, 질문 6.<표4-2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식조사 질문 6번.

에서 근로자 해고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중 외국인을 먼저 해고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9개(53%), 내국인을 먼저 해고한다고 응답한 사업체

는 52개(47%)로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왔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

업주가 내국인을 해고하고 외국인 고용을 늘리면 고용허가제의 내국인 

노동시장 잠식 금지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다만, 매출액과 설비혁신

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뿌리산업의 조절

효과가 없는 것을 실증하였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로 타 업종에 

비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이 심하다. 연구분석 결과, 최저임금

이 인상될수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증가

하며,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더 증폭시키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일자리안정자금의 고용감소 억제 효과가 없음을 실증하였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 수령여부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 설문지 외에 

별도 의견을 보내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도장 및 조립을 

하는 10인 이하 제조업체 A는 기본급, 각종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합산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월 보수기준인 190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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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것

을 실증하였다. 월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한 t검정 실시결과, 

외국인근로자(245.1시간)와 내국인근로자(233.21시간)의 월 평균 근로시간 

차이(11.88시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r=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는 

증가하고, 내국인근로자는 감소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이 아닌 수요독점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이 감소하나, 수요독점 노동시장

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2018년 기준 전국 68,390곳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labor market test)을 거친 300인 이하 중소기업 중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시장은 수요독점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 이론상 수요독점적 외국인 노동시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이 증가할 수 있고, 완전경쟁 노동시장19)인 내국인 

노동시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이 감소한 것이다. 

 Card & Krueger의 실증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시 뉴저지주 패스트푸드 

업체에 일하는 10대 청소년의 고용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펜실바

니아주 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한 이유도 일자리를 찾는 10대 청소년 입장

에서는 자기 동네의 햄버거 가게에 취업할 기회를 고려시 이 시장이 수요

독점적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이준구, 2017).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근로자는 증가하고, 내국인근로자는 감소한다고 추측

할 수 있다.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른 생산요소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쉬우면 쉬울수록 더 커진다(이준구, 2017). 인식조사 결과, 최저

임금 인상시 경영상 대응전략은 고용인원 감축이 37개(33%), 노동생산성 

향상(업무강도 강화) 31개(2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100%로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은 89%라고 응답하였다.

19) 전국 중소기업체 수(2016년 기준) : 3,676,499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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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사업주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더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체하는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국인을 먼저 해고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외국인의 연장근무 가능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내국인은 호봉제로 

인해 이미 외국인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도장 및 조립을 하는 10인 이하 제조업체 A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내국인근로자들도 

외국인의 급여 인상에 편승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사업주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높은 수준 75개

(67%)이라고 응답,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실증

조사 결과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장시간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부담을 임금이 높은 내국인

을 해고하고 시간외근무 등이 가능하고 관리에 용이한 외국인근로자를 

더 선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하여 내국인 고용시장

을 잠식한다면 현행 내국인 구인노력(labor market test)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내국인근로자 해고를 

방지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확대와 자료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으로써 연구대상을 내국인근로자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 사망, 부상, 5일 이상 결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고용허가제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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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류 결과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감소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시 동일한 사업장

에서의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표를 통해 2015~2018년의 111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

하여 선행연구시 표본이 다른 데이터를 통합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졌던 한계를 극복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넷,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연구수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특성상 

인과적 추론이 비교적 가능한 준실험설계시 많이 활용되는 DID(Difference 

in Difference) 기법을 활용할 수 없었다. DID기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실험

집단과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정책시행 전후로 비교하여 정책

효과성을 추론하는 연구방법이다(남궁 근, 2017). 미국은 주마다 법과 제도

가 달라 1992년 뉴저지주는 최저임금이 18% 인상되고 인접한 펜실바니

아주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DID 분석이 가능하였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주의 고용증감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체별 고용인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2015~2018년 연도 말 인원을 통해 파악하였으나, 최저임금이 연초에 

인상되더라도 사업주의 대응인 고용증감 의사결정은 당해 연도가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향후 연구시 표본의 수와 연구대상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회수의 어려움으로 당초 목표로 한 300

개에 미달한 111개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험이 있는 제조업체의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었다. 외국인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2018년 기준 전국 

