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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연구 

- 가구형태별, 고용형태별 효과비교를 중심으로 -

가톨릭사회복지학과 

김건태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를 가구형태별로, 고용형태별로 분석하

는 것이다. 개정 이후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대상별로,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서, 선행연구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제도 도입 초기의 효과성 분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자녀가구, 노인가구, 자영업가구와 임시직, 일용직 가구와 같은 

다른 적용대상 집단과 2011년 이후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3차 자료(2007년)부터 12차(2016년)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부부의 근로시간을 합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다시 가구형

태와 고용형태 그리고 시기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①2011년까지 

기간 동안 근로소득 있는 가구 ② 2016년까지 10기간 동안 무자녀가구 ③ 2016년까지 

10기간 동안 노인가구(60세 이상) ④ 2016년까지 10 기간 동안 근로가구, 무자녀가구, 

노인가구를 포함한 분석 ⑤ 2016년까지 10기간 동안 자영업가구 ⑥ 2011년까지 임시

직, 일용직 가구 ⑦ 2016년까지 10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 가구로 7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수령한 근로장려금액과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갖췄

다는 인식이다.  

  연구가설은 두 개의 독립변수를 7개 집단에 적용하므로 14개이다. 독립변수 별로 두 

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개 집단은 직전연도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다

음 연도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7개 집단은 직전연도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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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인식하면, 다음 연도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분석결과 7가지 중에서 5가지 유형의 가구에서는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였다.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이 100만원 근로장려금 

수령 시 약 27일 근로일수가 증가했으며, 2016년 개정이 반영된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

직가구의 근로일수가 약 16일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11년까지 근로가구에서 100만

원 근로장려금 수령 시 약 13일 증가했고, 2016년까지 개정을 고려하면, 근로가구의 근

로일수가 약 11일 증가했다. 자영업가구의 경우 약 5일 증가했다. 반면, 무자녀가구와 노

인가구는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시직, 일용

직 가구가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에 크게 반응하여 근로일수 증가폭이 컸다. 자영업가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선형의 정(+)의 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점감구

간에서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점감구간에서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는 근거로는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

라도 자기 임의로 노동공급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브루스 메이어(B. Meyer)의 

해석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소득효과

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발생하기에는 기존의 소득수준 자체가 낮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인식은 7개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낮은 인지도와 부정확한 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하더라

도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에 가장 큰 폭으로 반응하

므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함의를 얻

었다. 두 번째로 자영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로일수가 증가하지만 효과가 작

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다른 정책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

인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액의 근로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노동공급 

측면과 함께 노동수요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는 인지가 자영업가구와 노인가구에서 낮았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영업가구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노인가구의 경우 신청주의와 더불어 직권신청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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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근로장려금액을 받은 가구 수의 부족, 자영업자의 근로일수정보, 총급여를 구간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 배우자 정보의 불충분한 고려 등이 연구의 한계이다. 

  주제어 : 근로장려세제, EITC, 근로유인효과, 패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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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사회는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무관하게 하나의 해결책이 지속되기 보다는 사회상황이 

바뀜에 따라 선호되는 해결책이 변화한다. 전통적으로 빈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 

중 하나는 근로이다. 빈곤이란 실업, 질병, 노령이나 장애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으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으로 인해 빈곤한 경우, 일자리를 제공하면 빈곤이 완

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영란, 2004). 

  빈곤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입각한 국가의 개입이다. 토마스 마

샬(T. H. Marshall)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국가는 국민의 인간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상이 등장했다. 복지국가 확대시

기, 개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입각해 빈곤상태인 개인이 수혜의 개념이 아닌 권리의 개

념으로 복지급여를 수급할 때, 근로는 복지급여 수령의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국가의 일방적인 의무라는 주장에 대해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일단의 사상적 

조류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라는 일방적인 복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국가뿐만 아

니라 국민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즉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공동체에 기

여, 혹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김은하, 2006; 신동면, 2004; 박지향, 2012). 공

동체에 기여 혹은 국민의 의무란, 자신이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함

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구성

원을 다시 노동시장 안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정책, 복지

급여와 근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 

등장한 근로연계복지는 근로와 복지수급을 연계시키려는 일련의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

다.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대상자가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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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연계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빈곤에 대응하려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두 유형의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두 유형의 빈곤집단이란 근로능력이 있지만 근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빈곤한 전통적인 빈곤유형의 집단과 이미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위

험에 노출된 새로운 유형의 집단을 의미한다. 근로장려세제가 공공부조와 같은 기존의 

복지정책들과 차별화 되는 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간과하고 있는, 저임금과 높은 고용불안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인하여 이미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부언하면, 근로장려세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조해 주고 동시에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도

록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

에서 제공하는 최저생계비의 보장을 받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복

지급여에 의존하는 대신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그 목표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06년 근로장려세제가 제정되고,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근로장려금으로 수령액도 증가

하였다.1) 근로장려금 수령액수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의 확대이다. 제도 도입시기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

합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012년 개정 시에는 자녀

수에 따라 1명부터 3명까지 차등을 두고 근로장려금을 증액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에는 60세 이상의 가구

는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없더라도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2014년

