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안성배
한민수
김수빈
이진희

연 구 보 고 서
1 9 - 2 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안성배ㆍ한민수ㆍ김수빈ㆍ이진희

연구보고서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인 쇄
발 행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팩 스
인쇄처

2019년 12월 24일
2019년 12월 30일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044) 414-1179
044) 414-1144
(주)유성사(02-2266-8785)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ISBN

7,000원
978-89-322-1756-7 94320
978-89-322-1072-8(세트)

국문요약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
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거시경제와 사회
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책
적 대안이 가능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측
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
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
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잘못
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화 지
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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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증가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
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
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
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
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
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
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산출물 시장
과 요소 시장의 시장구조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
를 고려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
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파악하였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를 살펴
보면,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가 존재하고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실질유보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지급액 등이
증가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
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재의 상대가격 하락
을 수반하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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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
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비효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기존 문헌의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 지표
로 고려할 때 국민계정상의 항목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대외개방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
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
를 가져오는데, 모형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증가는 노동소득분
배율을 하락시키나 임금 마크업의 증가는 이를 상승시킨다. 대외개방이 가져오
는 시장의 효율화는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모형 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을 통해 노
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사회적 후생도 감소시킨다. 한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함
으로써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
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의 정책 방향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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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민경제 활동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그 산출물을 배분받아 소비, 저축, 투
자 등을 영위함으로써 미래의 생산요소를 준비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러한
산출물 중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된 비율을 의미하며 가계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우선적으
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 유효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
어냄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현상이 경제를 이끌
어갈 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 증가율의 둔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성장의 큰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적절한 수행이 요구되므로 관련된 주요 논점들을 다양한 관점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다루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째,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한다. Bowley(1937)은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였다. 하
지만 최근 여러 시계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축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장기적인 추세 변화와 단기적 변동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
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시
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시장에서 집계
생산함수가 콥-더글러스(Cobb-Douglas) 형태를 가지는 경우 노동소득분배
율은 하나의 고정 계수로 결정된다. 간단한 이론적 모형이 시계열 자료를 설명

*

본 연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김준동 박사, 정민현 박사, 조동희 박사
와 전북대학교 문성만 교수, 고려대학교 이동은 교수, 통계청의 박상영 과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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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Gollin(2002)은 국가별로 비중이 다른 자영업자의 소
득 중 노동소득 계상 비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병희(2015), 전수민, 주상영(2015)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
한 우리나라의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을 추계하고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Krueger(1999)는 피용자보수와 임금근로자의 범위 설정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Arrow et al.(1961)은 자본-노동 간 대
체탄력성의 추정을 통해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를 제시하였는데,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박강우(2018) 등은 CES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구조
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방향의 연구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을 분석한다. Karabarbounis and Neiman(2014)은 기술진보에 따
라 요소가격의 상대적 변화가 발생하는데 자본-노동 사이의 대체관계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할 수 있음을 보였다. 김배근(2013), Autor et al.
(2017)은 산업구조의 변화, 즉 산업별 시장 집중도의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Guscina(2006), 김배근(2013)이 지적하였듯
이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의 변화도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Diwan(2001), Harrison(2005), Guscina(2006), 강석훈
(2006), 서환주, 허재준(2010) 등은 세계화 혹은 개방화의 진전이 노동소득분
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셋째 방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거시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김진일(2013), 홍장표(2014), 박강우(2015) 등
은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GDP 및 국민계정상의 지출항목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 임금주도형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되, 특히 대외개방과 관
련된 관점에서 그 요인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함
수로 대표되는 경제 기반 인프라의 직접적인 반영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 일련의 결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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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외개방, 기술 진보 등 외부 여건이 변화할 때 이 지표가 받는 영향을 살
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이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목표가 최저임금 상승이나 노사간 관계 조정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개
선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속 가능한 후생의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이 경제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속 가능한 후생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분석을 제시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먼
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소득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자가 가져가는(혹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비율로 노동소
득분배율을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모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의 개
념과 지표가 다양한 데다, 분자에 해당하는 노동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의미한 경우 노동소득
의 포괄 범위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정도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제2
장에서는 한국은행, OECD, ILO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추
정하고 이러한 쟁점을 살펴본다.
문헌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계화, 기술 변화,
산업 및 시장구조의 변화 등이 제시되어왔다. 제3장에서는 특히 대외개방과 관
련한 지표들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연
간자료를 사용하는 시계열의 제약으로 인해 여러 국가를 포함한 패널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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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으며 제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준으로 구축된 노동소득분배
율을 사용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이 가장 간단한 이론적 모형과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에 대해 살펴본다.
산출물 및 요소시장에서의 완전경쟁 가정과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간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분석한다. 산출물 시장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거나 노동조합의 협상력으로 인해 요소시장에서
불완전경쟁이 생기는 경우를 고려하는 한편,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로
고정되어 있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가정을 완화하여 CES 생산함수를 고려
한다. 또한 이러한 확장적인 가정을 구체화한 거시경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노동소득분배율과 후생에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의 효과를 분석한다. 여기서 구
축한 구조모형은 폐쇄경제모형으로 향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모형에서도 세계화 혹은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출물시장과 노
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외개방이 노동소득분
배율과 후생에 가져오는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의 정책 방향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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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결과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교
4. 소결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노동
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진다. 개념
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국민소득과 노동소득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 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국가간 노동소득분배율의 명쾌한
비교도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의 자영업자 비중, 산업구조 등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이를 조정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제2장에
서는 이를 감안하여 기존 문헌이 제시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적용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국제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등 국제기구가 공표하
는 노동소득분배율 자료를 활용해 국가간 비교를 하고자 한다.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1]과 같다.

노동소득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

[식 2-1]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과 국민소득
의 포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모인 국민소득의 대용변수(proxy)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 요소비용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등 다양하다. 분
자인 노동소득의 경우 전통적인 정의는 피용자보수, 즉 임금근로자의 소득이지
만 Krueger(1999)가 지적하였듯이 피용자보수와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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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예컨대 전문경영인이 대기업에서 받
은 높은 연봉과 주식 매수 선택권(stock option)을 임금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
는지, 반대로 민간 비법인기업(private unincorporated enterprises)의 소
유주, 주로 자영업자(self-employed)1)의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
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이 혼합소득(mixed
income)2)이라는 특징에서 기인한다(표 2-1 참고). 자영업자는 자본을 투자하
는 동시에 스스로 노동소득도 벌기 때문에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명
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 식의 분자를 계산할 때 자영
업자 소득 중 얼마만큼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할지, 또는 임의로 정하기보다 자
영업자 소득을 제외할지 선택해야 한다. 본 장의 1절에서는 국민소득과 노동소

표 2-1. 국민소득통계의 소득발생계정과 소득별 범위

소득발생계정
원천항목
피용자보수

일반정부

노동소득

노동소득

노동소득

노동소득

◎1)

혼합소득

◎1)

-

-

-

-

-

-

영업잉여
- 법인기업
- 준법인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 및
비금융
법인기업

자본소득
2)

혼합소득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주: 1) ◎은 미미하다(또는 0)는 의미임.
2) 현행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 혼합소득은 가계 소유 비법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준법인기업이 벌어들인 소득도 혼합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임.
자료: 한국은행(2015), p. 293, [표 V-8-1], 인용.

1) “자영업자는 좁은 의미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
영업자)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한국은행(2015), p. 292, 인용.
2) “국민계정에서는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 비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에 혼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계 비법인기업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
한 소득에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즉 비법인기업의 소유주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
다.” 한국은행(2015), p. 4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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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측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자영업 부
문의 노동소득 처리 방법을 정리한다.

가. 국민소득의 측정3)
앞서 노동소득분배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내총생산, 총
부가가치, 요소비용 국민소득 등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중 소득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국민소득통계의 구성항목
을 살펴봄으로써 지표별 정의, 측정 범위, 한계점 등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국민소득통계는 통계표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종합계정,4) 제도부문별 계
정, 공공부문계정, 부표의 4개 국민계정제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합계정의
구성항목 중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5) 및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으로부터 다양한 국민소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연
계되어 있는데,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에서 이기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가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국민처
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을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가
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와 민간 비법인기업 포함)의 4개 국내부문과 국외부
문으로 나누어 총부가가치가 각 부문에 배분된 내역을 나타내는 것이 ‘제도부
문별 소득계정’이다.
먼저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이 기록하는 국민소득 지표로는 명목 국내총
생산,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등이 있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GDI: Gross Domestic Income)으로도 불리며 한 나라 내에서의
3) 본문의 국민계정과 관련한 용어는 한국은행(2015)의 정의를 따라 작성함.
4) “종합계정은 국민경제의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와 소득 및 자본 거래를 통합하여 기록한 계정으로서
국민계정제표의 근간이 되는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자본거래계
정’, ‘금융거래계정’ 및 ‘국외거래계정’ 등 5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2015), p. 205, 인용.
5) 국민경제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되는 계정으로 국내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부가가치의 분
배 및 최종생산물의 처분 내역을 나타냄.

20 •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생산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
자본소모로 구성된다.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거주자)6)의 소득을 측정하
는 대표적인 지표로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
두 합친 것이다. 국내 개념으로 기록된 국내총생산(국내총소득)에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해 산출하여 난외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은 거주자가 해당 경제적 영역 외부(주로 국외)에서 생산활동 참여를 통해 수취한
소득인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총소득 중 비거주자에게 생산활동 참여의 대
가로 지급한 소득인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소득의 발생과 처분 내역을 기록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은 ‘국내
총생산과 지출계정’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와 함께 국외순
수취 피용자보수,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순수취 경상이전을 표시하
며, 난외항목으로 요소비용 및 시장가격 국민소득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다. 요
소비용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은 국민소득이라고도 하며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이나,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기업 및 재산소득
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내총소득의 그것과 다르다. 즉 국내에서 발생한 피
용자보수와 영업잉여에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
득을 합한 것과 같다. 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시장가격 국민소득은 국민총소
득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과
동일하며, 요소비용 국민소득에 순생산 및 수입세를 더해 구할 수 있다.
[표 2-2]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국민소득 지표별 구성을 나타내며, [표 2-3]
은 그 포괄 범위와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2015년을 기준년으로
한 국민계정에 2017년 수치를 대입한 결과이다. 먼저 2017년 우리 경제가 소
유한 실물 및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총산출물은 4,199조
5,000억 원인데, 이 중 2,363조 8,000억 원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투
6) 거주자 여부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주체이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
준으로 거주성을 판단하는데, 통상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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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다양한 국민소득 개념
항목
계정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고정자본
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국내총생산
(국내총소득)

○

○

○

○

×

국민총소득

○

○

○

○

○

시장가격 국민소득
(국민순소득)

○

○

×

○

○

요소비용 국민소득
(국민소득)

○

○

×

×

○

자료: 이병희 외(2014), p. 10, [표 2-1]을 재구성.

입재로 사용되었다. 최종재는 국내총생산으로 계상되며 1,835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해외부문에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
하고 받은 수입인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 생산자가 해외부문으로부터 생
산요소를 제공받고 지불한 대가인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하여 국외순수취요
소소득 7조 5,000억 원을 얻는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의 합이므로 1,843조 2,000억 원이다.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339
조 7,000억 원)를 차감하여 국민순소득, 즉 시장가격 국민소득 1,503조 5,000
억 원을 얻고, 여기서 다시 순생산 및 수입세(177조 원)를 차감하여 요소비용 국
민소득인 1,326조 5,000억 원을 얻는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결국 민간부문이
생산활동을 수행한 대가로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임금노동자가 취득하
는 피용자보수(823조 1,000억 원)와 법인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법인기
업의 영업잉여(494조 6,000억 원)와 이자, 배당금 등 재산소득(8조 8,000억 원)
을 포함한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크게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영업잉여는 재산소득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노동소득분배율 계산 시 국내총생산을 분모(국민소득)에 대입하는 경우 순
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소모 등을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을 분배 측면이 아닌 생산 측면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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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것으로 계산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순생산 및 수입세를 부담하
는 실질적인 주체와 그것이 분배되는 메커니즘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자본의 감가상각분을 자본소득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 국내총
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7)이 꾸준히 확대되어왔기 때문에 노
동소득분배율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총부가가치8)와 요소
비용 국민소득을 국민소득 변수로 채택한다. 총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에서 순생
산 및 수입세를 차감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의 문제점 일부를 해소하지만, 국내총생
산과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의 화폐평가액인 고정자본
소모를 자본 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보고 자본소득으로 간주한다. Bridgman
(2019)은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국민
소득을 대입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시간 흐름에 따른 하락폭이
더 작다고 보고한다. 또한 한국은행(2015)에 따르면 고정자본소모 또한 계산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정자본소모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기술혁신 등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시 국민소득 지표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
산 및 수입세를 제외한 개념인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사용한다.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시 국민소득의 포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후 그 자체를 추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노동소
득의 측정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는 후술하는 내용을 통해 보다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7) 1970년대 평균 7.3%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연평균 19%까지 확대.
8) 기초가격으로 평가된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내총생산에서 순생산물세를 차
감한 것. 우리나라 국민계정이 기록하는 국내총부가가치에는 순기타생산세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음. 순
생산물세는 생산물세에서 생산물보조금을 차감한 것이고, 순기타생산세는 기타생산세에서 기타생산보
조금을 차감한 것임. 즉 순생산물세와 순기타생산세의 합은 순생산 및 수입세와 동일함. 한편 국민계정
에서 순기타생산세는 기초가격(basic prices)으로 평가된 산업별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고, 순생산세
는 별도 항목으로 나타남(김배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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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8.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검색일: 2019. 11. 1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민총지출 [1,843.2]

국내투자 [592.7]]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7.5]]

재고증감
등 [14.3]

(공제)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6.4]

(단위: 조 원)

해외투자 [94.6]

순대출 [88.2]

고정자본소모 [339.7]

총자본조달 [680.9]
총고정자본형성 [578.5]

저축 [341.2]

시장가격국민소득(NNI) [1,503.5]

영업잉여
[494.6]

국민처분가능소득(NDI) [1,497.1]

피용자보수
[823.1]

순생산 및
수입세 [177.0]

국민총소득(GNI) [1,843.2]

국내총생산(GDP) [1,835.7]

요소비용 국민소득(NI) [1,326.5]

소비 [1,155.8]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6.4]

중간소비 [2,363.8]]

국내총산출 [4,199.5]

표 2-3. 국민소득 지표의 규모와 포괄 범위(2017년)

