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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지역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 대구 지역에의 적용 -

김

용

현

본 연구는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대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을 위해 첫째,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7년과 2018년의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
일(표준)’을 추정하고, 둘째, 지역의 최저 임금근로자 영향률과 적용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18년 추정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수를 활용해 최저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시간당 임금-누적
근로자 프로파일 면적으로 지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 총액을 추정하였다. 최저임
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대구 지역(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액은 월 487.5억 원에서 최대 1,960.1억 원으
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구의 산업 대분류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시간당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영향권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소득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증대시켜 다시
투자지출 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소득, 소
비, 생산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지역효과 분석 사례는 지역별, 업
종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인적 특성별 세밀한 최저임금 부담분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혹은 인적 속성별 차등화 정책이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최저임금, 영향률,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적용근로자수
1)

Ⅰ. 서

론

정부는 최근 2018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2017년)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기업의 신규고
용효과와 추가 부담비용(근로자의 추가적 임금소득)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Tel: 053-770-5134 E-mail: yhk08@dgi.re.kr
본 논문은 지난 10월 27일 있었던 2017년도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감정원 공동학술대회 “지방분권시대 부동산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두 논문심사자 의견을 반영하였다.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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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단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대구 사례를 통해 이를 적용하였다. 마이크로 자
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대구 지역부담액을 추정하였다. 이의 추정방법
을 통해 여타지역 혹은 업종별 추정도 향후 가능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지역
영향 혹은 부담분 분석에 대한 연구모형이나 방법론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와 관련한 연구나 실증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지역 혹은 업종단위의 최
저임금 영향률과 그 효과를 다루는 연구는 찾기 힘든 상태이다.
지역단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확인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
총액 증가분의 추정은 미래 지역단위 일자리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과 소득의 특성인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혹은 국가경
제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수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임금인상분이 소
비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에 얼마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을 할 것이며, 고용유발
을 일으킬 수 있는가는 지역 경제정책 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 먼저 최저임금인상의 쟁점사항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추정을 위
해 정부(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료와 방법론을 살펴보고 지역에
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검토 확인하였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
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
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최저임금(minimum wage)2) 제도3)이다. 적
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증대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제이론에 기반한 통상적 주장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고용(일자리)이

1)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 사업체(기업)의 부담 비용은 한편으로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2)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
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87년 10월)되어 있다.(출처: 최저임금위원회)
3)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 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
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경
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한다.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효과

37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금 혹은 지역임금근로자의 추가적
으로 얻는 임금소득이 얼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연구자
및 지자체의 정책담당자 혹은 관련 전문가들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부문에 보다 정치한 모형 설정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적 합
리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지역 효과, 즉 지역 기업의 부담액으로 작용
할 비용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적용은 단기적으로 임금인상과 노
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는 소득증가, 소비지출증가, 생산증가로 인한 노동수요 증대 등 파급효과는 일
정한 시차를 가지고 작용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특히 사용자의 임금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하여 사업체 전체의 인건비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활용에 어려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론
1.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혹은 일자리 증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근로자)에게 부담(이익)을 주어 지역기업(근
로자) 전체의 비용(임금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 모형이나 방법
론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인상의 지역별 산업별 비용부담과 성과를 측
정할 수 있는 모형이나 실증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유이다.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
역 기업의 (단기적)부담액과 비용 추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도 유
용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경쟁적 노동
시장이냐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의 관점에 따라 고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연구자가 설정하는 연구집단과 규모, 업종,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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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효과는 상이 한 것으로 많은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효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비음(non-negative)의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는 등 매우 치열하게
고용효과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
정적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 연구 성과가 많다. Brown et al.(1982)은 최저임
금 10% 인상은 10대의 고용을 1 3%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브라운의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을 보인 이후 많은 연구(Pacheco, G.,
2011; Sabia, J., 2009; Thompson, J. P., 2009)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대
체적으로 부정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체로 고용
에서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김유선 외, 2004; 이
시균, 2007; 김대일, 2012) 일부 분석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연구(정진
호, 2008; 이병희, 2008; 김우영, 2010; 정진호 외, 2011) 성과 등이 있다. 즉 최
저임금의 상승이 소도시의 고용확률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대도시의 고
용확률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연구도 있다.(김민성 외,
2013)
연구 성과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률(일자리) 감소와 산업생산 증가
와 같은 일관된 연구 성과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연구자의 분석 대상 자료
와 시기에 따라 분석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00년 이후 최저임
금인상률과 고용률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정도이고, 고령층
에게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2010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여성 청년층은 1.6%, 남성 청년층은 1.1% 고
용이 줄어드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우영, 2010)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분석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0% 인상 될 때 경제활
동부가조사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1.1%의 유의한 고용감소효과가 있거나
혹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인상 고용영
향평가, 2015).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많이 늘고, 산업생산을 유발,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7.1%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압박에
따른 일자리 감축은 6만명 정도, 소득, 소비 증대로 인한 고용증가는 5만 5,920
6만 3,984명으로 전체 취업자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타 김영민 외(2015) 등은 최저임금인상은 사회보험 미가입이 높은 5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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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업장으로 정의되는 비공식부문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임금근로자들의 비자발적 실업 혹은 이직의 형태
로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최근 연구에서, 오상봉 이병희(2017)
는 기업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사회보험료, 임차료 신용
카드 수수료 감면, 불공정거래행위 감독(갑질 행위 근절 등),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금지 및 조정 조치, 최저임금 우수 준수업체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지원, 최소수입보장조치(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 보전)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 고용관련 통계 현황
고용관련 통계는 크게 노동공급측(가계) 조사와 노동수요측(기업) 자료로 구
분할 수 있다. 노동공급측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포함)와 지역별고
용조사가 대표적이다.
<표 1> 노동공급측면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vs 지역별고용조사)
구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작성주기