에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함으로써 맞벌이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

지를 수정했으며, 2015년부터는 영세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에 포함시켰

다. 다음 그림은 위에서 설명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가 2009년 4가지 요건을 갖춘 근

1) 2016년 약 157만 가구가 1조 1천억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도입 초기인 2009년 59만 가구, 4천5백억과 비교

해 볼 때 증가율이 지급금액은 약 2.6배, 장려금을 수령한 가구 수는 약 3배 증가했다.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826 출처: 국세청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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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득가구에서 무자녀가구, 노인가구, 자영업가구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

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1>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 확대

  본 연구의 필요성은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대상별로,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서, 선행연구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적용대상 집단과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은 근로유인효과의 연구가 근로가구 중심으로 집중된 데 

있다(박능후, 2011; 임완섭, 2011; 송헌재, 2012; 정의룡, 2014; 이대웅 외 2인, 2015; 

임완섭, 2016). 도입 초기에는 근로가구만 적용대상이었지만, 2012년에는 무자녀가구, 

2013년에는 노인가구, 2015년에는 자영업가구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각각의 대상별로 

근로유인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는 자영업가구를 대상으로 신우리, 송헌재(2018)의 

연구와 임시직, 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박능후(2014)의 연구 두 편만 있을 뿐, 근로가구에 

비교해 볼 때,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추세에서, 더욱 정책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근로빈곤층을 이루는 각각의 

대상별로 제도의 효과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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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연구의 필요성은 2011년 이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연구가 도입 

초기에 비교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김건태, 김윤영, 2017; 신우리, 송헌재, 2018).  

근로장려세제의 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인식 변화와 같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분석기간을 확장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요건의 가구라 하더라도, 개정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가 변화되기 때문에,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적인 개정으로  근로장려세제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최대지급액과 소득한도와 같은 근로유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들도 

변화하였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의 경우 초기 1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실시 되었고, 소득한도는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약 50%가 증액되었다. 제도가 개정되고 변화함으로 인해 동일한 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바뀌게 된다. 

  개정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제도의 단기적인 효과성 

검토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분석기간을 확장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09년은 처음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실시된 시기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아직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 비해 제도 

도입이 10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은 여전히 제도의 도입초기라고 할 수 있으나, 

2009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수령가구가 59만 가구에서 238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넓어지고, 깊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초기부터 그 

인지도가 넓어지는 시점까지 확대해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방법과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를 7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다. 근로가구, 무자녀가구, 노인가구, 자영업가구, 임시직, 일용직가구를 세분하여 분석하

려는 이유는,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다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의 특성이 다르기 때

문에, 근로장려세제라는 동일한 자극에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도입초기 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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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가구, 노인가구가 포함된 개정 후 시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좀 더 부언하면,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유인효과를 미치기 이전에 각 가구들의 여건과 

상황이 서로 다르다. 노인가구의 경우, 이미 은퇴하여 구직의사가 없는 가구도 많고, 또 

구직의사가 있더라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런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세

제가 충분히 근로유인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려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

고 있는 근로가구와 달리, 자영업가구의 경우, 기존의 영업시간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근

로장려세제로 인한 근로유인효과가 발생하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2)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구직기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용직에 비해서 크고, 기

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근로장려세제가 임시직, 일용직 가구를 대상으로 구직기간을 단축

시킬 정도의 근로유인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집단별로 세분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 자료(2007년)부터 12차 자료(2016년)를 이용해 패널분

석을 실시하였다.  패널연구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은 동일

한 개체를 반복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수 값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패널분석에서는 미관찰된 이질성을 제거함으로써 모형

설정오류(Model Misspecification)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여가와 노동에 대

한 선호도와 같은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관측되지 않지만, 개인의 특성으로서 

쉽게 변하는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또는 시계열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며, 선형회귀모형에서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민인식, 최필

선, 2016). 

  본 연구의 의의는 분석결과에서 각 집단마다 혹은 개정의 영향을 반영한 분석기간에 

따라서 근로유인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또한 기존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고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2)국가통계지표(KOSIS) 시도/산업/일일평균영업시간별 사업체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B6005&vw_cd=MT_ZTITLE&list_id=J_20_1&seqNo=&l

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B6005&vw_cd=MT_ZTITLE&list_id=J_20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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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와 결론으로 구성된다. 1절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의의,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에 대해서 

서술한다. 2절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과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근로연계복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살펴본다. 3절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 

분석자료 그리고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독립변수는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과 직전연도에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되는지 인식여부 두 개이며, 

종속변수는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가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7개 집단 별로 구분한 뒤,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4절 

분석결과에서는 각 7개 집단에서 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론적 배경과 일치하는지 혹은 다르다면 그 원인에 대해 해석한다. 5절 

결론에서는 연구에 대해 요약 정리하고, 함의와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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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배경

근로장려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의 정책목표인 근로빈곤층을 이해

해야 한다. 근로빈곤층이 전통적인 빈곤층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근로장려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새로운 사회현상인 근로빈곤층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근로장려세제라는 정책이 선택된 배경에는 근로연계복지라는 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연계복지를 이해하는 것은 복지급여와 근로를 연계시킨 근로장려세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 대상인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친 근로연계복지에 대해 논의한 다