나. 노동소득의 측정
노동소득 측정에 대한 이슈는 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Gollin(2002)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
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
른 것에 기인하며, 특히 빈국이 부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전통적인
노동소득분배율 추계의 경우 노동소득에 임금소득만 포함되고 자영업자의 소
득이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빈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체계적으
로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Gollin
(2002)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타당하며 자영업자를 고려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가 추정한 2018년의 주요국 자영업 비율을 살
펴보면 6.3%부터 52.1%까지 국가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2-1 참고). 한국은 37개 조사대상국 평균인 18.2%를 상회하는 25.1%
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보였다. 한국보다 자영

그림 2-1. 2018년 주요국 자영업 비중

주: 고용 대비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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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비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그리스, 브라질, 터키, 멕시코, 칠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하여 노동소득을 재추계하기 위해서는 혼합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영업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
한 소득은 자영업자가 직접 자본을 투자함과 동시에 직접 근로도 제공하였기
때문에 자본수익과 피용자보수로 분리하여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논의할 때는 혼합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계정은 자영업자
를 가계 비법인기업으로 분류하며, 이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가계 비법인기업
의 영업잉여(OSPUE: Operating Surplus of Private Unincorporated
Enterprises)9)로 포착한다. 한편 2019년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는 작업10)을 하면서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계 비법인기업의 혼합소득을
별도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11)
이 혼합소득을 처리하는 방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
로 적절하게 분할하는 작업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을 보정노동
소득분배율(adjusted labor income share)이라 부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도 노동소득으로 간주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하여 피용자보수
만을 노동소득으로 본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Gollin(2002)이 제안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세 가지

9)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본원소득분배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영업잉여에 해당.
10) 한국은행은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
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하는데, 2019년 6월 12차 개편 작업을 통해 기준년을 2010
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완료했음(한국은행 2019 참고).
11) 가계 비법인기업 영업잉여의 하위항목으로 혼합소득을 새롭게 보고함. 기존 가계 비법인기업의 영업
잉여는 주거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영업잉여, 즉 자가주택 소유자의 귀속지대(imputed rent)까지 포함
했는데 이를 제외한 혼합소득만을 알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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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방법이 대표적이다(표 2-4 참고). Gollin(2002)은 크게 자영업자 소득을
임의의 가정에 따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거나 제외하는 방법으로
나누었다.
첫째 방법(‘방법 1’)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이다. 이 경우 노동소득(노동소득분배율 계산식의 분자)은 피용자보수와 가계
비법인기업의 영업잉여로 구성된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편리하지만 가계 비법
인기업의 영업잉여, 즉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자본투자로 인한 이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방법(‘방법 2’)은 자영업과 자영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소득 구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자영업을 제외한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한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을 다른 부문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비율과 동일하게 분할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재되어 성격이 불분명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기보다 오로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만을 이용해 노
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계산 시 분자
와 분모 모두에서 가계 비법인기업의 영업잉여를 빼 분자에 피용자보수만을,
분모에 피용자보수와 법인 부문 영업잉여의 합계(또는 국민소득에서 개인 영업
잉여를 차감한 값)를 대입한다. 이 방법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혼합소득의 성격
을 지닌다는 사실을 반영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자영업자 노동소득 계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부문만의 노동소득분배율
을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는데12) 이는 둘째 방법으로 측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선행연구들은 자영업자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13)

12) Karabarbounis and Neiman(2014)과 Bridgman(2019)은 자영업 부문을 배제하기 위해 소득 구
분이 명쾌한 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함.
13) 이병희(2015), 전수민, 주상영(2016)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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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법(‘방법 3’)은 자영업자의 평균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소득으로 가정한다.14) 자영업자의 기회비용을 임금소득이라고 간주하고, 무급
가족종사자도 정의상 노동소득을 얻지 않지만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임금근
로자와 동일한 노동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개인 영업잉여 총액을
직접적으로 반영 또는 배제하는 앞의 두 방법과는 달리 이 방법은 자영업자 비
중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취업자 수와 피용자 수 등
고용통계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의 경제적 특성이 다른 경우 노동소득이 자영업자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대표하
지 못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영업자 1인
당 노동소득은 평균 피용자보수에 비해 대체로 낮기 때문에 이 방법의 기본 가
정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추정치가 100%를 넘
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이 방법을 응용한 방법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 채택한 방식이다. Giandrea
and Sprague(2017)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해

표 2-4. Gollin(2002)의 자영업자 소득 분류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계산식

문제점

방법 1

피용자보수  개인영업잉여

국민소득

노동소득분배율
과대추정

방법 2

피용자보수

국민소득  개인영업잉여

노동소득분배율
과소추정

방법 3

피용자보수  평균 피용자보수× 비임금근로자수 

국민소득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또는
전체 취업자수
피용자보수
×

국민소득
임금근로자수

비고

일본 내각부
채택

OECD, 미국
노동소득분배율
노동통계국(수정)
과대추정
채택

자료: 저자 작성.

14)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계산법도 ‘방법 3’의 일종이며, 이는 3절 국가간 비교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함.

28 •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보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한다. 셋
째 방법을 산업별로 적용하여 구한 값에 산업별 생산 비중을 가중하는 것이다.
Cho, Hwang, and Schreyer(2017)는 자영업자 평균 노동소득을 평균 피용
자보수의 50%로 가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편 이강국(2019)은 Gomme and Rupert(2004), Elsby, Hobjin, and
Sahin(2013), 이병희(2015), 전수민, 주상영(2016) 등을 근거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경제 전체 노동소득분배율과 법인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동일하
게 보는 ‘방법 2’를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박정수(2019)는 ‘방법 2’처
럼 자영업자 소득을 제외하여도 자영업 부문의 고용원이 받는 피용자보수가 여
전히 부가가치에 남아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총부가가치에서 자영업 소
득을 제외한 잔여 부가가치는 법인 부문 부가가치, 자영업 부문 부가가치의 일
부인 자영업 부문 고용원의 피용자보수, 정부 부문 피용자보수로 구성되는데,
이 잔여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의 비중이 갖는 의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방
법 2’처럼 자영업 부문을 제외하고자 한다면 자영업 부문 고용원의 피용자보수
도 함께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 부문의 피용자보수를 제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체 피용자보수 대비 비중이 2017년 기준
14.7%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 정부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부문 특성상 1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모두가 동의하
는 노동소득분배율 측정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노동소득분배율 측정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 시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결과
[그림 2-2]는 국민소득 대용변수로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채택하고 [표 2-4]
의 계산법과 한국은행 계산법을 적용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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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지만 자영업 부문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려하는
‘방법 1’, ‘방법 2’, ‘방법 3’의 경우 2017년 수치가 1996년 수치에 비해 15%
포인트 내로 낮게 나타났다.15) 또한 ‘방법 1’과 ‘방법 2’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과 2000년 사이 급락했고, 2004년까지 하락세
를 이어간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8년과 2010년 사이 급락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법인 부문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와 비
교했을 때 자영업 부문 소득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 이
후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요소비용 국민소득 대비 비
중을 비교해 보면 자영업 소득(가계 부문 영업잉여)은 1998년부터 꾸준한 하
락세를 보이는 데 반해 법인 부문 영업잉여 및 전체 피용자보수는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소득과 법인 영업잉여의
국민소득 대비 비중은 2001년을 기점으로 반전된다. 즉 2001년 이전에는 자
영업 소득 비중이 높았는데 이후 법인 영업잉여 비중이 자영업 소득 비중을 추
월해 그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
행 방법의 문제점과 연관이 있는데,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노동소득분배
율이 상승하여 잘못된 정책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영업 소
득의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어왔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상대적으
로 과소평가할 여지도 있다.16) ‘방법 3’은 전 기간에 걸쳐 여타 방법에 비해 현
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방법 3’의 한계점으로 지적했듯이 자
영업 부문의 소득 수준이 평균 피용자보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
라17) 자영업 부문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축
15) ‘방법 1’의 경우 1996년 83.7%에서 2017년 73.4%로, ‘방법 2’의 경우 1996년 79.3%에서 2017년
70.3%로, ‘방법 3’의 경우 1996년 98.5%에서 2017년 84.8%로 하락했음.
16) 이강국(2019)을 참고.
17) 가계 비법인 부문 영업잉여를 비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 즉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피용
자보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인 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음. 비임금근로자의
상대 노동소득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 연평균 0.43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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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방법별 수
준 차이와는 별개로 시간에 따른 변동 추이는 상승세를 보인 한국은행 방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5년 기준년 국민계정 개편
전후로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측정 방법과는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은행(2019)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노
동소득분배율이 전년대비 1.8%포인트 상승하며 63.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피용자보수가 5.0%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가 2.4% 감소한 데 따른다. 이러한
빠른 변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에 기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는 향후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2.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방법별 추이
(단위: %)

주: 1) *은 국민계정통계의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변경한 결과임.
2) ‘방법 1’, ‘방법 2’, ‘방법 3’의 계산식은 [표 2-4]를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통계청(검색일: 2019. 11. 12).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행은 가계 비법인기업의 주거서비스로부터 발생
한 영업잉여를 제외한 혼합소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 비
법인 부문의 혼합소득만을 자영업 부문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
율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다음 [그림 2-3]18)에 제시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 31

하였다. 가계 비법인기업의 혼합소득은 2010년부터 2017년 중 65조에서 68
조 원 수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었으
며, 기간 평균 영업잉여 대비 비중은 58% 수준이다. ‘방법 1’의 경우 자영업 부
문 소득에 영업잉여를 대입한 결과보다 전 기간에 걸쳐 약 4%포인트 낮게, ‘방
법 2’의 경우 약 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그림 2-3. 가계 비법인 혼합소득을 반영한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주: 1) 국민계정통계 기준연도 2015년 적용.
2) ‘방법 1’, ‘방법 2’의 계산식은 [표 2-4]를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교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OECD, ILO와 유
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이 제공하고 있다. OECD는 자
18) 가계 비법인기업의 혼합소득을 비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매우 낮
기 때문에 ‘방법 3’의 과대추정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므로 [그림 2-3]에서 ‘방법 3’의 결과는 제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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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개념 규정 및 비율 측정 시 ILO의 지침19)을 적용하며, 앞서 언급하였
듯이 자영업자 소득의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여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대용
변수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사용하는 [표 2-4] ‘방법 3’의 일종을 채택한
다. 즉 자영업 부문의 시간당 보수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다.20) ILO는 최근 자영업 부문을 고려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제
금융사무국(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의
연간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AMECO: Annual Macroeconomic Database)
는 매년 G20 회원국 중 11개국21)과 스페인 등을 포함한 39개국과 유럽권역의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해 계산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을 발표하고 있다. 3절에서는
기관별 노동소득분배율 측정법을 살펴보고, 국가간 비교 결과를 다룬다.

가. OECD 통계
「OECD 생산성 지표 개요 2019」(OECD 2019)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대부
분의 국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업(business

19) ILO는 1993년 「국제 고용지위 분류에 관한 해법(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을 통해 고용지위를 크게 유급 고용(paid employment)
과 자영업(self-employment)으로 분류함. 자영업은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유지
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유급 고용의 경우 사업장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보수를 받는 일
자리이지만 자영업은 이윤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보수를 받게 됨.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
범주에는 사용자(employer), 자영업 근로자(own-account worker), 생산자 협동조합의 조합원
(producers’ co-operatives), 무급가족근로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를 배치하였음. 이
중 자영업 근로자는 자신이 소유한 혹은 한 명 이상의 동업자와 소유한 사업체에서 일하며 자신(들)을
위하여 근무하는 상시 피고용인을 고용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말에서
는 ‘self-employment’와 ‘own-account’를 구분할 수 있는 용어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위
분류 중 하나로 ‘자영업’을, 고용 형태 중 하나로 ‘자영업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서정희, 박
정하(2016), pp. 49~77 참고.
20) 그러나 우리나라, 일본, 칠레, 미국의 경우 근로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시간당 보수를 계산할 수
없음. 대신 근로자 수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을 계산해 ‘방법 3’
의 식에 적용함.
21)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한국, 멕시코, 터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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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services)22) 부문보다 제조업 부문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폭23)이 10%포인트 수준으로 큰 국가는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이었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2017년 노동소득분배율 수준도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간 노동소득분배율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에서 하락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집
약적인 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GDP 대비 총보상 비중(total compensation as a share of GDP)으로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조사
대상국 34개국 평균 54.1%로24) 벨기에, 슬로베니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20개 국가가 평균치를 상회하였다. 평균치를 하회하는 국가 14개 중

그림 2-4. OECD 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전 산업 기준)
(단위: %)

주: 1) GDP 대비 총보상. 스위스(2016년), 남아공(2014년), 뉴질랜드(2015년), 멕시코(2013년)를 제외하고 2017년
결과치.
2) ●은 2001년 결과치.
자료: OECD(2019), p. 101 Figure 6.3.