68,390곳으로 그 중 10,000곳에 2018. 12. 23.부터 2019. 2. 18.동안 이메일, 

웹팩스, 우편발송, 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된 설문

은 111개로 응답률이 1.1%에 불과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업종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근무 중인 제조업20)에 국한하였으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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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업종을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적 타당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연구대상 

기간을 2015~2018년 4개년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폐업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폐업에 이른 제조업체에 대해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동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업체들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를 겪다 폐업에 이른 사업체

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섯째,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을 과소하게 응답할 개연성이 

있다. 설문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합법과 불법체류자로 구분하여 응답

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 전체 인원에 대해서만 기재하였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설문응답 76번 사업체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불법 외국인근로자임에도 불구

하고 사업체에 전화하여 일자리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고 하였다. 총 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는 2015년 11.3%, 2016년 10.2%, 2017년 11.5%에서 2018년 

15%까지 증가하였다(법무부 통계연보, 2018. 12월).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고용인원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할 수 방안을 보완한다면 후속연구에서 더 

나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 제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비율 : 79.8%(2017. 11월 기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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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및 내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 및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작성자 : 총무 또는 인사담당자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설문조사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2018. 1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연 구 자 : 서 정 아

지도교수 : 고 길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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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및 내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표

1. 일반사항

① 사업자번호 - -

② 회사명 ③ 대표자명

④ 주소

⑤ 주 생산품 ⑥ 외국인근로자
최초고용연도 년

2.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⑦ 총고용인원
(연도말기준)

명
(합법체류자: 명
불법체류자: 명)

명
(합법체류자: 명
불법체류자: 명)

명
(합법체류자: 명
불법체류자: 명)

명
(합법체류자: 명
불법체류자: 명)

⑧1인당월평균급여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⑨ 1인당월평균
총근무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3. 내국인근로자 고용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⑩ 총 고용인원
(연도말기준)

명
(정규직 : 명,
비정규직: 명)

명
(정규직 : 명,
비정규직: 명)

명
(정규직 : 명,
비정규직: 명)

명
(정규직 : 명,
비정규직: 명)

⑪ 1인당월평균
총 근무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4. 세부현황  

구 분 ⑫ 뿌리산업 여부 ⑬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⑭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⑮ 설비혁신여부
※해당
란에
체크

◯16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여부

◯17 최저임금인상으로
임금인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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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10번 각 질문별 답변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5. 귀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임금이 싸기 때문에
  ③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④ 노사분규의 염려가 없어서 
  ⑤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하기 때문에    ⑥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⑦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⑧ 기타(              ) 

6. 귀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
인근로자 중 누구를 먼저 해고하시겠습니까?

  ① 내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한다.  ② 외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한다.

  6-1. (내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높은 임금 ② 장시간 근무 불가능 ③ 노사분규 염려 ④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하지 않음 ⑤ 근면성실하지 않음 ⑥ 잦은 이직 ⑦ 기타(     )

  6-2. (외국인근로자를 먼저 해고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언어소통이 잘 안됨 ② 생산성이 낮음 ③ 기술수준이 낮음 ④ 업무숙달에 
많은 기간 걸림 ⑤ 장시간 근무 불가능 ⑥ 근면성실하지 않음 ⑦ 기타(    )

7.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도별 전년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8

년은 16.4%, 7,530원, 2017년 7.3%, 6,470원, 2016년 8.1%, 6,030원, 
2015년 7.1%, 5,580원입니다.)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약간 낮은 수준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높은 수준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8. 최저임금 인상시 경영상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① 고용인원 감축  ② 노동생산성 향상(업무강도 강화) ③ 생산물 가격인상  
  ④ 대응하지 않음(사업주의 이윤 감소) ⑤ 설비혁신(자동화 설비 도입) ⑥ 기타( )

9. 귀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매출액 ② 경기전망 ③ 원재료 가격 변동 ④ 최저임금 변동 ⑤ 설비혁신 ⑥기타( )

10. 귀사의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근로자 대비 어느 정도 수준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같은 일을 동일한 시간에 하는데 내국인이 100개를 생산할 때 외국인이 
70개를 생산한다면 70%, 외국인이 110개를 생산한다면 110%로 적어주세요.)