매월

상/하반기

조사방식

면접조사

면접조사

표본 수

3만 2천 가구

17만 5천 가구

공표지역

시도(KOSIS)

시군구

조사대상지역

전국

전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는 우리나라의 주요 고용통계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지역별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표본수가 크
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나타
낼 수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 군 단위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계이다.
대표적인 노동수요측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
항목은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확인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1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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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
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추론과 영향률 추정은 주로 가계조사에서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지역별고용조사가 유일
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추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는 경
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이지만 이 자료들은 지역
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주어지지 않으며, 조사 샘플수에서도 지역 근로자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 분석방법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사업체의 부담분 혹은 지역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정을 진행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프로파일(표준)을 작
성하여, 시간당임금과 누적임금근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추정하고, 이
함수에 근거하여 2018년 까지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2018년 시
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표준)을 작성한다(총 수입곡선 추정).
둘째, 지역 임금근로자 전국 대비 비중의 추세를 확인하고, 2018년 전국대비
지역의 임금근로자 비중을 추정한다. 셋째, 국가단위 영향률과 지역임금근로자
비중 추세를 고려하여, 2018년 지역의 영향근로자 비중(영향률)과 근로자수를
추정한다.
넷째,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총 부담분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분
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총액과 실제 법적 최저임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 총액, 그리고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

Ⅲ. 최저임금 현황과 분석 모형
1. 최저임금현황
정부는 2018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였다. 2017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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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 올랐으며, 증가율은 16.4%로 역대 가장 높
은 상승률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향률
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1> 최저임금영향률과 미만율

<표 2> 최저임금 변화와 영향률 및 대상근로자수(전국 기준)
(단위: 원, %, 천명)
전년대비
최저임금
증감

년도

경제활동
부가조사기준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기준

영향률

미만율

영향률

경제활동부가
최저임금
조사기준
인상률
미만율 대상근로자

2010

4,110

110

15.9

11.5

8.3

7.9

2,566

2.8

2011

4,320

210

14.2

10.8

9.7

6.1

2,336

5.1

2012

4,580

260

13.7

9.6

10.2

3.9

2,343

6.0

2013

4,860

280

14.7

11.4

8.5

6.1

2,582

6.1

2014

5,210

350

14.5

12.1

6.5

4.9

2,565

7.2

2015

5,580

370

14.6

11.5

6.0

6.2

2,668

7.1

2016

6,030

450

18.2

13.6

8.7

7.3

3,420

8.1

2017

6,470

440

17.4

-

14.4

-

3,366

7.3

2018

7,530

1,060

23.6

-

-

-

4,630

16.4

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1회 조사하는 근로자1명 이상 사업체
조사로 모집단은 15,354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통계청)는 전체 가구를 대상
으로 전체임금근로자를 연간 1회 조사하는 것으로 모집단은 19,627천명임.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7. 6.),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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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근로자의 비율4)로 최저임금 변경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
자 규모의 추정치이며 미만율은 실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규모의 결과치이다.
2016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영향률은 18.2%, 미만율은
8.7%이며, 2016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영향률은 8.7%,
미만율은 8.7%로 나타나고 있다.