22)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
23) 2017년(또는 2017년 이전 연도 중 통계 접근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과 2001년의 노동소득분배율
간 차이.
24) 스위스(2016년), 남아공(2014년), 뉴질랜드(2015년), 멕시코(2013년)는 괄호 안 연도의 결과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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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비 하락폭이 큰 국가는 앞서 언급한 포르투갈(-9.2%포인트), 폴란드
(-10.2%포인트), 아일랜드(-12.1%포인트)였고, 이 중 아일랜드의 2017년 노
동소득분배율은 조사대상국 34개 중 최하위였다.
[표 2-5]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별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총부가가치 대비 총보상 비중(total compensation as a share of gross value added)은 2016년 기준 50.4%로 조
사대상국 29개 중 열째로 낮았다. 이는 2004년 51.0%였음을 감안하면 독일,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폴란드, 미국, 그리스, 아일랜드 등 다른 국
가와 비교할 때 하락폭은 작지만 조사대상국 평균25)인 55.5%를 하회하는 수
준이다. 서비스업 부문의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2016년 기준
72.4%로 조사대상국 평균26)인 64.9%를 상회하였다. 29개 조사대상국 중 여
섯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2004년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결과이다. 제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보다 높았지만 2004년 대비 하락폭은 서비스 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이 큰 국가는 노르웨이, 영국, 호주, 벨
기에, 이스라엘,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 등이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OECD 노동소득분배율은 ‘방법 3’의 한계점이 내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 해소한 ‘방법 2’를 적용해 국가간
비교를 할 수 있다. 즉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법인 부문과 같은
비율로 분리된다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
율을 법인(기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법인
부문의 총부가가치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compensation of employee as a
share of gross value added)은 [표 2-5]와 같다.27)28)
25) 한국, 일본, 미국은 2016년 결과치를 적용.
26) 한국, 일본, 미국은 2016년 결과치를 적용.
27)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자영업 비중이 높은 현실
을 지적하는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
28)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계정 법인 소득부문 통계가 2010년부터 공표되어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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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업 부문별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OECD)
(단위: %, %포인트)

제조업

서비스업

2001년(A)

2017년(B)

B-A

2001년(A)

2017년(B)

B-A

노르웨이

67.7

70.8

3.1

71.5

66.7

-4.8

영국

76.9

70.0

-6.9

75.7

71.1

-4.5

에스토니아

61.0

68.4

7.4

54.4

63.9

9.5

룩셈부르크

65.9

67.9

2.1

58.0

55.6

-2.4

프랑스

61.1

65.1

4.0

71.2

77.9

6.7

이탈리아

62.3

64.5

2.2

63.6

70.5

6.9

호주

60.7

62.4

1.7

70.0

61.1

-8.9

독일

72.1

61.9

-10.2

69.6

72.4

2.8

슬로베니아

65.8

61.8

-4.0

71.6

73.4

1.8

벨기에

67.0

60.8

-6.2

84.6

74.5

-10.1

라트비아

55.2

59.9

4.7

46.1

65.1

19.0

포르투갈

66.7

57.8

-8.9

61.9

62.3

0.4

오스트리아

59.4

57.4

-2.0

67.4

67.4

0.0

슬로바키아

48.8

55.8

7.0

55.8

60.0

4.2

스페인

64.1

55.4

-8.7

68.0

70.1

2.1

네덜란드

57.0

55.4

-1.6

70.6

66.7

-3.9

체코

52.0

54.6

2.6

54.2

57.3

3.1

덴마크

63.7

53.3

-10.4

71.3

68.8

-2.5

핀란드

50.9

52.9

1.9

67.5

72.7

5.2

폴란드

69.2

52.7

-16.4

51.2

49.3

-1.9

이스라엘

59.7

52.3

-7.4

75.7

68.1

-7.7

한국

51.0

50.4

-0.6

76.8

72.4

-4.3

일본

55.3

49.5

-5.8

64.9

61.2

-3.7

헝가리

55.9

48.6

-7.3

64.7

60.8

-3.9

미국

61.3

47.8

-13.6

68.7

63.9

-4.8

스웨덴

49.8

47.4

-2.5

63.9

59.0

-4.9

리투아니아

46.9

46.7

-0.2

38.6

53.4

14.8

그리스

58.5

45.3

-13.2

66.3

74.5

8.2

아일랜드

29.3

12.6

-16.7

56.2

43.2

-13.0

주: 1) 2017년 제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결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임.
2) 한국은 2004년과 2016년, 일본과 미국은 2001년과 2016년을 비교한 결과임.
자료: OECD(2019), p. 101 Figure 6.4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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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OECD 주요국의 법인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검색일: 2019. 11. 29).

[그림 2-5]는 OECD 주요 선진국의 법인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나타
낸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후
반부터 2007년까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 잠시 소폭 반등하였고 이후 52%에서 53% 사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독일은 2000년과 2005년 사이 약 5%포인트 하
락 후 반등해 2017년 61.4%를 기록하며 2000년 대비 약 2%포인트 하락에 그
쳤지만 미국은 2010년까지 하락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7년 수
치는 2000년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57.9%였다.
[표 2-6]은 33개 조사대상국의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2016년 우리나라 노
동소득분배율은 48.8%로, 조사대상국 33개국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 아일랜
드, 그리스, 칠레, 뉴질랜드 다음인 여섯째로 낮았다. 이는 2010년 수준보다 개
선된 결과지만 조사대상국 평균인 52.9%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2000년과
2017년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하락폭이 큰 국가는 헝가리(-8.2%포인트), 아일
랜드(-16.4%포인트), 폴란드(-9.2%포인트), 포르투갈(-4.9%), 미국(-6.6%포
인트), 슬로베니아(-5.1%포인트)였다. 이 중 포르투갈, 폴란드, 아일랜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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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앞서 살펴본 GDP 대비 총보상으로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 비교
결과(그림 2-4 참고)와 일치한다.

표 2-6. 법인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OECD)
(단위: %, %포인트)
’95 ’00(A) ’05
47.1 48.3 47.3
52.5 44.4 40.8
50.3 48.7 50.2

’10
51.1
45.0
53.7

’11
46.6
43.9
53.6

’12
48.0
44.1
54.5

’13
50.3
45.3
54.3

’14
51.3
46.8
53.9

’15
54.0
50.1
54.3

’16 ’17(B) B-A
56.8 57.8 +9.6
51.6 49.6 +5.2
53.8 53.8 +5.1

63.5

41.1
62.6

44.2
63.6

54.7
65.3

53.0
64.2

53.8
64.8

44.7
64.6
45.8
57.1
63.4

44.8
64.7
46.3
57.9
64.6

45.6
65.4
47.4
59.9
65.6

43.8
65.4
47.9
59.7
66.2

44.8
65.4
48.5
59.0
66.1

45.3
64.6
48.6
58.4
66.7

44.9
65.0
48.8
58.1
67.0

스웨덴
칠레
에스토니아
남아공
리투아니아

49.2

50.3

66.3
53.7
50.5

53.4
51.4
47.9

50.3
39.6
49.7
47.3
45.3

50.4
36.8
54.2
49.0
43.7

51.3
38.2
50.5
48.8
41.5

53.4
40.8
51.9
49.3
41.7

53.9
41.7
51.6
50.4
42.2

53.1
41.5
52.5
51.2
43.5

51.3
41.8
54.6
52.4
46.8

52.2
41.9
55.6
53.2
49.2

52.3
41.3
54.9
53.1
49.5

+2.0
+1.7
+1.6
+1.6
+1.6

덴마크
룩셈부르크
체코
오스트리아
멕시코

58.7
54.4
50.0
59.5

56.1
53.8
49.9
55.5

57.7
57.0
50.1
52.0
25.1

58.7
56.1
50.7
54.4
24.9

58.6
54.8
51.0
54.0
24.0

57.6
56.8
51.8
55.3
23.6

57.5
56.0
51.6
56.1
25.6

56.7
55.8
49.2
55.9
25.6

56.7
54.3
48.5
55.6
25.9

57.3
53.1
49.7
55.5
25.1

57.5
54.9
50.6
55.7

+1.4
+1.0
+0.7
+0.2
-0.1

그리스
슬로바키아
영국
EU
독일

41.8
47.0
57.1

46.5
46.7
61.6
57.8
58.0

48.5
46.9
62.1
58.3
58.7

47.1
47.1
61.9
58.3
58.8

43.5
46.7
61.5
58.9
60.6

41.2
46.5
62.1
58.9
61.1

41.8
47.8
61.4
58.6
60.8

40.7
48.9
61.8
58.1
61.0

41.7
50.2
61.9
58.2
60.9

41.9
52.1
62.1
58.3
61.4

-0.6
-0.9
-1.1
-1.7
-1.8

라트비아
노르웨이
이탈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한국
핀란드
스위스

45.2
65.6
55.8

+4.1
+3.0
+3.0
+2.8
+2.8

64.3

42.5
53.0
63.2
60.0
63.2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60.3
63.2
60.9

57.6
61.4
62.9
61.5

55.5
57.9
60.4
61.3

55.3
57.4
61.6
59.3

55.2
58.0
62.4
58.8

54.8
57.9
63.1
58.0

53.1
57.9
63.3
56.8

53.2
58.2
62.2
56.5

53.4
56.9
60.3
56.0

54.0
57.8
59.3
55.7

55.3
57.8
59.2
56.6

-2.3
-3.6
-3.7
-4.9

슬로베니아
미국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77.0
62.4
60.0
68.7
59.8

68.1
64.6
62.8
62.3
59.4

65.3
59.7
61.8
59.2
49.7

67.2
57.3
59.1
56.7
48.6

65.1
57.3
58.9
56.8
47.8

65.4
56.6
57.3
58.9
48.2

64.5
56.7
56.5
56.4
48.0

63.4
56.3
56.5
53.9
47.7

63.3
56.8
56.2
52.3
46.8

63.9
57.3
55.3
54.1
48.9

63.1
57.9
55.3
54.1
50.2

-5.1
-6.6
-7.6
-8.2
-9.2

아일랜드

50.0

44.2

42.8

43.2

41.2

40.6

40.1

38.2

27.8

28.9

27.8 -16.4

주: 1) (B-A)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임.
2) 한국, 멕시코, 칠레, EU의 (B-A) 값은 국가별로 가장 최근 수치에서 가장 과거 수치를 차감한 값을 나타냄.
자료: OECD Statistics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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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LO 통계
ILO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지표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발표하고 있다. ILO의 기존 노동소득
분배율(unadjusted labour income share)은 국내총생산 대비 피용자보수
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은행의 방식과 유사하나 국민소득을 요소비용 국민소득이 아니라 GDP를 사용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방식과는 다르다. 또한 ILO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생
산 과정에서 자본에 지불된 보수에 대한 상대적 비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ILO(2019)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이와 같은 방법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포
함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 중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최근 ILO는 자영업 부문을 반영하기 위해 미시데이터
를 활용하여 자영업 세부 부문별 상대 소득(relative wage)을 도출하고, 국가
별, 권역별 보정노동소득분배율29)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먼저 권역별로 살펴보면 2004년 전 세계 및 G20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53.7%와 55.6%였으나 2017년에는 51.4%와 52.9%로 2.3%포인트와
2.7%포인트 하락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상승하였던 노동소득분
배율이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으며 2015년을 전후로 소폭 상승하였던 노동
소득 증가율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전 세계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추세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국가에서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기
인하는데 각각 2004년 대비 2.0%포인트, 1.6%포인트 하락했다. 유럽권역을
보면 유럽연합과 동유럽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전 세계와 G20의 수준보다 높았
다. 유럽연합의 경우 세계 및 G20보다 높았으나 서유럽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

29) 자세한 내용은 ILO(201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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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서유럽은 기간 내 가장 큰
변동을 보여주었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 50% 전후에서 2009년에는 54.2%
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2011년에 다시 47.7%까지 하락하였다. 서유럽은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소폭 상승하여 62% 수준에서 유지되었
으나 2015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아시아권역에서는 동아시아의 노동소
득분배율이 여타 지역과 다르게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상승하였다. 다만
동아시아도 2016년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며 2017년에 노동소득분배율이
0.2%포인트 하락하였다. 아세안 지역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소득분

그림 2-6. ILO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주요 권역별 추이
(단위: %)

가. 전 세계 및 G20

나. 주요 권역
(단위: %)

다. 유럽

(단위: %)

라. 아시아
(단위: %)

자료: ILO Statistics(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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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09년 43.4%였던 것이 2017년에 40.1%까지 하락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아시아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로
인도에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세가 지속된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모든 권역에
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ILO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자본소득분배율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므로 위기로 인한 경

표 2-7. 주요국 보정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ILO)
(단위: %, %포인트)
’04(A)

’06

’08

’10

’11

’12

’13

’14

’15

’16

’17(B)

B-A

리투아니아

45.6

48.5

49.3

45.8

44.0

43.1

44.7

44.3

47.5

47.8

47.6

+2.0

러시아

50.0

48.4

51.6

53.6

47.5

47.9

50.2

51.3

51.0

52.2

52.0

+2.0

프랑스

59.9

61.6

61.5

63.2

63.0

62.3

61.6

63.5

62.2

61.8

61.0

+1.1

터키

36.1

34.5

34.9

35.7

34.7

36.1

35.8

36.4

36.6

37.0

36.2

+0.1

핀란드

56.4

58.5

58.4

60.1

59.2

59.1

58.7

57.8

58.4

56.6

56.3

-0.1

일본

54.6

54.9

56.1

55.6

56.8

56.1

55.3

55.0

53.8

54.5

54.2

-0.4

룩셈부르크

56.7

54.0

55.0

54.8

53.5

55.2

54.2

52.4

54.7

56.0

56.2

-0.5

체코

51.1

50.5

51.3

53.0

52.2

53.6

52.7

51.8

50.1

50.9

50.4

-0.7

스웨덴

56.1

55.5

55.4

53.9

53.8

57.2

57.8

55.2

55.6

55.5

55.4

-0.7

폴란드

48.9

47.6

49.9

48.1

46.6

47.1

46.7

47.2

46.6

48.6

48.1

-0.8

한국

54.9

56.4

55.3

52.6

52.9

53.8

54.1

54.5

54.3

54.3

53.8

-1.1

독일

61.8

59.7

59.0

60.4

60.1

61.1

60.9

60.7

60.6

60.5

60.3

-1.5

영국

59.9

59.8

59.7

61.2

59.6

59.4

58.9

58.5

57.7

57.9

58.0

-1.9

스페인

63.4

63.0

66.3

65.4

64.4

63.2

60.9

60.2

62.2

61.3

61.2

-2.2

이탈리아

60.4

60.1

59.6

59.4

58.1

58.2

58.2

57.6

58.2

58.2

57.5

-2.9

미국

61.7

60.7

61.1

59.2

59.1

59.0

58.6

58.6

59.0

59.0

58.6

-3.1

덴마크

61.3

60.7

60.7

59.9

60.8

59.6

59.1

58.6

58.7

59.1

58.1

-3.2

인도네시아

41.5

41.0

41.9

41.2

40.3

39.5

39.3

39.3

38.6

38.6

38.1

-3.4

멕시코

38.5

36.4

35.9

35.3

34.7

34.5

34.9

34.3

34.3

34.4

34.6

-3.9

헝가리

55.7

55.5

52.5

50.1

49.4

49.5

48.5

48.3

47.9

48.1

47.6

-8.1

포르투갈

65.8

63.1

62.9

62.1

59.9

59.6

59.3

56.8

54.6

54.7

54.5

-11.3

인도

60.7

54.9

58.8

56.8

54.8

53.2

51.8

51.6

49.2

49.2

49.0

-11.7

아일랜드

48.9

49.5

55.1

52.5

51.4

50.1

49.7

47.6

36.9

36.9

36.6

-12.3

주: (B-A)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임.
자료: ILO Statistics(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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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퇴기에 임금소득 감소 속도가 자본소득 감소 속도에 비해 느리다는 사실
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7]은 개별 주요국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을 정리한 것으로 인도와 헝가
리,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OECD 추정 방법 적용 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며,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선진국 중 독
일, 영국, 미국의 2017년 노동소득분배율은 2004년 수준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 중 미국의 하락폭이 3.1%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 기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AMECO)는 개별 국가의 연
간 보정노동소득비율(adjusted wage share)을 요소가격으로 평가한 고용당
GDP 대비 1인당 피용자보수 비율(compensation per employee as percent
of GDP at current factor cost per person employed)로 계산해 발표한
다.30) 주요 선진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경기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는 양상을 보여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수민, 주상영(2018)에 따르면 글로
벌 금융위기 직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임금인상의 억제와 연관이 있
다. 2010년 이후부터는 세계경기 회복과 원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
의 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2009년과 2010년 공공부문을 비롯해 많은