조사응답자
성 명 소속부서 e-mail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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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및 내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표 작성요령 >

⑥ 외국인근로자 최초 고용연도 : 외국인근로자(E-9, H-2)를 최초 고용한
연도를 기재

⑦, ⑩ 총 고용인원(연도말 기준) : 해당연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말 기준 실제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총
인원을 각각 기재(미등록 근로자 포함)

-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근로자인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파견
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불법체류자 등도 모두 포함

- 근로자 수 산정시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해 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만 파악하고,
본사, 지사 등을 포함한 기업 전체를 작성하지 않음

- 당해 사업체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외부의 파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수는 포함

- 외국인근로자는 합법, 불법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국인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여 작성<표2 참고>

⑧ 1인당 월평균 급여 : 근로소득세, 4대 보험을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가 실제로 수령한 1인당 월평균 급여로 비정기적 급여(시간외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

⑨, ⑪ 1인당 월평균 총 근무시간 : 야근, 휴일근무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으로
휴게시간*은 제외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⑫ 뿌리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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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20% 상향을 위해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장으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지
원센터에 제출한 경우

* 뿌리산업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
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함

- 또는 아래 <표 1>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표 1>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⑬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여부 : 최저임금 인상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한 경우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시 노동자 1
인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⑭ 매출액 : 해당연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별 재무제표(손익
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재

⑮ 설비혁신 여부 : 해당연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별 노동력을
절감하는 설비혁신을 한 경우 (예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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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개선(자동화 등)

◯16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키거나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

◯17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경우

< 표2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용어 정의

고용형태별 용어의 정의

정규직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

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

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비정규
직근로
자

기간제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

없음(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

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

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

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

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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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용어의 정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

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

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파견
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

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

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

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재택·가
내
근로자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

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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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 focusing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

Seo Jeong A

Master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oon Jae In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in May 2017 rapidly raised 

the minimum wage by 16.4% in 2018, by 10.9% in 2019 to achieve the 

minimum wage 10,000 won in 2020 as income-Driven Growth policy.

 Because of rapid the minimum wage increase, a number of people give 

their opinions the minimum wage disagreement of small business person, the 

demand for differentiated the minimum wage by sector, company scales, the 

skill level of foreign workers and so 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rough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expansion of research subjects 

and reliability of data. Previous studies were dealt with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of the native workers.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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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bjects of this article were expanded from the native to 

foreigner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hich were used a sample of different data integration occurred low 

reliability of data problems, as ascertaining the employment change of 

foreigners and the natives at the same workplace when raising the 

minimum wage, the data were obtained from 111 manufacturers 

through questionnaires, and panel data was construct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from 2015 to 2018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by the survey of 111 manufacturers across the country 

with experience in employing foreign workers.

 The summary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ven if the minimum wage is raised, it is proved that there is no 

effect on employment of manufacturing foreign workers. The study 

found that the minimum wage and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had a positive impact bu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eans 

even if the minimum wage was raised, there was no reduction i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fact that 

businesses respon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ived despite the minimum 

wage increase and could not obtain data on the decrease in the 

employment of business that had suffered business deterioration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and closed down. However, sales and root 

industri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econd, we found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did not erode the 

employment of Korean workers by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inimum wage increas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though employment of the foreign workers 

increased and employment of the domestic workers decreased. In other 

words, if the employer raises the minimum wage and the employers has 

to dismiss the employee, there is no difference in whether to fire the 

foreigner or dismiss the Korean. Revenue and facility innovation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native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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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we demonstrated that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f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s not moderated by the root industry. 

The root industry is a manufacturer that carries out business by 

utilizing technologies such as casting, molding, welding, surface 

treatment, heat treatment, etc. It is more difficult to hire native 

workers than other indust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as 

the minimum wage increases, the number of foreigners increases,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the root industry increases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it was proved that there is no effect of suppressing 

employment decline of job stability funds. Although employers received 

job stability funds in 2018 for employers with difficulties in management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it has been found that the receipt 

of the grant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Firth, it showed that the working time of foreign workers is longer 

than that of Korean workers. As a result of the t-test for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monthly working hours, the difference in monthly 

working hours of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study, we can not use the DID(Difference in Difference) 

technique which is widely used in semi-experimental design because 

Korean’s minimum wage system is applied nationwide. In addition, 

when the minimum wage is raised, the response to the change in the 

employer’s employment may not occur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specimens in the future research, the range and 

period the industries to be studied.

Key words : the minimum wag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Employment demand

Student number : 2018-2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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