2. 최저임금인상 효과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도에 따라 달라진
다. 최저임금제의 적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의 정도는 노동수
요곡선 및 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고용감소 폭은 확대되고 노동시
장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어진 임금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가 생겨,
이들이 실업 대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임금탄력적
인 노동공급의 특징을 가지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단
기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잃거나 신규채용이 감소되는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림 2> 최저 임금의인상 효과

4) 최저임금 영향률은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로 ‘영향률 =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임금근로자수 × 100’로 계산된다. 최저
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수 대비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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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임금 수준에서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하는 E점에서 균형
임금과 수급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We에서 W1으로 인상하면 노동
의 공급량은 Qe에서 Q2만큼 증가하고, 노동수요는 Qe에서 Q1만큼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ab만큼의 노동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운 노동수요곡선은 DL에서 W1aDL이 되고 노동수요
자인 기업의 잉여는 fWee에서 fW1a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공급자인 근
로자의 노동공급곡선은 W1abSL이 되며 근로자 잉여는 Weeg에서 W1abg로 증
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자 잉여 감소분과 사중손실 부분을 근로자잉
여증가분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잉여(소득) 증가분이 노동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거나,
근로자가 소비를 증대하여 기업의 매출증가, 투자증가, 생산증가로 연결되어 기
업의 노동수요곡선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나타낼지는 산업
구조 및 노동시장구조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
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의 선순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단기적으로 임금인상과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소득증가, 소비지출증가 생산증가로 인한 노동수요
증대 등 파급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다.

3. 분석모형
시간당임금과 임금근로자 관계가 어떤 통계분포 곡선(예를 들면 정규분포)을
따른다고 가정5)하면 다음과 같은 연속확률변수의 누적분포함수를 제시할 수 있
다. 먼저, 아래 (1식)과 같이 임금근로자 시간당임금과 관계를 정규분포 곡선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식)의 표준정규분포는 모든 데이터에 일정한 수(표준편
차, δ)를 곱하고, 그 뒤에 일정한 수(평균, μ)를 더하는 방법으로 일반정규분포6)
를 얻을 수 있다.
 



 
     



(1식)

5) 시간당임금과 임금근로자수와의 관계가 정확한 정규분포 형태를 따르지는 않지만 모형 설정을 위해 정규분포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6) ‘일반 정규분포 데이터 = δ × (정규분포의 데이터) + 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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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번째 근로자 x의 시간당 임금은 p가 되는 것은 <그림 4>의 시간당임
금-누적근로자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식)에 의거하여 종축에 시간당임
금, 횡축에 총 누적근로자수 (            )를 표시하고, n명의 근
로자 누적을 N으로 표현하면 (2)식과 같이 누적확률밀도함수가 된다.


        

  

(2식)



최저임금 부담액은 누적확률밀도함수의 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2식)인
누적확률밀도함수의 N규모까지 면적은 (3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식)



여기서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임금 총 부
담액 혹은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소득 총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근로자-시간당
임금 프로파일의 일반정규분포인 <그림 3>을 누적정규분포 형태로 표시한 것
이 <그림 4>이며, 각각 점선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의 관계를 제
시하고 있다. (3식)에 해당하는 <그림 4>의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상의 pe0N 면적이 최저임금의 총 부담액이 되며, ae0N 면적은 현 시점에서 지
역 기업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다. pae면적은 최저임금 미지급 총액
이다.