30) AMECO는 보정노동소득비율의 분모에 시장가격(market prices)으로 평가한 GDP와 요소가격
(factor prices)으로 평가한 GDP를 대입해 각각의 결과를 제공함. 그러나 세금을 자본(또는 토지)소
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순생산세를 차감한 요소가격 GDP 대비 값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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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임금인상이 억제되었고, 실제로 동 기간 법인 영업잉여는 26% 증가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7% 증가에 그쳤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2-7. G20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자료: AMECO Database(검색일: 2019. 11. 29).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폭을 보면 주요 선진국 중 호
주, 일본, 미국 등의 하락폭이 비교적 컸고, 그 외 폴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아
일랜드 등에서는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
락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 차례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전반
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0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60% 중후반
대를 기록하며 G20 주요 선진국 중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나, 1995년과 비교
했을 때 2017년 13.8%포인트 하락하며 아일랜드 다음으로 큰 하락세를 시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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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주요국 보정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단위: %, %포인트)

스위스

’95(A)

’00

’05

’10

’11

’12

’13

’14

’15

’16

’17(B)

B-A

65.6

64.9

64.7

65.3

66.2

67.0

67.4

67.0

67.4

67.2

67.3

+1.7

룩셈부르크

56.7

56.6

59.5

59.2

57.9

59.3

58.6

58.2

57.5

56.6

58.2

+1.6

프랑스

66.2

64.6

64.9

65.7

66.1

66.9

67.5

67.4

66.6

66.9

67.3

+1.1
+0.6

이탈리아

59.0

58.4

59.5

61.4

60.8

61.5

61.0

60.7

60.7

59.7

59.6

독일

64.7

65.0

62.3

62.7

62.4

63.7

63.8

63.5

63.7

63.8

64.0

-0.6

멕시코

39.6

41.3

41.6

40.6

39.3

39.1

40.2

40.0

40.1

39.3

38.2

-1.4

유로지역

64.6

63.7

62.4

63.2

63.0

63.6

63.7

63.5

63.0

62.9

62.9

-1.7

캐나다

65.1

63.3

60.7

62.2

61.2

62.1

62.2

61.5

63.7

62.7

61.7

-3.4

미국

64.4

65.9

62.8

60.9

60.8

60.7

60.4

60.5

60.9

60.9

61.0

-3.4

헝가리

59.4

58.5

59.0

56.2

56.0

57.4

55.6

54.3

53.4

54.6

55.1

-4.3

스페인

65.0

64.9

61.9

62.4

61.2

60.2

59.9

60.2

60.1

59.2

58.7

-6.2

일본

68.7

66.7

62.9

62.6

63.9

63.3

62.4

62.5

61.3

62.1

61.9

-6.8

포르투갈

66.5

68.2

67.3

64.0

63.1

61.5

61.0

60.2

59.4

59.0

59.6

-6.9

호주

64.9

64.2

61.1

58.8

58.7

59.3

59.3

60.1

60.8

58.5

58.0

-6.9

폴란드

65.5

64.7

56.9

55.9

54.7

54.1

53.8

53.9

53.4

54.6

55.3

-10.2

한국

80.3

73.5

73.4

66.6

66.5

67.5

67.3

67.5

67.1

67.1

66.4

-13.8

아일랜드

60.1

53.1

52.6

55.3

53.1

52.1

52.3

49.9

38.4

39.5

38.0

-22.1

주: (B-A)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임.
자료: AMECO Database(검색일: 2019. 11. 29).

4. 소결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양하며, 방법별로 그 수준과 추세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OECD와 ILO가 공표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에는 차이가 있으며, 시
간 흐름에 따른 추이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2-8 참고).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 한해 보면 한국은행과 ILO가 공표하는 노동
소득분배율은 OECD 공표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글로벌 금
융위기 기간인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소폭이지만 한국은행 노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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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율은 상승한 반면 ILO의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했다. 이러한 측정 방
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
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책 시그
널을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측정 방법(또는 기관)별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주: 1) ‘Gollin 1’, ‘Gollin 2’, ‘Gollin 3’은 [표 2-4]의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임(그림 2-2의 방법 1, 방법 2, 방법 3과
동일).
2) ‘OECD Stat’은 경제 전체의 실질 단위 노동비용(Real Unit Labour Cost in Total Economy)이며, ‘OECD
Stat(법인)’은 [표 2-6]의 한국 값과 동일.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OECD Statistics, ILO Statistics 및 AMECO Databas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2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여 법인
(기업) 부문에 국한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총부가가치 대비 피용자보수의 비중
으로 계산하였다. 자영업 부문까지 포함한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
업 부문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국제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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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 부문을 제외하고 있어 측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법
인 부문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분배
측면에 대한 국제 비교 시 적절한 지표라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은 2017년 노동소득분배율이 2000년에 비해 약 7%포인
트 하락하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락폭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지윤,
엄상민(2019)에서 기업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분석31)한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
게 나타났다. 또한 아일랜드(-16.4%포인트), 폴란드(-9.2%포인트), 헝가리
(-8.2%포인트), 스페인(-7.6%포인트)이 여타 국가에 비해 하락폭이 컸는데 이
는 IL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여타 기관이 발표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표
2-6 참고). 한편 최근 ILO는 자영업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영의 일환으
로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보정작업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전 세계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4년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하며 51.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2.4%포인트 높은 수준인 53.8%로 조사대상국
중 중위권 국가에 속하였고, 2004년 대비 하락폭(-1.1%포인트)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고).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하락폭이 10%포
인트를 상회하며 여타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OECD가 발표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렇게 노동소득분배율은 측정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값과 추이가 나타나는
바,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1)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의 재무자료(KISDATA)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가산법에 따
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후 이 부가가치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함. 피용자보
수는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조
원가명세서 공개 의무가 사라진 2004년부터는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있는 총인건비를 대입
함. 참고로 1987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평균 노동소득분배율 값은 52.0%, 중간값은 55.4%임. 다만
법인 중에서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외부감사 대상 이상 법인만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또는 법인) 전
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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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은 사회ㆍ경제ㆍ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소
득분배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집합인 자본소득분배율
의 상승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노동자 소득이 감소하고 자본가
의 소득이 증가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의
경제학적 진위 여부를 떠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감소하면 국민이 소비 등 내수에 지불할 수 있는 여
윳돈이 감소하여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기업의 비용 절감 혹은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
여 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지속되면 가
계소득의 개선이 내수경제 촉진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단절되고 대내외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같이 소득주도성장을 꾀하는 경우 노동소득분
배율이 거시경제정책을 설계, 운영하는 데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사
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노동소득분배율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변화시키는 동인에 대한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여러 변화요인 가운데 대외적 요인에 주목
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개방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은
통일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종구, 박창귀, 조윤제
(2012)에서 무역개방도(세계화)와 소득불균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 세계
를 대상으로 하면 세계화가 소득불균등을 심화시켰지만 OECD 국가를 대상으
로 하면 세계화가 소득불균등을 완화하였다. 곽노선, 김선하(2008)에서는 자
유무역협정의 증가와 관련된 지수는 지니계수에 유의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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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FTA 더미변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지니계수가 증가하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제 3장에서는 무역,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국제투자(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등 세 가지 실물 및 금융
의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여 경제개방의 각기 다른 측면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
친 영향을 파악해보았다. 먼저 무역의존도를 이용하여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개
방된 정도를 측정하였고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고려하였다. 다음으로는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투자의 국제적 흐름과 개방
정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변수로는 해외
직접투자 유출입의 합을 GDP로 나눈 지표와 유출과 유입이 GDP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각각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국제적 흐름과 개방 정도를 반
영하기 위하여 국제투자를 선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대외 자산과 대외 부채의
합과 각각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전에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대한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 분
석에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노동소득과 국민소득의 범위를 정의하는 통일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결과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추세와 함의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개방경제에서 노동
소득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에 따라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인해보고자 본 연구에서
는 혼합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은행 방식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기준모형
(benchmark model)으로 설정하고 Gollin(2002)에 따라 자영업자의 혼합소득
을 고려하는 세 가지 노동소득분배율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동태패널(Dynamic Panel) 모
형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세계화 지표 가운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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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을 가장 크게 하락시켰으며 국제투자는 노동소득분
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의존도와 금융개방
도의 중간적 성격을 보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측면에서는 자영업의 노동소득
을 고려하는 경우 세계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제2절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계량분석모형과 추정전략, 추정
에 이용한 자료와 변수를 설명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제4절에서는 3
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Bowley(1937)는 영국의 임금분배 자료를 분석하여 단기 및 장기 임금비율
이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amuelson(1964)은 Bowley의 발견을 일정
한 임금비율의 정형화된 사실(the stylized fact of a constant wage share)
로 명명하였고 이후 보울리의 법칙(Bowley’s law)으로 알려졌다. 보다 최근
연구인 Gollin(2002)의 연구에도 국가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하면 1인당 소득에 상관없이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
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많은 실증연구들은 노동소
득분배율이 국가별·시기별로 다르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
30년간 주요국에서는 뚜렷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관찰되었다(Harrison
2005). 이에 따라 더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이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
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결정하는 많은 연구들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
키는 요인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과 하락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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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화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양
방향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가 개방되면 ‘헥셔-올린 정리’에
따라 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은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 ‘스톨퍼-사무엘
슨 정리’의 결과가 성립한다면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
다.32)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은 자본집약적인 재화에 특화하고 이는 노
동소득비율을 감소시킨다. 또한 Kuznets(1955)의 가설에 의하면 경제발전 단
계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다가 점차 불평등이 완화되는 역 U자 모양을 보
인다. 따라서 세계화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노
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방향도 가능하다. 자본시장이
나 노동시장이 개방되며 근로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
락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노동시장 개방은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의 유입을 가
속화하여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킨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가격경쟁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이어지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노동자의 협상력
이 약화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
실증연구 결과에서는 분석모형이나 추정방법, 자료, 그리고 세계화를 정의하
는 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Diwan(2001), Harrison(2005), Guscina(2006), 강석
훈(2006), 서환주, 허재준(2010)은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Harrison(2005)은 무역 비중, 환율위기, FDI를 세계
화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세계화가 노동소득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Diwan(2001)은
무역개방과 자본통제 정도(capital regimes)가 금융위기 동안 노동소득분배율
32) 세계화는 개도국의 자본가격을 하락시키고 자본-노동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노동소득 증가 등을 가
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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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Guscina(2006)는 1960~
2000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
상국과의 교역 증가로 OECD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환주, 허재준(2010)은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의존도와
FDI를 세계화 지표로 하여 분석한 결과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
다는 결과를 얻었다. 강석훈(2006)은 무역의존도를 대외개방의 대용변수로 하
여 분석한 결과 대외개방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나. 기술 변화
1980년대 이후 기술 변화는 자본확장적(capital-augmenting) 기술 변화
였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생산에서 자본의 기여를
확대하였다. Blanchard(1997)는 OECD 국가의 노동소득비율과 자본소득비
율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노동소득분배
율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럽대륙 국가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
년대 초반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다. Blanchard(1997)는 그 원인의
하나로 1970년대 유가 충격 이후 기업들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극복하기 위
하여 노동절약형 기술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설에 따르면 새
로운 기술의 진보는 저숙련 노동자에 비해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Acemoglu and Autor(2011)가 1963~2008년 대졸자 및 고졸
자의 임금비율로 계산한 대학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1980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학력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고숙련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
와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수요의 변화는 가격효과와 구성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총 노동소득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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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 변화로 인해 증가한 고숙련 노
동자에 대한 보상보다 감소한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보상의 변화분이 더 크다
면 총 노동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그림 3-1. 미국 대학 졸업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1963~2008년)
(단위: %)

주: 대졸/고졸 로그 주별 임금비율.
자료: Acemoglu and Autor(2011), p. 1051, Figure 1.

다. 산업 및 시장 구조의 변화
산업 및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는 견해도
있다. 만약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율이 감소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할 것
이다. 유사하게 Autor et al.(2017)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대기업, 즉 슈퍼
스타 기업의 비중 상승으로 자본소득 비중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장구조가 독점적으로 변하며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한 이윤 증가가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져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관찰된 국가들간의 노동소득분배율 차이와 검토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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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노동소득분배율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 정량적인 분석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절에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3.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성을 지니는 사회현상이라고 판단하
였다. 현재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급변하지 않고 전기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영향
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패널모형을 고려하였으며 시스템 일반
화적률법(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이하 시스템 GMM)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가. 모형 및 추정 방법
경제의 동태적 현상을 고려하며 국가  , 시기  의 변수    를 설명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       ,    
       ,   ∼   

[식 3-1]

위 식에서    은 종속변수,  는 설명변수 벡터,  는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s),    는 고유오차(idiosyncratic error)를 의미한다.  은 시간에 따
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다.   은 시간과 패널 개체
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는 자기회귀 계수,       은 종속변수의
시차항이며 패널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설명변수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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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동태패널(Dynamic Panel)모형이다. 여기서 시차 종속변수는 고유
오차    과 상관되어(           ≠  ) 내생성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표준적
인 패널 자료 추정량(FE, RE)은 일치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동태패널 자료 추정량을 도출해야 한다. 동태
패널모형에서 일치 추정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식 3-2]와 같이 1차 차분모형
으로 관찰되지 않는 개별효과  를 제거하는 한편      의 내생성33)을 제
거하기 위해 도구변수(IV: Instrumental Variables) 추정법을 이용한다.

          ′      ,    

[식 3-2]

1차 차분모형에서는 오차항   가             등과 상관되지 않아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해 일치 추
정량을 얻기 위해 2단계 추정량 또는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차
분 GMM 추정량 또는 Allerano and Bond(이하 AB) 접근법에 적률조건을 추
가한 시스템 GMM 추정량을 이용할 수 있다. 차분 GMM 추정(AB 추정)은

     의 도구변수로      의 과거값을 이용하여 GMM 추정량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
는    에 상당한 지속성(persistence)이 있을 때, 즉  가 1에 가까울 때 종속변
수의 과거값이 도구변수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는 차분변수의 과거값을 추가적인
도구변수로 하여, 즉 적률조건을 추가하여 시스템 GMM 추정량을 제안하였다.
1차 차분모형 [식 3-2]에 도구변수와 오차항 사이에 추가적인 적률조건

             을 부과하고 수준 방정식 [식 3-1]에서      에 대
한 도구변수로      을 선택한다. 이러한 추정 방법은 수준 방정식과 1차 차
분 방정식의 적률조건이 방정식 체계(system)를 이루기 때문에 시스템 방정식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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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린다. 동태패널모형에서는 적률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적률조건이 성립하는지 Sargan-Hansen 검정으로 사후 검정 절
차가 필요하다. 이때 귀무가설은 적률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으로 과대식별이 적
절한지 검정한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모형 설정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
한다. 또 다른 사후검정에는 Arellano-Bond 검정이 있다. 이 검정은 차분 오차
항    의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에 자기상관이 없다
면    은 1계 자기상관을 지니지만 2계 자기상관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지금까지 논의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패널모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2절에서 살펴본 노동소득분배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 세계화 및 기술 변
화와 근로자 및 노동시장 관련 변수와 국가의 경제적 특성과 정책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식 3-3]

                  

[식 3-3]에서 하첨자  는 국가,  는 연도이다.  는 국가의 개별 고정효과,

  는 시간 고정효과,    은 고유오차이다. 종속변수  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의미하며, 총 네 가지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이용하였다. 먼저 혼합소득을 고려
하지 않는 한국은행 방식의 노동소득분배율    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Gollin(2002)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혼합소득을 조정한    ,    ,

   을 이용하였다. 핵심 변수는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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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각각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와 관련된 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무
역과 관련하여 무역의존도(  ), GDP 대비 수출 비중(   ), GDP 대
비 수입 비중(  )을 고려하였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변수로는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비중(  ),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비
중 (   ),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비중(   )을 살펴보았다.
국제투자와 관련하여서는 GDP 대비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비중(  ),
GDP 대비 대외금융자산(   ), GDP 대비 대외금융부채(   )를 포
함하였다.
나머지 변수들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기술 변화,
노동시장,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는 GDP 대
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며 기술변수의 대리변수로 포함시켰다. 
는 기술 변화의 방향에 따라 다른 계수가 추정될 것이다. 만약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와 밀접한 기술개발투자가 증가하면  의 부호는 음수로 예상된다.

  은 저숙련 근로자34)의 비율,    은 노동조합 가입률,   은 중
등교육 등록 비율,   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며 각국의 근로자 및 노동
시장의 특성을 설명한다.   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정도를 보여주며 저숙
련 노동자의 임금은 고숙련 노동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의 증가는 노동
소득분배율을 낮출 것이다.   은 각 국가의 교육 수준을 반영한다. 중등교
육과정에 등록한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것이다.   
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협상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협상
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져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할 것이다.   는 시간
제 근로자의 비율이며 만약 비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며 시간제 근로
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것이다. 반면 전일제 근로자
의 일부가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하였다면 노
34) ILO는 직업(occupation)의 종류에 요구되는 숙련의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를 저숙련, 2단
계를 중숙련, 3, 4단계를 고숙련으로 분류하여 숙련에 따른 고용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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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 설명
구분*

소득분배율

변수

변수명

비고

 

한국은행 방식
노동소득분배율

임금소득

Gollin(2002)의 방법 1

임금소득+혼합소득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

Gollin(2002)의 방법 2

임금소득

 

(한국은행, OECD)

 
 

개방도
(WDI)

국민소득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혼합소득

Gollin(2002)의 방법 3

임금소득+평균임금*자영업자 수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



무역의존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FDI 유출입



FDI 유출 비중

GDP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FDI 유입 비중



금융개방도



대외자산 비중



대외부채 비중



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중(%)



저숙련
노동자 비율

전체 노동자 중 스킬 수준이 1인
노동자 비중(%)



교육 수준

중등교육기관 등록비율(% net)



노동조합
가입률

하나 이상의 단체협약에 의해 급여 또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경제
(WDI)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사회보장제도
(OECD)



사회보장기금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기술
(OECD)

인적자원
노동시장
(ILO, WDI)

GDP 대비 비중(%)

고용조건이 결정되는 직원의 비율(%)

주: * ( ) 안은 출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OECD Statistics; ILO Statistics; World Bank Databank(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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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며 근
로자의 명목임금이 인플레이션이 조정되는 소득보다 느리면 노동소득분배율
을 낮출 것이다. 정부의 정책도 노동소득분배율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
다.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이 높은 국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장 수혜는 직접적인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
진 국가에서는 노동소득 개선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비율(   )을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정도를 반영하는
대용변수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 국가는
총 29개국35)이다. 사용된 변수들의 출처와 세부 정의는 [표 3-1]과 같다. 노동
소득분배율은 OECD의 국민계정체계(SNA)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다만 일
부 국가들은 자영소득(혼합소득) 자료가 보고되지 않아    을 계산할 수 없
었다. 한국은 OECD SNA에는 혼합소득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9년 6월 국민
계정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며 혼합소득을 공표하기
시작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나머지 설명변수들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Statistics,
ILO Statistics에서 각각 획득하였으며 변수별 출처는 [표 3-1]에 표기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
배율은 정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50% 중반부터 60% 중반
의 수준을 보였다. 정의 방법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최솟값은 30% 중후반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댓값은 60% 후반부터 80% 후반까지 큰 차
이를 보였다. 개방도는 특히 국가 및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표준편차가

  는 63.8,  는 25.2,   는 5,510.9로 나타났다.

35)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
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
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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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요약 통계량
구분

소득분배율

Obs

Mean

Std. Dev.

Min

Max

 

Variable

111

55.6

7.6

33.3

68.7

 

111

67.9

9.2

37.5

88.7

 

111

63.8

8.8

34.8

83.2

 

97

65.5

8.3

39.9

82.6



111

115.7

63.8

49.3

413.5

 

111

59.9

34.6

22.3

223.6



111

55.8

29.3

26.0

189.9

111

11.0

25.2

-14.2

146.0



111

5.3

12.7

-6.8

65.2

 

111

5.7

13.0

-7.3

80.8

111

1495.0

5510.9

89.4

38933.6



111

736.4

2761.3

23.8

19493.5



111

758.7

2749.9

65.6

19440.0



111

1.9

1.0

0.5

4.4



111

9.3

3.6

3.6

21.3



111

91.7

5.1

71.8

99.6



111

26.6

19.9

4.5

69.8



111

14.5

7.2

3.8

38.5

경제

 

111

1.2

1.7

-1.1

8.9

정책



111

10.1

4.3

0.1

16.9


개방도



기술

노동시장

주: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러시아, 터키는 OECD SNA에 혼합소득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LS_G3을 산출하지 않음.
자료: 저자 계산.

[그림 3-2]는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여준다. 그림을 통해 세 가지 사
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자영업의 소득을 조정하면 국가간 노동소득분배
율의 차이가 대부분 사라진다는 Gollin(2002)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
째, 자영업을 고려하지 않으면 노동소득분배율을 과소평가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한    ,    ,

   에 비해 국가별로 최대 7~21%포인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게 측정되었
다. 셋째, 한국과 같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차이가 큰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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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한 조정이 큰 폭으로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
으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아    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평가한다.

그림 3-2. 주요국 노동소득분배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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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보면    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 노동소득
분배율을 과소평가한다.    은 자영업자가 보유하는 자본을 고려하지 않아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측정 한다.    은 자영업과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차이가 큰 경우 노동소득을 과대평가한다. 따라서 이병희(2015), 전수민, 주
상영(2015) 등에서는    가 한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OECD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의 특성만
을 고려할 수는 없기에    ,    ,    ,    각각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화 지표에 대한 추정계수를 [그림 3-3]에 도시하였다. [그림 3-3]에서는
세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 순으로 노동
소득분배율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정 모형 및 방법에 따라 다르나 무역변
수의 1%포인트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최대 0.13%포인트에서 최소 0.05%포
인트 낮추었다. 반면 국제투자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0에 가까운 계수 추정치를 보였다. FDI는 실물적 성격의 무역의존
도와 금융적 측면인 국제투자의 중간적 특징을 보였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수
1%포인트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최대 0.07%포인트에서 최소 0.03%포인트
낮추었다. 무역이론에 의하면 자본집약재를 수출하면 자본가의 소득이 증가한다.
표본에 포함된 OECD 국가들은 자본집약적인 경제에 가깝다. 이들 경제는 자유
무역을 통해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의 가격이 상승해 자본에
대한 소득이 증가한다. 따라서 상품의 이동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으로 이어진
다. FDI 형태의 자본 이동은 임금소득보다 배당금 등 자본소득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 국제투자는 상품 및 물적 자본과 달리
금융시장에서의 이동으로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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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역 관련 세계화 지표에서는 수출 > 수입 > 무역(수출+수입) 순으로
노동소득분배율에 음의 영향을 보였다. 다만 GDP 대비 수출입 비중으로 정의
한 무역변수의 1%포인트 변화는 GDP 대비 수출(혹은 수입) 비중의 1%포인트

그림 3–3. 세계화 지표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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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직접투
자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FDI 유입 > FDI 유출 > FDI 유출입 순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다.
셋째, 세계화는 자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분배율보다 Gollin(2002)
의 방법 1과 방법 2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하락시켰다. 따라서 기
존에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자영업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 그 효과가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자영
업의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분배율이 세계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무역의존도와 FDI의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를 [표 3-3]과 [표 3-4]에 제시하였다. 먼저 동태패널모형 추정에서 과대
식별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Sargan 검정 결과 과대식별이 적절하다는 귀
무가설을 기각한다. 하지만 Allerano and Bond(1991)의 지적에 따르면 오차
항에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 Sargan 검정의 검정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어 과대식별이 적절치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3-3]에서는 상품시장 개방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 계수가 음수로 추정되어 무역의존도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
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는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소득
분배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   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요인이었지만 유의하지 않았
다.    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
었으나 추정 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으며    과    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노동조합은 조합 내 근
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낮추어 노동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노동
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에 나타나듯이 평균적 노동
조합 가입률은 2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는    에서만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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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었다. 부호가 음수로 추정된
것으로 보아 비근로자가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편입되면서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플레이션율   은   

표 3-3. 무역의존도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0.154

0.242**

0.208*

0.016

(0.237)

(0.034)

(0.081)

(0.905)

-0.047***

-0.062***

-0.061***

-0.046***

(0.000)

(0.000)

(0.001)

(0.006)

0.293

0.291

-0.790

2.174

(0.795)

(0.843)

(0.584)

(0.288)

0.414

0.646

0.505

1.056**

(0.265)

(0.171)

(0.291)

(0.030)

0.116

0.081

0.120

0.208

(0.350)

(0.563)

(0.403)

(0.175)

-0.060

-0.215***

-0.106

-0.249**

(0.429)

(0.008)

(0.198)

(0.018)

0.014

-0.339*

-0.202

0.326

(0.943)

(0.054)

(0.310)

(0.185)

-0.032

0.021

0.032

0.251

(0.868)

(0.929)

(0.891)

(0.387)

1.990***

1.234***

1.721***

3.303***

(0.000)

(0.006)

(0.001)

(0.000)

19.167

43.350**

32.213*

4.472

(0.174)

(0.021)

(0.074)

(0.826)

시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111

111

111

95

[국가 수]

[29]

[29]

[29]

[25]

Sargan 검정

0.004

0.003

0.000

0.005


상수항

주: 1) ( ) 안의 숫자는 p-value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검정의 수치는 p-value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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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회보장기
금   은 유의하게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다.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
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2~3.3%포인트 높아졌다.

표 3-4. 해외직접투자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상수항

 

 



 

0.262**

0.398***

0.327***

0.009

(0.028)

(0.000)

(0.003)

(0.952)

-0.028***

-0.035***

-0.031***

-0.028***

(0.001)

(0.001)

(0.003)

(0.009)

0.652

-0.043

-0.663

-0.100

(0.544)

(0.977)

(0.651)

(0.960)

0.943***

1.400***

1.295***

1.639***

(0.006)

(0.001)

(0.001)

(0.000)

0.002

0.035

0.055

0.226

(0.987)

(0.802)

(0.699)

(0.143)

0.014

-0.117

-0.043

-0.144

(0.851)

(0.157)

(0.609)

(0.160)

-0.284

-0.290

-0.332

0.326

(0.111)

(0.117)

(0.109)

(0.185)

-0.014

-0.071

-0.064

0.348

(0.942)

(0.760)

(0.784)

(0.231)

1.437***

1.434***

1.648***

4.106***

(0.001)

(0.002)

(0.002)

(0.000)

20.543

18.634

17.418

-13.277

(0.156)

(0.295)

(0.328)

(0.475)

시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111

111

111

95

[국가 수]

[29]

[29]

[29]

[25]

Sargan 검정

0.060

0.005

0.002

0.023

주: 1) ( ) 안의 숫자는 p-value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검정의 수치는 p-value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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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에는 해외직접투자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되어 있
다. 무역의존도와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
지만 그 영향은 무역의존도의 절반 정도인 0.028~0.035 수준이었다. 다른 요
인들은 무역의존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저숙련 노동자의 비율
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
대한 부호와 반대되는 결과인데, 저숙련 노동자 비율이 높으면 노동집약적인
기술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임금은 낮지만 노동자에게 분배된 총임금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금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
시켰다.

4. 소결
본 연구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
양한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세계화 지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
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는 총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다. 첫째 방법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
는 한국은행 방식이며 나머지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Gollin(2002)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을 고려하지 않으
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최대 20%포인트 가까이 낮게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노
동소득을 개선하고자 정책을 수립한다면 목표로 하는 노동소득의 정의를 명확
히 하여 적절한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적패널모형
추정 결과를 통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무역이 증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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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악화되었으며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
았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
율을 높인다.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국가는 상품의 국경
간 이동 결과로 자본을 수출하고 노동을 수입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서 상품
무역의 확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 FDI 유입과 유출로부터의 이익은 기
업의 이윤이나 배당 등 자본수익으로 계상되어 자본소득비율을 높인다. 따라서 수
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가 축소되는 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둘째 결과
로부터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순환이 더 확대된다. 다만 세계화는 통
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화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 노동소득분배
율이 감소할 가능성을 소득분배정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셋째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셋째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모든 세계화 지표와 모든 노동
소득분배율 지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크게 개선하였다. 따라서 세계화가 노동소
득분배율을 낮추지만 그 처방으로는 반세계화가 아니라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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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후생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1. 이론적 배경
2. 모형
3. 모형의 추정 및 후생효과 분석
4. 소결

1.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임금, 즉 노동소득의
지속적 상승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임금상승이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
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포함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이른다. Bhaduri and
Marglin(1990)은 포스트 케인지안의 입장에서 임금 인상이 생산비용을 높이는 측
면뿐만 아니라 결국 가계의 수요 원천이 된다는 것에 주목했다. 임금이 상승함에 따
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며, 이는 케인즈 모형의 승수효
과를 통해 투자를 증대시킨다. 물론 임금 상승은 기업 활동에 있어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본의 기대수익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
기도 한다. 순수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질단위노동비용의 상승에 따라 가격경
쟁력 하락을 가져와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소비, 투자, 순수출 각 부문의 영
향을 합하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소
득분배율 변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실증분석에 치우쳐왔다.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2000년 이후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저
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생산기술 변화, 세계화, 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론적 모형에서 노동
소득분배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산출물 및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인 경우, 즉 개별 기업이 산출물 가격과
요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0 •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식 4-1]

여기서  는 명목임금,  는 산출물의 명목가격,  은 노동의 한계생산
을 나타낸다. 즉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실질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과 일치
한다. [식 4-1]의 양변을 노동생산성(=   )으로 나누면 다음을 얻는다.