<그림 3> 근로자-시간당 임금프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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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분포

Ⅳ. 2018년 최저임금총액 추정과 시간당 임금현황(적용사례)
최저임금액 총액 추정은 대구 사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별고용조사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시
간당임금과 누적임금근로자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추정하고, 이 함수에
근거하여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2018년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표준)을 작성한다(일종의 총 수입곡선 추정).
둘째, 지역 임금근로자 전국 대비 비중의 추세를 확인하고, 2018년 전국대비
지역의 임금근로자 비중을 추정한다.
셋째, 국가단위 영향률과 지역임금근로자의 전국 비중을 고려하여, 2018년 지
역의 영향근로자 비중(영향률)과 근로자수를 추정한다.
넷째,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총 부담분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분
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총액과 실제 법적 최저임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 총액(미지불 최저임금 총액), 그리고 임
금인상에 따라 추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

1.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추정
지역별고용조사는 가계조사이며,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일한 시간에 ‘주된 일’과 ‘다른 일’의 시간을 기입하고 여기에
총 일한 시간을 기입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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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기간 중에 실제로 일한 시간(초과근무 포함)은 임금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 하더라도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일한 시간7)을 표시하
고 주된 일은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는 일로서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시간이 가
장 많은 일, 다른 일은 주된 일 이외에 따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로 정의하
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일과 수입 있는 일을 같이 한 경우에 무급 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이라면 수입 있는 일을 주된 일로 기입하고, 다른 일은
0시간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총근로시간이 초과근로시간과 다른 일의 시간이 포함된
총 취업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취업시간이 과다 책정될 수도 있지만, 지역별 업
종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여타 자료(사업체노동력 조사)와 비교하면 그렇게 과
다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임금의 경우는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세금공제전)월평균임금 또
는 보수에 대한 설문이다. 정확한 최저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및 통
상 수당이 포함되는 임금 기준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지만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는 이를 분리하여 제시하지 않아 세금공제전 월 평균임금 총액을 활용하였다.
광역시도 수준에서 최저임금의 시간당 임금을 추론하고 그 부담분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지역별고용조사는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에서 다소 한계가 있지만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활용
<그림 5> 근로자-시간당 임금프로 파일
7) 예시: {(정상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 (초과근로시간 3시간) } = 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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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활용
<그림 6>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분포

시간당 최저임금의 전체적인 추이와 현황을 가늠할 수 있다. 주당 총근로시간과
월 임금총액을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월 평균 급여가 월 최
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1식)에 해당하는 통계분포곡선이 <그림 5>이며, 이를 누적 함수로 변환
하면 <그림 6>과 같이 추세선을 추정8)할 수 있다.
<그림 7>은 <그림 6>의 추정 누적함수 곡선 일부를 확대하고 2016년 기준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2017년 추세선을 제시(중간추세선)하였
다. 2017년 추세선을 활용하여 다시 2018년 시간당임금 누적근로자 분포 곡선
을 추정9)하였다. <그림 7>의 가장 아래 추세선이 2016년의 시간당 임금 누적근
로자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가장 위의 선이 2018년 추정선이다.
여기에 정부(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최저임금 영향률 추정치
23.6%와 영향 근로자수를 감안하고, 전국임금근로자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임금
근로자 비율10)을 고려하였다. 2016년 대구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17.4%(전국은
18.2%)로 임금근로자 약 15만 5천명이 영향을 받고, 2017년 대구의 최저임금
8) 다항식으로 추정할 경우 y = 3E-08x3 - 3E-05x2 + 0.0085x(R² = 0.8963)로 추정되었으며, 지수함수로 가정하여 추정
할 경우 y = e0.001x(R² = 0.3127)로 추정식이 추정되었다.
9) 여기에 2017년은 2016년 시간당임금액에 2012∼2016년 평균 명목임금인상률 3.72%와 소비자물가상승률(2016) 1%의 합인
4.72% 적용하였으며, 2018년은 2017년 시간당임금액에 2012∼2016년 평균 명목임금인상률 3.7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2017) 1.8%의 합인 5.52%를 적용하였다.
10) 전국 대비 대구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5%(’10)에서 2012년 4.8%, 2014년 4.7%, 2016년 4.6%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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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률은 18.8%(전국은 17.4%)로 임금근로자 약 16만 9천명이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추정되었다. 2018년의 경우 대구 최저임금 영향률은 23.3%(전국은 23.6%)
로 임금근로자 약 20만 3천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7>은 2016년 기준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2017년과 2018년의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분포 추정 곡선이다.