 


 

[식 4-2]

여기서 [식 4-2]의 왼쪽 항은 명목생산에 대한 명목노동비용의 비중으로 실
질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와 유사하여 기존 문헌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한편 오른쪽 항은 노동의 산출탄력성, 즉 노동투입
1% 증가에 따른 산출량의 증가율을 의미하며 이 값이 높다는 것은 산출에 있어
노동의 기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노동의 산출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소 투입과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생산함수에 대한 적절한 가정이 필요한데, 경제학에서는 국민경제의
집계생산함수로 콥-더글러스(Cobb-Douglas) 함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노동서비스(  ) 및 자본서비스(  ) 등 생산요소가 투입되어 산
출되는 생산물(  )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표현된다.

     

[식 4-3]

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이며 산출물 중에 투입된 생산요소로 설명되지 않
는 부문을 나타낸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경우 노동의 산출탄력성은  이
며 노동소득분배율도 이 값으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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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계열에서 관찰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
동, 혹은 추세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식 4-2]와 [식 4-3]으로부터 노동의
산출탄력성인  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학
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값을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
즉 앞의 결과를 도출한 이론적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
다. 물론 생산의 기술적 또는 구조적 변화는 콥-더글러스 함수의 노동분배계수

 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다른 상황으로는 완전경쟁
에서 벗어난 시장조건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결성 등으로 비경쟁적
노동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식 4-1]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배근(2013)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혹은 노동조합의 교섭력 등 시장환경이
불완전경쟁인 경우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이 높은 독점기업의 경우
산출물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므로,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4]

max         

일계조건과 [식 4-2]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식 4-5]

여기서  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    는 한계비용에 대한 산출
물 가격의 비율(   ), 즉 마크업률을 나타낸다. 이는 실질한계비용의 역수
이기도 하다. 한편 마지막 등호는 콥-더글러스 함수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
우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산출탄력성뿐만 아니라 마크업률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져서 마크업률이 올라가면 노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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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뉴케인지언(new Keynesian)
문헌에서는 독점적 경쟁시장 구조에서 가격 결정의 중첩구조를 이용하여 가격
경직성을 부여하는데, [식 4-5]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노동분배
계수  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한계비용의 대용변수로 이용한다.
한편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은 경우 임금 결정 과정을 내쉬 교섭(Nash
bargaining)으로 이론 모형화할 수 있다.

max           

[식 4-6]

여기서  는 노동조합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는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을 의미한다. [식 4-4]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시장지배력
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이 협상의 결과 [식 4-6]의 노동투입(  )에 대한 일계
조건으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식 4-7]

이로부터 구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식 4-8]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는 산출의 노동탄력성과 자본탄력성이 각각  와

   로 일정하므로 [식 4-8]에서 다음을 얻는다.



 
   





[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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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의 협상력(  )이 커질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한다. 기업
의 시장지배율이 높아져 마크업률(  )이 상승하는 경우 생산함수의 노동분배
계수가 노조의 협상력보다 크면(    )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한다. 김배근
(2013)은 이러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세계화, 혹은 개방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이론
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2011)이 지적했듯이 개방
화가 진행되면 수입물 시장에서 경쟁이 올라가며 기업의 시장지배율이 낮아지면서
마크업률이 하락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인 경우    이므로36) 노동소득분
배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 자본시장의 개방이 수반되는 경우 노
동조합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조합에 따라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식 4-5]에서 산출의 노동투입탄력성이 일정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실질한계비용과 동일하게 변동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산출의 노동투입
탄력성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인 CES 생산함수를
고려해 보자.




    





 










[식 4-10]

여기서  는 자본-노동 간의 대체탄력성(ES: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나타낸다. 이 생산함수에서 산출의 노동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36) 일반적인 거시경제모형에서

 



[식 4-11]

 의 추정치로 2/3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Cahuc, Postel-Vinay,

and Robin(2006)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은 0.5 이하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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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 따르면 CES 생산함수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노동생산성에 의
해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이 보완관계인 경우
(    ) 노동생산성이 상승할 때 노동소득분배율도 같이 증가하는데, 두 요소
가 대체관계인 경우(    ) 두 지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보면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식 4-2]에서와 같이 산출물 및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에서
살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식 4-12]

즉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보완관계인 경우(    ) 실질임
금의 상승과 함께 노동소득분배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4-5]에서와
같이 산출물 시장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식 4-13]

한편 산출물 시장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존
재하는 경우, 즉 [식 4-8]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다.37)
37) 먼저 [식 4-10]과 [식 4-11]을 이용하여 [식 4-8]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한편 [식 4-6]의 임금(  )에 대한 일계조건으로부터       를 얻는데, 이를 [식 4-7]
  
및 [식 4-11]과 결합하여 다음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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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4]

이 결과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실질유보임금(   )이 증가함에 따
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교섭력을 가진 근로자들의
유보임금이 최저임금 혹은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
소득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식 4-12], [식 4-13] 및 [식 4-14]에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세계화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세계화가 실질임금
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한편,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  )의 크기에
따라 이 경로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과 노동조합의 교섭력(  )이 실질임금 혹은 실질유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구체적인 모형 안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출물 및 요소시장의 시장 형태에 따라 생산함
수에 대한 가정이 변화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 결과를 [표 4-1]에 정리
하여 제시하였다.

표 4-1. 이론적 가정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시장 형태
생산함수

완전경쟁시장
(산출물, 노동)

기업의 시장지배력()

기업의 시장지배력() 및
노동조합의 협상력()

Cobb-Douglas
()







  



 


CES (,)



 


 








자료: 저자 계산.



 
    



 

 

따라서 [식 4-14]는 위의 두 식으로부터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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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barbounis and Neiman(2014)은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즉 상호대체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 기술 발전에 따른 자본의 상대적
가격 하락이 노동소득분배율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즉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면 두 요소간의 대체관계로부터 자본 투입의 상대적 증가가 더 크
므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 대체탄력성이
1.25로 추정되었고, 2000년대 초반 미국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80%를 자본
확장적 기술 진보가 설명함을 보였다. 하지만 대체탄력성에 대한 Cantore et

al.(2015)이나 Antras(2004)의 추정 결과는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설명할 수 없다.
박강우(2018)는 한국의 전 산업 및 제조업 시계열을 이용하여 노동확장적
(labor-augmenting) 및 자본확장적(capital-augmenting) 기술 진보를 반
영한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자본과 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가 자본확장적 기술 진
보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유효 자본-노동 비율의 하락이 노동소
득분배율의 변화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모의실험을 통해 보였다.
본 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구축하고 자본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과 노동확장적 혹은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역할을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추정된 모형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모형
본 모형은 투자충격을 모형화한 Justiniano, Primiceri, and Tambalotti
(2011)에 CES 생산함수를 도입한 Hirakata and Koike(2018)에 기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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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형 경제를 움직이
는 충격의 지속성이 필요하므로 기술 진보(technological progress)에 비정
상성(nonstationarity)을 도입하는 한편,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시
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마크업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공급의 독점적 경쟁을 상정하고 있다. 한편 Hirakata and Koike(2018)
와는 다르게 가격경직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효과만을 분석하였으며, 모형에
포함된 충격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계산하였다.

가. 가계
경제 내에는 이질적인 가계들이 존재하며 가계  는 소비    , 노동   
를 통해 효용을 누린다. 당기 효용함수는 소비습관 형성(habit formation)을
포함한다.

∞









     
log              






[식 4-15]

여기서 ∈   은 습관 형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는 노동공급 탄력
성의 역수이다. 가계는 지난 기에 구매한 1기간 채권의 상환금액(     )과
노동소득(    ), 정부로부터의 이전(   )을 발판으로 소비지출을 하거나
새로운 채권을 구매한다.39)

38) 이에 따라 본 모형의 동학은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를 따르도록 구성됨. 모형 안에서
추세를 따라 변화하는 변수는 영문 대문자로, 정상성을 따르는 변수는 영문 소문자로 나타냄.
39) 본 모형은 일반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실질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최종소비재를
단위재(numeraire)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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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6]

우발사건(contingency)에 대한 모든 보험이 존재하는 완전시장의 경우, 모
든 가계가 동일한 소비를 선택하며 이에 따른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식 4-17]

    
        
 


[식 4-18]

각 가계의 노동공급은 특유의 기술적 특징을 가지면서 독점적 공급력을 갖
는데, 노동조합을 통하여 결합되어 요소시장에 공급된다.



 





  



    

    

 








[식 4-19]



여기서 (     )는 각 가계가 공급하는 특유 노동 사이의 대체탄력성을 나
타내며, (     )는 임금 마크업이다. 각 가계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집계임금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20]

   

[식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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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계는 자신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노동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
며 [식 4-16]과 [식 4-20]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용극대화 문제(식 4-15)의 일
계조건으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식 4-22]

즉 가계가 상정하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비효용에 대해 임금 마크업을 적용
한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40)

나. 기업
1) 자본서비스 기업
생산에 필요한 자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영
업한다고 하자. 이 기업은 투자재  를 구매하여 이를 자본재   로 변환하는
한편, 기존의 소유한 자본(     )을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이에 따른 이윤극대
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40) [식 4-19]를 이용하여 [식 4-22]에서 집계임금과 집계노동의 관계를 유추하면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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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22′]

    






[식 4-22″]

 ∞    

max   
                 

  




[식 4-23]

s.t.

  


               
  

[식 4-24]

여기서   는 한계효용에 기반한 할인인자,  는 자본서비스 사용 비용,  
는 투자재의 가격, 즉 소비재에 대한 자본재의 상대가격이다. [식 4-24]는 자
본축적의 기술적 변환을 나타낸다. 새로 투입된 투자재는 자본으로 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계투자효율(MEI: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에 대한
충격  의 영향을 받으며, 투자의 급격한 증감은 조정비용을 수반한다
(  ′ ⋅   ,  ″ ⋅   ). 정상 상태(steady state)에서의 투자 증가율은

   이며 이때의 투자조정비용은 0이다.41) 최적화 문제의 일계조건으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식 4-25]

   

  
        ′         ′    
  
 
 

[식 4-26]





 



 

 



여기서      이며   ′   ′  이다.
  
  




41) 본 모형에서는 투자조정비용 함수로           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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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재 생산기업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투자재 생산기업은 최종재의 일부인   를 구매한 후
선형기술을 사용하여 투자재  를 생산한다. 즉       이다.


              


   







[식 4-27]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므로 다음을 얻는다.

     

[식 4-28]

3) 최종소비재 생산기업

최종소비재 생산은 완전경쟁시장에서 다양한 중간재의 투입을 통해 이루어
진다. 기업은 주어진 가격     와 생산기술 [식 4-30]을 가지고 다음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해결한다.



     

max   





[식 4-29]



s.t.



 

  









    

    



[식 4-30]



여기서   는 마크업 충격으로 (  
 )는 중간재 사이의 대체탄력성을 나
타낸다. 일계조건으로부터 집계가격과 중간재 수요함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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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31]





   

  

       

[식 4-32]



4) 중간재 생산기업

Hirakata and Koike(2018)의 모형에서와 같이, 이질적인 중간재 생산기업

∈   는 CES 생산기술을 사용하며,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각기 다른 종
류의 중간재를 생산한다. 중간재 생산기업은 요소시장에서 가격수용자로 행동
하며, 주어진 생산함수(식 4-34)에 따라 노동투입    와 투입자본      
를 선택하는 비용최소화 문제를 푼다.

min          

[식 4-33]

s.t.


 



      


   


 

      



[식 4-34]

여기서  는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을,   는 노동확장적(labor-augmenting) 기술 진보를,   는 자본확장적(capital-augmenting) 기술 진보를
나타낸다. 중간재 생산기업이 사용하는 자본은 자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제공
받는다. 일계조건들로부터 다음을 얻는다.42)

42)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집계수요는  





  와     이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일










계조건을 집계하여 [식 4-35]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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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35]


  
 

 

 

 


   






  
  







[식 4-36]



독점적 경쟁을 누리는 중간재 생산기업은 산출물에 대한 독점력을 가지므로
개별 산출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식 4-37]

          

즉 산출물 가격은 한계비용에 가격 마크업을 적용하여 얻는다.43)

다. 정부와 시장청산조건
정부는 단기국채를 발행하여 동적인 재정균형을 유지하는데, 정부지출은 최
종소비재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확률과정   에 의해 결정된다.






      


[식 4-38]

43) [식 4-31]을 이용하여 [식 4-37]을 집계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음.
[식 4-37′]

     


 ≡








 
     
   

 





[식 4-37″]



이를 이용하면 [식 4-34]에 대한 집계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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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34′]

소비재는 최종소비, 투자재 생산 및 정부지출에 사용되며, 시장청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식 4-39]

라. 균형성장경로
본 모형에는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   ),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   ), 투자 고
유(investment-specific) 기술 진보(   ) 등 세 가지 기술 진보가 존재하며 모
두 추세항을 갖는 임의보행(random walk with drift)을 따른다.

∆ log    log   log 

[식 4-40]

∆ log    log    log  

[식 4-41]

∆ log    log   log 

[식 4-42]

균형성장경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재 생산함수(식 4-30)와 중간
재 생산함수(식 4-34)로부터 최종재와 중간재가   와 동일한 추세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4-34]의 마지막 항인       도 추세를 공유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자본축적방정식(식 4-24)과 시장청산조건(식 4-39)


으로부터        의 추세도 이들과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     가 추세가 없는 정상 과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
서 log   와 log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들의 추세항이 서
로 상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ln    ln    

[식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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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적분 관계를 고려하면 log   와 log  는 다음과 같이 오차수정
(Error Correction)항을 포함하여 나타낼 수 있다.

log   log     log    log 

[식 4-44]

log    log       log      

[식 4-45]

log    log        log       

[식 4-46]

log     log        

[식 4-47]

위와 같이 모형의 균형성장경로 추세와 관련한 외부충격 외에도, 모형의 동
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 과정(stationary process)이 존재한다.

log   log      

[식 4-48]

log          log       

[식 4-49]

log          log       



[식 4-50]

log          log        

[식 4-51]

여기서  는 투자재의 자본축적 효율을 나타내는 투자한계효율 충격(MEI),

  는 노동의 한계비효용에 대한 임금 마크업 충격,   는 산출물의 한계비용
에 대한 가격 마크업 충격,  는 정부지출 충격을 나타낸다.

마. 모형의 균형조건
모형 내 이질적인 가계와 중간재 생산기업의 선택이 동일해지는 대칭적 균
형(symmetric equilibrium)에서 [식 4-21], [식 4-22″], [식 4-31]과 [식
4-37″]로부터      1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외생 충격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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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식 4-40]~[식 4-51]이 주어진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최적화 결과로 나
타나는 모형의 균형조건은 [식 4-17], [식 4-18], [식 4-22′], [식 4-24]~[식
4-26], [식 4-28], [식 4-34′], [식 4-35]~[식 4-39]로 이루어진다.

바. 소득의 분배
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최종소비재 산출물은 임금소득, 자본소득, 기업이윤
으로 나누어지며 본 모형에서도 그러하다.

 

   

    

  
       


  
 

[식 4-52]

 

여기서 오른쪽의 마지막 항은 생산기업 이윤의 합44)이다. 본 모형에서 노동
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식 4-53]

3. 모형의 추정 및 후생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구축한 구조모형을 우리나라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베이지
언 방법론(Bayesian method)으로 추정한다. 특히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
이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모형의 주요 충격
44) 본 모형에서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영업하는 중간재 생산기업만이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고정
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생산비용은 한계비용(  )과 생산량(    )으로부터 결정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크업이 실질한계비용의 역수임을 고려하면 [식 4-52]의 마지막 항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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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대부분의 실증분석에서 노동소득
분배율과 관련한 논의는 연결이 확실치 않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계산한다.

가.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는 베이지언 방법론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An and Schorfheide(2007)에서 제시한 추정 절차를 따
랐으며, DSGE 모형의 추정에 특화된 공개 소프트웨어인 Dynare를 이용하였
다.45)

1) 변수의 추세 조정과 균형조건의 정규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모형은 7개의 외생충격에 의해 동적 움직임을 나
타내는데, 이 중 세 가지의 기술 진보 충격이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임의보행을
따른다. 이로 인해 모형의 일부 변수가 균형성장경로를 따라 증가하며 이는 실
제 데이터 중 일부 거시변수들의 지속적인 증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
존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는 베이지언 추정을 위해서는 모형의 정상성
(stationarity)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추세를 조정
(detrending)하여 변수간의 균형관계식을 재정비해야 한다. 모형 내 변수들의
추세를 조정하면 다음과 같다.

45) 본 연구에서는 2019년 2월 8일 배포된 Dynare 버전 4.5.7을 사용하였으며, Dyna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dyanre.org, 검색일: 2019. 6. 15)에서 확인할 수 있음.

88 •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     ,     ,    ,



 
    [식 4-54]


      ,      ,      

추세 조정 후 변수를 사용하여 모형의 균형조건을 나타내면 외생충격인 [식
4-44]~[식 4-51]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식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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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57]



   

     
      
            
    
       

     


                

 
  
 











[식 4-58]



  

    
  
                  


 






 



 

    

    

  







   







  
 

 


  






 
 





[식 4-59]


[식 4-60]

[식 4-61]



[식 4-62]

      



   
 
  


        
   

[식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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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64]

2) 상태공간모형의 구성
이와 같이 추세를 조정한 균형조건에 로그선형화(log-linearization)를 적
용한 후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항을 풀어내면, 각 변수의 균형성
장경로로부터 이격(deviation)46) 사이의 선형함수로 나타난다.

           

[식 4-65]

 
 
 
  
  
 
 

  

 
  



 
 
′
여기서   

이며,   와   는 모형의 모수           ⋯′ 의 함수
인 행렬이다. 한편 교란항                                    ′ 는 서
로 독립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추정을 위해서는 모형에 사용된 변수와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log         log    
  
    


[식 4-66]

  log        log    
  
    


[식 4-67]

  log       log   log   
 
   
  
[식 4-68]
  log         log  
 

[식 4-69]

  log       log    
  
    


[식 4-70]

  log  log  


[식 4-71]

46) 변수  의 추세를 조정한 균형조건의 정상 상태(steady state)에서의 값을 
 라 하면, 정상 상태로부터
의 상대적 이격은 
   log   log
 로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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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식 4-72]

[식 4-66]~[식 4-72]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73]

여기서          log  ′ 는 거시
시계열 자료의 관측 값이며, 벡터   와 행렬   는 모형의 모수  의 함수이다.
주어진 모수  값에서 상태방정식 [식 4-65]와 관측방정식 [식 4-73]으로 이
루어진 선형 상태공간모형(state space model)을 구성할 수 있는데, 모형에 포
함된 교란항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적용해 우
도(likelihood)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모수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분
포(prior distribution)를 설정하면 베이지언 방법인 메트로폴리스-해스팅스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이용,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로부터 무작위 추출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결과를 해
석한다.

3) 후생의 계산
이질적 가계들이 동일한 선택을 하는 대칭적 균형에서 가계의 최적화 문제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log   ≡ max      
 log     
  




[식 4-74]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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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 log         


[식 4-75]

여기서 log   는 가계가  기 이후 누리는 효용 log     를 시간인자로 할인
하여 합한 것으로 사회적 후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모형에 포함된 소비가
균형성장경로를 따라서 증가하므로 가계의 후생도 추세적으로 증가한다. 추세
를 조정한 효용과 후생을 각각       와        라고 하면 다음이 성
립함을 볼 수 있다.

log      log       log      log    log      [식 4-74′]
  
   
log   log      
  






[식 4-75′]

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식 4-74′], [식 4-75′]를 [식 4-65]와 함께
고려하면 모형에 포함된 충격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자료와 모수의 사전분포
1) 자료
본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 1982년에서 2017년 사이의 우리나라 거시 시계열
연간자료를 사용한다. [식 4-73]의   에 포함된 7개의 관측변수는 GDP 성
장률(  ), 민간소비성장률(  ), 민간투자성장률(  ), 소비재에 대한
투자재 상대가격의 성장률(  ), 실질임금상승률(  ), 실질무위험이
자율(  ), 노동소득분배율의 로그값( log  )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으로부터 국민계정(2010년 기준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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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국내총생산, 민간 최종소비지출, 민간 총고정자본형성, 민간 최종소비지
출 디플레이터, 민간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얻었다. 또한 추계인구, 소
비자물가지수 총지수(전국, 2015=100), 무담보콜금리(1일)도 ECOS에서 구
하였다. GDP 성장률, 소비성장률, 투자성장률은 해당 시계열을 추계인구로 나
눈 후 일인당 성장률을 구하였으며, 투자재 상대가격 성장률은 투자디플레이터
를 소비디플레이터로 나눈 후 성장률을 계산하였다. 실질무위험이자율은 무담
보콜금리(1일)를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보정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2019 KLI
노동통계』에 보고된 ‘<표 III-1>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추이’의 비농전산업
실질임금상승률(10인 이상)을 사용하였다. 노동분배율은 제2장에서 한국은행
방법, 방법 1, 방법 2에 따라 계산한 세 가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4-2. 자료의 구성
변수명

계산

자료 출처



국내총생산
추계인구

의 성장률(%)

한국은행
국민계정



민간 최종소비지출
추계인구

의 성장률(%)

한국은행
국민계정



민간 총고정자본형성
추계인구

의 성장률(%)

한국은행
국민계정



민간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민간 최종소비지출 디플레이터

(

100 + 무담보콜금리(1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log

한국은행 방법
방법 1
방법 2

-1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9 KLI
노동통계

비농전산업 실질임금상승률(10인 이상)





의 성장률(%)

×100

한국은행

본 연구의
제2장

주: 1982~2017년의 연간자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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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자료의 시계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한국노동연구원(2019)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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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노동소득분배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3. 투자재의 상대가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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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에 따르면 1990년대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생산에 있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구성
비중을 변화시키는데 Karabarbounis and Neiman(2014)이 미국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노동소득분
배율 저하로 연결되었다. [그림 4-2]와 비교해 볼 때, 투자재의 상대가격 변화
는 한국은행의 집계 방법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
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밖의 방법으로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정도가 약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47)

2)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
베이지언 추정을 위해 모수의 사전분포를 [표 4-3]과 같이 정하였다. 가계의
소비습관형성(habit formation)에서 과거 소비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는
[0, 1] 사이의 값을 갖되 사전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0.5와 0.1이 되도
록 하였다. 가계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프리시(Frisch) 탄력성 계수의 역수 
는 사전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1과 0.25인 감마분포를 따른다. 중간재 생산
기업의 CES 생산함수에서 노동배분을 나타내는 모수  는 평균 0.66을 갖는
베타분포를 가지며,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  은 평균 1의 정규분포를 따른
다. 본 모형에서 도출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탄력성  의 값에 따라 기술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생산자본의 감가상각
률  는 평균 0.1의 베타분포를 가지는데, 연간 감가상각률이 10%임을 의미한
다. [식 4-24]의 생산자본 축적에서 투자증가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날 때 투
47) 투자재의 상대가격(log 변환)과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84(한국은행 방법), 0.66(방
법 1), 0.48(방법 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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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모수의 사전분포
모수

분포

평균

표준편차

비고



베타

0.5

0.1

소비습관 지속성



감마

1

0.25

프리시(Frisch) 노동탄력성의 역수



베타

0.66

0.1

CES 생산함수의 노동배분



정규

1

0.2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



베타

0.1

0.05

감가상각률



감마

5

1

가계 관련

기업 관련

투자조정비용

정상상태(steady state) 관련


정규

5

0.2



감마

3

1



감마

2

0.5

투자고유 기술 진보 성장률



정규

0.15

0.05

가격 마크업



정규

0.15

0.05

임금 마크업



감마

1.3

0.05

정부지출

실질이자율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 성장률

충격: 지속성(persistence)


베타

0.1

0.05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



베타

0.1

0.05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



베타

0.1

0.05

투자고유 기술 진보



베타

0.4

0.2

한계투자효율

 

베타

0.4

0.2

가격 마크업

 

베타

0.3

0.1

임금 마크업



베타

0.6

0.2

정부지출



베타

0.05

0.02

오차수정항: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



베타

0.05

0.02

오차수정항: 투자고유 기술 진보

충격: 변동성(volatility)


역감마

0.01

Inf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



역감마

0.005

Inf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



역감마

0.005

Inf

투자고유 기술 진보



역감마

0.06

Inf

한계투자효율

 

역감마

0.08

Inf

가격 마크업



역감마

0.08

Inf

임금 마크업

역감마

0.04

Inf

정부지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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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정비용을 수반하는데, 그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  는 평균 5의 감마분포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정상 상태(steady state)와 관련된 모수들은 자료에 나타
나는 장기 추세를 반영(실질이자율  , 기술진보 성장률   와  , 정부지출

  )하거나, 기존 문헌에서 사용되는 값(가격 마크업  와 임금 마크업  )을 이
용하였다. 충격의 지속성과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수들은 연간 모형임을 고려해
기존 분기 모형에서 사용되는 값들을 조정하였다. 이렇게 채택된 모수의 사전
분포는 Justiniano, Primiceri, and Tambalotti(2011)과 Hirakata and
Koike(2018)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하다.

다. 추정 결과
모수의 사후분포를 얻기 위하여 앞서 채택한 사전분포를 기반으로 무작위보
행 메트로폴리스(random walk Metropoli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후분포
로부터 20만 개의 샘플을 추출하였다. 초기 4만 개를 버린 후 나머지를 이용하
여 다음의 추정 결과를 얻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달리하여 모두 세 가지 모형
을 추정하였는데, 그중 한국은행 방법과 방법 1에 따라 구축된 노동소득분배율
을 이용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방법 2를 이용한 결과는 방법 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표 4-4]에는 추정된 모수의 사후분포를 요약하였다. 먼저 한국은행 방법과
방법 1에 따라 각각 구축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 추정 결과가 대체로 비슷
한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습관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의 사후분포는 평균 0.36이며 90%의 확
률로 0.29~0.44의 값을 갖는다. 개방경제 DSGE 모형을 추정한 지정구, 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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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2016)의 0.79보다는 작으나,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김도완, 양시환, 이상협
(2018)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5를 넘는 수준에서 위기 이후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 기존 문헌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
공급탄력성의 역수  의 사후분포는 평균 0.62, 90% 구간 0.41~0.83으로 지
정구, 배병호(2016)의 추정치 0.83과 다르지 않다.
본 모형의 특징과 관련된 주요 모수는 CES 생산함수의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
성 계수인  인데, 이의 사후분포는 평균 0.34, 90% 구간 0.22~0.45를 나타낸
다. 방법 1에 따라 구축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는 더 작은 값
인 평균 0.21과 90% 구간 0.13~0.30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Karabarbounis
and Neiman(2014)이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1.25와 매우 다른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기술 진보에 따
른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이 자본의 노동 대체를 가속화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강우(2018)는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부터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전 산업의 추정치는
0.79~0.88, 제조업 추정치는 0.56~0.75로 1보다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Hirakata and Koike(2018)는 본 모형과 비슷한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은 1.48, 일본은 0.20의 추정치를 얻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 기술 진보가 노
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정상 상태에서의 가격 마크업  의 사후분포는 평균 0.23, 90% 구간 0.17~
0.30으로 나타났다.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2011)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한
국의 산업별로 매출원가에 대한 마크업을 추정하였는데 농축산업, 임업, 수산
업과 석유, 화학, 고무, 플라스틱 산업을 제외하면 평균비용에 비해 9~181%의
가격 할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마크업  의 사후분포는 평균 0.18,
90% 구간 0.10~0.25이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독점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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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모수의 사후분포

모수

사전분포 평균

한국은행 방법

방법 1

평균

90% 구간

평균

90% 구간

가계 관련


0.5

0.36

[0.29, 0.44]

0.29

[0.17, 0.40]



1

0.62

[0.41, 0.83]

0.40

[0.23, 0.57]

0.66

0.70

[0.57, 0.85]

0.80

[0.67, 0.93]



1

0.34

[0.22, 0.45]

0.21

[0.13, 0.30]



0.1

0.05

[0.03, 0.08]

0.05

[0.02, 0.08]



5

5.92

[4.32, 7.56]

4.74

[3.06, 6.42]

기업 관련


정상상태(steady state) 관련


5

4.74

[4.41, 5.07]

4.64

[4.30, 4.98]



3

1.74

[0.87, 2.52]

1.79

[0.90, 2.70]