주: 2016년 시간당 임금자료에 5년간 평균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
<그림 7> 시간당임금 누적근로자 분포 추정 곡선(2017, 2018)

2. 시간당 최저임금 총액 추정
3개년도(2016, 2017, 2018)의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표준) 추정선
을 고려하여 각각의 최저임금 총액, 최저임금이하 지불액,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총액을 추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 8>에서 보는 봐와 같이 3
개의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추정곡선에 각 년도의 최저임금의 효과에 따른 총
최저임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 3개 년도(2016, 2017, 2018년 기준 추정)에 해당
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추정 최저임금 총액, 미지불 최저임금 총액,
실제 지불 최저임금 총액을 분리해서 <그림 8>로 표현할 수 있으며, <표 3>을
통해 해당 분야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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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구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위 그림에서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8년의 서로 다른 추세선상에서 각
년도의 최저임금총액을 계산할 수 있다. 대구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그래프로 최저임금 총액을 분리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기업이 근로
자에게 지불해야 할 순 임금 총액 산정은 기업이 지불하는 최저임금의 차액으로
계산11)할 수 있다.
<표 3>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수와 부담금 추정 면적
(단위: 명, %)

구분

영향
임금근로자수

최저임금
총액

사업체가
지불하는
최저임금 총액

미지불
최저임금
총액

2016년
(시간당 임금 6,030원 적용)

155,438

(a’’b’’0d’’)

(0c’’b’’d’’)

(a’’b’’c’’)

2017년
(시간당 임금 6,470원 적용)

166,754

(a’b’0d’)

(0c’b’d’)

(a’b’c’)

2018년
(시간당 임금 7,530원 적용)

203,470

(ab0d)

(0cbd)

(abc)

주: (

)안은 [그림

-4]그래프의 면적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활용
11) 해당연도에 실제 기업이 지불하는 총 최저임금 = 최저임금 총액-미지급최저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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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7년 누적임금근로자와 시간당 최저임금 관계

2018년 대구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추정을 위해 <그림 8>의 2017년과 2018
년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추정선을 단순화하여 <그림 9>와 같이 간
략하게12) 제시하였다.
2017년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영향 근로자 수 168,754명과
203,470명을 기준으로 대구전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최저임금총액을 추정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총액은 eb0c 면적에 해당하는
10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임금(ab0c면적, 5
억 9천만원)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최저임금(eba 면적, 4억 9천 8
백만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총액은 15억 3천만원으로 추정
(e’b’0c’ 면적)된다. 이중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a’b’0c’ 면적, 8억 3천 만원)
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최저임금(ee’b’면적, 7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대비 2018년 기업의 최저임금 초과부담액은 실제 기업이 2018년
부담하는 금액과 2017년 부담할 금액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추가부담액은 시간당 2억 3천 3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시간당 최
저임금 인상에 따라 대구소재 기업이 최소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추가적인
12) y축으로 볼록한 추정곡선 형태를 직선으로 가정하여 분석할 경우 사업체가 지불하는 최저임금액을 과소하게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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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총액이자 사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인 인건비에 해당된다. 사업체가
지불하는 최저임금 총액은 실제 지불되는 최저임금총액으로 2017년 대비 2018
년 대구의 최저임금 추가 부담분 추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최저임금 총액 추정(대구)
(단위: 원, 명)
최저
근로자수
임금
(명)
(원)

부담금(2018-2017)
최저임금
총액

사업체가
지불하는
최저임금 총액

2017 6,470 168,754

1,091,838,380
( 0a’b’d’)

594,267,211
(0c’b’d’)(A)

2018 7,530 203,470

1,532,129,100
(0abd)

827,512,490
(0cbd)(B)

년도

미지불
최저임금
총액

최소

최대

497,571,169
(a’b’c’)
233,245,279 937,861,889
(D=B-A)
D(최소)+C
704,616,610
(abc)(C)

주: ( )안은 면적이며, 부담금 최소는 당초 2017년 대비, 2018년 지역기업들이 임금인상
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금총액이며, 부담금 최대는 실제 지불 최저임금총액에 미지
불 최저임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활용

앞에서 사업체가 부담할 시간당 임금총액을 월임금으로 환산(월 근로시간
209시간)하면 대구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2018년 최저임금 월 임금 총액은 약
487.5억 원으로 추정13)된다. 이는 최소부담금 형태로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017년 대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임금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법적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근로자에게 지불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였다. 만약 정부의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업
체가 부담하는 총 최저임금은 기존에 실제 지불한 순 임금총액과 2018년 미지
불 최저임금 추정액의 합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총 시간당 임금(9억 3천 8백
만 원)×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추정되며 대구소재 사업체의 2018년 최저임
금 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월 최대 임금 총액은 월 1,960.1억으로 추
정된다.