2

1.90

[1.19, 2.67]

2.15

[1.32, 2.99]



0.15

0.23

[0.17, 0.30]

0.17

[0.10, 0.23]



0.15

0.18

[0.10, 0.25]

0.18

[0.11, 0.25]



1.3

1.31

[1.23, 1.39]

1.29

[1.21, 1.37]

충격: 지속성(persistence)


0.1

0.32

[0.21, 0.43]

0.34

[0.23, 0.45]



0.1

0.11

[0.02, 0.19]

0.09

[0.02, 0.15]



0.1

0.12

[0.03, 0.21]

0.07

[0.01, 0.12]



0.4

0.28

[0.06, 0.47]

0.61

[0.39, 0.83]

 

0.4

0.86

[0.76, 0.98]

0.95

[0.91, 0.99]

 

0.3

0.61

[0.52, 0.72]

0.60

[0.48, 0.72]



0.6

0.98

[0.96, 0.99]

0.98

[0.96, 0.99]



0.05

0.04

[0.02, 0.07]

0.05

[0.02, 0.08]



0.05

0.05

[0.03, 0.08]

0.08

[0.04, 0.12]

충격: 변동성(volatility)


0.01

0.04

[0.04, 0.05]

0.05

[0.04, 0.06]



0.005

0.55

[0.25, 0.86]

0.33

[0.13, 0.55]



0.005

0.04

[0.02, 0.05]

0.08

[0.04, 0.11]



0.06

0.38

[0.23, 0.51]

0.24

[0.14, 0.34]





0.08

0.20

[0.12, 0.27]

0.27

[0.15, 0.39]

 

0.08

0.59

[0.33, 0.86]

0.35

[0.15, 0.56]



0.04

0.02

[0.02, 0.03]

0.02

[0.02, 0.0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한국노동연구원(2019)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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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반응함수
[그림 4-4]~[그림 4-7]은 모형의 주요 충격이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낸다. 연간모형이므로 충격반응의 시계는 충격 후 12년까지를 나타냈으며 각
변수는 균형성장경로에 따른 추세를 제거한 후의 정상 상태로부터 이격을 백분
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행 방법에 따라 구축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
추정 결과는 실선으로, 90% 구간은 음영으로 나타냈다. 점선은 방법 1의 노동
소득분배율을 이용한 추정치이다.
[그림 4-4]에는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에 대한 충격(    )이 주요 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냈다. [표 4-4]의 모수 사후분포에 따르면 자본-노동 간 대
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의 상대가격, 즉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 임금 하락과 동시에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서 투자가 증가하는데 이때 자본의 가격, 즉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본 대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투자의 증가가 조정비용을 수반하는 데다
감가상각이 진행되면서 생산자본은 오히려 감소한다. 가계소득이 감소한 결
과 소비가 감소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생산 또한 감소한다. 자본수익률 상승
으로 자본소득은 상승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다. 본 모형
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에 대한 충격이 후생을 초기에 증
가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임금과 노동시간의 감소로 가계의 노동소득이 줄
어들면서 소비에 따른 효용이 감소하지만,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비효용 또한
감소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 소비, 노동시
간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감소하지만 사회적 후생은 증가할 수도 있음을 보
인다. 홍장표(2014)나 박강우(2015) 등의 기존 문헌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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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나 경제성장률 등 거시집계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정도에 그치
고 있어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에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4.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한국노동연구원(2019)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5]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에 대한 충격(    )이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냈다. 자본과 노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하는 것을 고려
하면 [그림 4-4]의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의 충격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것임
을 예상할 수 있다. 앞의 결과와 차이점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후생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추정 결과에서 노
동시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가계의 비효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사회적 후생을 도출하는
접근법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소비에 따른 효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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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발생하는 노동의 비효용 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후생 계산 결과가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4-5.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한국노동연구원(2019)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6]은 가격 마크업에 대한 충격(      )이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출물 시장에서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
되면 가격 마크업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이윤 극대화
결과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 이하의 생산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에
필요한 요소 수요가 감소하며, 이는 투자, 노동시간, 임금, 자본, 자본수익률의
감소로 연결된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마크업 상승
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한다. 소비 감소에
따른 비효용과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효용 증가가 반영되면서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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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분석 결과는 세계화 진전의 영향에 대한 함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독점력이 감
소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하지만 경쟁적 시장에서는 개방과 함께 기업의 퇴출
및 합병이 일어나면서 시장 집중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재편이 일어나고, 영화
상영관이 몇 개의 대기업 중심으로 통합된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2011)은 산업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실증적
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 개방에 따라 기업의 독점력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 마
크업이 상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본 모형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며 후생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제3장의 실증 결과와도
부합한다.

그림 4-6. 가격 마크업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한국노동연구원(2019)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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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임금 마크업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1. 12); 한국노동연구원(2019)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7]은 임금 마크업에 대한 충격(      )이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노동공급의 독점력 강화는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고, 자본과 노동이
상호 보완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생산자본으로의 대체
가 더디게 일어난다. 노동소득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노동소득분배율
은 증가하며, 사회적 후생은 소비의 감소와 맞물려 감소한다.
시장 개방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의 개
방에 따라 해외자본의 국내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요구
가 높아지면서 노동공급의 독점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임금 마크업의 감소
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제3장의 분석 결과는 이
러한 효과가 미미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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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결정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
조모형을 구축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과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시장구조와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형태
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산출물 및 요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고 콥-더글
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고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얻는
다. 기업이 산출물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거나 노동자가 노동공급의 독점력을
가지는 경우, 또한 생산함수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인 CES 함수로 나타나는 경
우,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배분율, 기업의 가격 마크업, 노동조합의 협상력, 자
본-노동 간 대체탄력성 등의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한편 기업과 노동조합의
독점력과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도입하였을 때, 자본과 노동이 상호 보완적인
경우 실질유보임금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
구를 포함하여 기존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
금 인상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최종목표는 아님을 생각해 보
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을 찾고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기업과 노동공급
의 독점성, CES 생산함수 등을 포함하는 DSGE 모형을 구축하고 베이지언 방법
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과 무위험 실질이자율 자료의 제한으
로 본 모형은 1982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Karabarbounis and Neiman(2014)과는 다르게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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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재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자본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지 않으며,
임금과 노동시간이 상승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한편 소비의 증가
에 따른 효용 증가가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에 비해 크게 추정되어
사회적 후생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
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효용의 증가가 상
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문헌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총수요나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가져오는 실
증분석에 치중해 있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사
회적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를 독립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
를 가져온다. 본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은 기업으로 하
여금 생산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유도하는데, 이에 따라 요소 수요도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 이윤이 증가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한다. 임금 마크업의 상
승은 임금의 증가로 연결되고 노동시간의 감소와 함께 투자조정비용에 따라 생
산자본으로의 더딘 대체를 가져온다. 노동소득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한다.
본 연구에서 개방경제모형을 따로 구축하지는 않았으나, 이상의 결과에서 시
장 개방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시장 개방은 시장의 효율
화를 통해 경쟁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혹은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을 통해 시장집
중도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후자의 효과가 큰 경우, 시장 개방이 가격 마크업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본 모형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후생 또한 감
소한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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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 방향

1. 결론
2. 정책 방향

1. 결론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
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노동소득
분배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거시
경제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측
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
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잘못된 정
책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화 지
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무역이 증가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
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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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
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 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
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
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
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산출물 시장
과 요소 시장의 시장구조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
를 고려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파악하였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를 살펴보
면,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가 존재하고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1
보다 작은 경우 실질유보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지급액 등이
증가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
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재의 상대가격 하락
을 수반하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반대
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
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비효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기존 문헌의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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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할 때 국민계정상의 항목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대외개방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
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
를 가져오는데, 모형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증가는 노동소득분
배율을 하락시키나 임금 마크업의 증가는 이를 상승시킨다. 대외개방이 가져오
는 시장의 효율화는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모형 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을 통해 노
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사회적 후생도 감소시킨다. 한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하
여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킴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2. 정책 방향
이 절에서는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 세계화 추진의 배경에는 승자와 패자 간 불평등
의 확대는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낙수효과로 인한 혜택이 경제 전반으
로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앞 장의 결과들에서 세계화 진전에
따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가, 대기업 등과는 대조적으로 노
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세계화
가 노동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며, 오히려 국경간 이동
이 자유롭지 않은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비해서 생산시설의 해외이동 등을
통해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가의 협상력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
로 보인다. 이런 인식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기능의 약화 등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확산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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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간재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
에 반세계화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훼손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생산활동에서 멀어지게 된 노동자, 자영업
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직종과 산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효율성과 더불어서 소득주
도성장 정책의 공정성과 포용성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48) 이러한 새로운 대외경제 정책은 단순히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넘어서, 세계화 추진 관련 정책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을 신속하게 경쟁의 무대로 복귀시켜서 우리
경제에 좀 더 필요한 분야로 생산요소를 재배치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 경
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기
존의 내수 확대 위주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계화의 지속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새로운 의미와 정당성
을 부여받는다. 아래에서는 특히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소득분
배율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으로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
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의 세 가지 정책 방향
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미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 확대로 손실을 입은 자
48) 정철 외(2018)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FTA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5%
가 찬성하고 14.0%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설문 참석자의 대다수는 FTA가 소득불평등
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정책 투명성 제고’와 함께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
한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제5장 결론 및 정책 방향 • 113

영업자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운영하고 있다.49) TAA는 피해를 입은 집
단을 지원한다는 형평성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대 강도
를 누그러뜨리고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화의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인 부작용을 조화시
키려는 정책적 노력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TAA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세계화 등 구조 변화에 대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직종과 산
업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새로운 산업, 직종으로 신속한 전환’이라는 TAA
본래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는 무역피해기업을 지원하
는 주된 방식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어서 사
업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교육지원 등보다는 긴급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계기업의 퇴출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세계화에 대응
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재배치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무역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조정지
원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EU와는 달리 한국의 TAA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간
접적인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많은
수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뿐 아니라 자본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
소득분배율 감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무역조정지원을 좀
49) 우리나라는 농어업과 제조업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이원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음. 농어업에 대해서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조
업에 대해서는 2006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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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한 조정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해야 하지 않을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EU의 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의 경우 무역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공장 이전 등
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조정지원을 제공한다.50)

나.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크게 낮은 편이다.51) 이러
한 노동생산성 격차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역시 대기업 대비 50% 수준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하지
만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52) 따라서 대다수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노동소
득분배율의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대외정책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통한
국제화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7년 총 직접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20%를 밑도는 수준
이다. 수출 경험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가져오는 긍정적
인 효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직접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눈여겨볼 필
요가 있다.53)
특히 중소기업 직접수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구경현 외(2019)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구경현 외(2019)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
50) 현행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개편과 관련해서는 한민수 외(2019)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51) OECD(2019)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7%로 OECD 국
가 평균인 54.7%에 크게 미치지 못함.
52) 구경현 외(2019)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총고용의 82%를
차지함.
53) 구경현 외(2019)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이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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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정보 획득 관련 고정비용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며 이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모든 정책은 거시적인 측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54) 우리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
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배경으로서 노
동소득분배율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수출 확
대를 위한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확대 여부를 논의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수출 증대-생산성 향상의 연쇄적인 효과가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리 보고서의 결과가 이러한 논의에
서의 레버리지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중소기업의 GVC 참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수출이 개별 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것
은 노동, 자본 등 올바른 자원배치의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
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직접수출이 아니더라도 국내의 다른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GVC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경현 외(2019)
는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간접수출 약 2,000억 달러 중 중소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을 56.3%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했다.
많은 중소기업이 간접수출에 참여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간접수출을 통해서
도 장기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

54) 정책 개입은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저해해서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 있음. Melitz(2003) 모형
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책 도입 전보
다 국내의 더 많은 자원(노동)을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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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의 거래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동희 외(2019)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
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매출처 다변화 △장기적인 계약관계
구축 등이 주로 중소부품업체가 혁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납품대금의 외상결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시장 집중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유효한 정
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후생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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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Determinants and Welfare Implications of
Labor Share
Sungbae An, Minsoo Han, Subin Kim, and Jinhee Lee

The decline in labor share is recognized as a global phenomenon.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is trend will exacerbate the
income inequality between business owners as capitalists and
households as the labor suppliers, prompting a decline in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hich are major driving forces for
sustainable growth. Meanwhile, vari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raise the labor share, with the aim of correcting inequality and boosting growth.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labor share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offering various interpret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 to economic conditions.
Chapter 2 shows the difficulty in measuring the labor share,
which is defined as the share of labor income in the national
income. The measurement of labor income is an issue of particular
controversy due to differing opinions on how to handle the
self-employed, that is, the separation of labor income from
self-employment income. Under- or over-estimation of the labor
share is rooted in this difference. Detail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erpreting the results, as the possibility of transmitting wrong signals cannot be ruled out under the curr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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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In Chapter 3,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labor share is
examined using a panel data analysis. Trade opennes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re considered as proxies of globalization. The estimation results confirmed
the followings. First, the labor share declines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and trade openness has greater effect than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ever,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has little impact on labor share. Second, the labor share is
found to be more affected by globalization when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considered. Third,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funds raises the labor share. As globalization is a mega-trend beyond the control of a small open economy, a decline in labor share
should be considered as a by-product. Moreover, redistribution
policy can work as an inclusive policy alternative.
Chapter 4 examin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labor share. Along
with the imperfect competitive structure in the product and factor
market, the CES production function is considered in analyzing the
impact of structural shocks on the labor share. In this analysis,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were also identified, including the effects
on key macro variables. In a simple static setting with market concentrations and capital-labor complementarity, the labor share
can increase with the introduction of redistributive policies such as
minimum wage and unemployment benefit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structural dynamic model of Korea shows that the labor
share increases as a result of capital-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the relative price of investment goods. In contrast, lab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lowers relative wages but also reduces working hours, consumption, and the labor share. In this case, however, the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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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sutility due to the reduced working hours is relatively large and
the social welfare increases in the short run.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welfare can be reduced while labor share increases.
This indicates that not only the components in the national account but also employment market statistic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labor share is considered as a policy indicator.
Implications for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can also be found in
the model. Increasing monopoly power of firms and labor supply,
respectively, lead to an increase in price markup and wage
markup. First, the opening of the domestic market increases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from restructuring such as exiting and merger of marginal firms, which results in higher market
concentration. This lowers the labor share through rising price
markup in the model and reduces social welfare. On the other
hand, when foreign capital flows in due to the opening of the financial market, the pressure on flexible labor market increases,
which lowers the wage markup by reducing the labor share.
Chapter 5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improving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supporting growth through
globalization of SMEs, and establishing a fair supplier-buyer relationship in the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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