13) 총 시간당 임금(2억 3천 3백만원)×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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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 추가부담액(월 급여 환산)
(단위 : 억원)
년도

부담금(최소)

최대

2018

487.5

1,960.1

([그림 9]의 면적)

(cbd d’b’c’)

(cbd d’b’c’)+(abc)

3. 대구 산업 대분류 시간당 및 월 임금
<표 6>은 2016년 하반기 대구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시간당 및 월 평균임금
을 나타낸다. 2016년 하반기 대구의 총임금근로자수는 89만 3천명이며, 업종별
로는 제조업 20만명, 도소매업 11만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
대분류별 대구 임금근로자 시간당 및 월 평균임금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명목
임금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7년과 2018년 산업별 시간당
임금과 월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을 것14)이다.
2016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낮은 업종은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
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 활동 업종’과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들 업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5천 3백원과 6천 7백원 수준을 각각 나타
내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8.5만원과 113만원 이다. 낮은 시간당
평균임금을 볼 때 위 업종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
측된다. 즉, 2016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고려할 때 해당 업종의 많
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영향률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분야도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2016년 기준 시간당 평균임금이 만원이 되지 않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
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업종인데 이러한 업종들에서도 평균적으로 상당수
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영향률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최저임금 영향률
과 전체 산업에서 각 대분류 산업의 근로자 비중을 통해 각 산업별 영향근로자
수 추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업종별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최저임금총액과 미
지불최저임금과 사업체가 지불하는 최저임금 총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4) 2017년 시간당최저임금(6,470원) 기준 월임금은 약 135만원 정도이며, 2018년 시간당최저임금 기준 월임금은 약 157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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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6년 하반기 임금근로자 산업별 시간당 및 월 평균임금(대구)
(단위: 명, 시간, 만원)
대구

업종분류

전체 산업대분류

총임금
근로자수

시간당
임금

임금근로자
월 임금

894,082

1.17

211.5

1,792

0.67

121.2

990

1.92

342.1

200,991

1.14

229.4

A

농업, 임업및어업(01~03)

B

광업(05~08)

C

제조업(10~3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2,233

2.03

363.2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4,169

1.25

237.1

F

건설업(41~42)

69,343

1.15

214.8

G

도매 및 소매업(45~47)

111,710

0.98

185.6

H

운수업(49~52)

25,583

1.15

237.7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62,965

0.67

113.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18,279

1.50

270.4

K

금융 및 보험업(64~66)

34,656

1.94

338.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14,871

0.95

174.0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23,331

1.39

245.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

49,169

0.85

155.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50,134

1.78

276.1

P

교육서비스업(85)

77,715

1.69

263.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87)

90,707

1.09

175.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9,755

0.83

136.2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37,617

0.94

172.6

6,335

0.53

68.5

1,739

2.17

395.1

T
U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97~98)
국제 및 외국기관(99)

주: 2017년 시간당최저임금(6,470원) 기준 월임금은 약 135만원 정도이며,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월임금은 약 157만원임
자료: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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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제언
앞에서 여러 가정을 토대로 대구의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을 추정
하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수를 추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
총액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정을 위하여 먼저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
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을 통해 총 임금곡선을 추정하고, 영향률과 근로자수를
추정한 이후, 해당 근로자수 만큼의 추정근로자 누적 함수의 면적을 통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총액, 미지급 최저임금총액, 현시점에서 사업체가 지불하는 최
저임금 총액을 추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추정액 총 부담분의 계산을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인상에 따
른 2018년 대구 지역(사업체)의 추가적인 부담액은 월 487.5억원에서 최대
1,960.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대구는 특히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 활동 업종’과 ‘숙박 및 음식점업’등의 업종에서 최저임금영
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사업체의 추가 부담분(487.5억원)이 모두 대구
지역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된다면, 민간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새로운 생
산이 유발된다.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계수 0.611 적용)은 대구가 297.9억원
증가하고, 전국적(계수 합 1.779 적용)으로는 867.3억원이 증가15)한다. 최종수요
항목별 대구의 부가가치(유발계수 0.321 적용)는 156.5억원 증가하고, 전국적으
로는 374.9억원이 증가(유발계수 0.769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수요항
목별 401명의 일자리(취업자)16)도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소비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증대시켜 다시 투
자지출되어 사업체의 생산성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소득, 소비, 생산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이 아닌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
역(사업체) 부담액(임금소득)을 비교적 합리적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 지역부담액이 추정될 경우 지자체의 지역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가이
15) 통계청의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계수표(2013년 가격) 및 부가가치유발계수표(2013년 가격)를 활
용하였다.
16) 대구의 10억 최종수요 민간소비지출 증가할 때 취업유발계수는 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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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이 되며 시차를 두고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효
과를 살펴볼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부담분 완화를 위해 기업들은 카드수수료인하,
납품단가인상, 임금관련 세제 혜택 확대, 업종별 임금체제에 맞는 정책 수립, 일
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 외국 노동자 차별임금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요구를 하는 사업체도 있다. 또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 관련 사업체 임금의 현실화 등 일부 표준화될 수 있는 업종별 임금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최저시급에 대한 근거를 법정 기한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적용될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정통상시급 기준이 아닌 매월
정기적 안정적으로 실제 수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야 하
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연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자동차 부품
1차 밴드 중견기업의 연봉 4,300만원 사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체제에 활발한 논의는 향후 임금체제 개편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범위와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유연근무제 도입의 핵심 근저에는
임금체제 개편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체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수준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향후 임금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어야 할 이유이다.
앞서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최저임금제의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자료상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업체도 실제 상당히 존재하였는데 미지급 최저임금 총액
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을 향후 사업체 부담으로 포함할 경우 지역 사업체의 부
담금은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될 수 있
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활용한 임금자료가 기본급이나 고정상여금 개
념으로 임금이 구분되지 않는 한계와 2018년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추정에서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의 최저임금 근로자 영향률
추정에서 정교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은
사업체의 기본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의 변경을 가져오고 사업주 들에게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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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사업체 차원에서 임금총액 추정을 고려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체부담(근로자 임금소득)에 대한 정확
한 추정이야 말로 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정책의 대안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효과 분석 사례는 업종별, 사업
체규모별, 근로자 인적 특성별 세밀한 부담분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혹은 인적 속성별 차등화 정책이나 지역 중소기업 지
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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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 ct>

A Study on Regional Effect Analysis Method
of Minimum Wage Increase
- Focused on Daegu Yong-Hyun Kim
Ph.D. in Economics, Research Fellow,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estimate the burden of the local (enterpri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 2018 hourly minimum wage increase. We
examined the case of Daegu with the minimum wage increase effect using the
employment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the case analysis,
first, we estimate the hourly wage-cumulative workers' profile (standard) for 2017
and 2018, taking into account wage and inflation rates. Second, we estimate
the local minimum wage rate for worker effect and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Third, the minimum wage is calculated by using the estimated number
of workers in 2017 and 2018 and the total wage - hourly wage - cumulated
worker profile area is used to estimate the minimum wage that a local company
must pay workers.
The additional burden of the Daegu area (enterprise) in 2018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was estimated to be KRW 196.0 billion, up from KRW
48.7 billion in the month. In addition, among Daegu 's large industrial classifications, it is analyzed that many workers fa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nimum wage due to the low hourly wages of "employment activities in
households and self - consumption production activities not classified elsewhere"
and "lodging and restaurants". Wages to be paid by local enterprises to the
workers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are the costs to the enterprise, but
the wages to the workers. It is time-consuming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increases workers' spending, increases production, and increases the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of enterprises, which is possible through the virtuous cyc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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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analysis of the Daegu area effect according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can be a guideline for analyzing the detailed minimum wage burden by region,
industry, company size, and worker personality. In addition, it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ifferentiating the minimum wage by sector or human
property, or establishing local SME support policy.
Key Words : Minimum Wage, Minimum Wage Rate, Hourly Wage-Cumulative
Workers' Profile, Number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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