음, 근로장려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근로빈곤층

  

  근로빈곤층을 전통적인 빈곤층과 구분하여 새로운 빈곤층(New Poverty)으로 칭하기

도 한다. 새로운 빈곤층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

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근로

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백학영·구인회, 2010: 재인

용).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새로운 형태의 근로빈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는 피고

용자와 자영업자가 포함되었는데, 근로빈곤층은 신빈곤의 핵심층으로 불안정한 고용, 저

임금, 저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sping-Andersen, 2002 김영란, 2004 재인용). 다음 절에서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특

성 및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근로빈곤층을 구성하는 집단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근로빈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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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은 ‘빈곤’과 ‘근로’라는 두 개의 개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근로의 개념은 통계적인 개념과 학계에서 논의 중인 개념이 있다. 현재 고용율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취업자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근로를 

현재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근로와 취업이 일치하는 정의에 부합되는 기준이

다. 

  기존의 국내연구에서는 ‘근로’를 통계개념과 가장 유사한 ① 현재 ‘취업’하여 근로를 하

는 경우를 근로라고 정의하는 경우와, ② 최근 6개월간 근로를 했거나,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때, ③ 현재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이

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김영란, 2004; 홍경준, 2005; 성정현·송다영, 

2006). 근로를 취업으로 한정지을 것인지, 취업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개인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근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개인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서 근로빈곤층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폭이 달

라진다. 

  먼저 국외에서 근로빈곤을 정의할 때 적용되는 “근로”의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1> 각 국가별 근로의 개념

국 가   근 로 의  개 념

① EU, 

Eurostat

근로(In-Work)란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이나 교육활동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 당

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적어도 해당 기간 중 7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한다.

② 프랑스

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atatistique et de I'Economie)의 근로(Employed)의 개념은 

노동시장에 참가해서 해당 기간 중 적어도 절반이상 구직, 혹은 교육활동을 했으며, 적어

도 1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미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근로(Active)의 개념은 해당 기간 중 절반이상을 노동시

장에서 구직, 교육활동을 한 경우,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④ 캐나다
NCW(National Council of Welfare)의 근로(Work)의 개념은 고용되어 혹은 자영업으로 얻

은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⑤ 호주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는 실재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구직 혹은 교육훈련을 받으면 

근로(Work)로 본다.

출처: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2010: Crettaz & Bonol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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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번 EU의 개념은 상당기간 실재로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 일 것

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내 ①번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④번 캐나다의 개념은 

시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구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 자영업 사업소득의 비중이 50%

가 넘을 것을 요구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자영업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근로시간

이 있어야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①번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②번 프랑스 INSEE

의 개념은 구직활동을 감안한다는 면에서 국내의 세 가지 분류 중 ②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③번 미국과 ⑤번 호주의 개념은 구직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는 국내의 분류로 볼 때 두 번째와 유사한 개념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구

체적으로는 27주(1,885시간) 혹은 그 이상을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하거나 근로를 한 경

우 근로로 정의했다(Klein & Rone, 1989; Mosisa 2001).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1,885 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성인의 수에 따라 

성인 1인 가구는 1,565시간, 2인 가구는 3,162시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Joassart-Marcelli, 2005).

  국내 문헌에 나타나는 세 가지 근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장 협의의 근로빈곤의 개념은 현재 취업하고 있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경우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이다(김영란, 2004). 조사시점에서 가구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좁은 정의

이다(성정현·송다영, 2006). 

  두 번째 정의는 현재 근로를 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 내에 근로를 한 적이 있는, 혹은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경우를 근로빈곤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 

개념의 장점은 근로빈곤층의 이직이 빈번하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홍경준, 2005). 

비정규직의 경우 취업과 이직이 빈번한데, 첫 번째 개념을 적용할 경우 취업중일 때는 

근로빈곤층에 속하지만 이직 혹은 실업으로 구직 중인 개인은 근로빈곤층에서 배제되게 

된다. 근로빈곤층의 발생 원인이 저임금과 높아진 고용불안정성 때문임을 감안하면, 근로

빈곤층의 정의를 현재 취업 중인 개인으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고용불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의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세 번째 정의는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나 빈곤한 경우를 지칭한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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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능력이 있는 인구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

업과정에서 실망하여 근로하지 않는 개인뿐만 아니라, 양육이나 보육 그 밖의 가족구성

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개인까지 근로빈곤층에 

포함된다(홍경준, 2005). 세 번째 광의의 정의를 적용할 경우, 장점은 정책목표로 삼는 

대상을 근로능력이 있지만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까지 근로빈곤층으로 확대하고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업 중인 개인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실업상태에 처한 개인

과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개인까지 근로빈곤층에 포함하게 되면 그

만큼 근로연계복지 정책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노동시장으로 참여하도록 가장 효

과적으로 영향을 발휘한 집단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복지급여에 의존하던 자녀가 있는 여

성세대주였다. 복지급여에 의존하던 자녀가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자녀가 없는 여성세

대주에 비해 약 6%에서 8% 더 많이 노동시장에 새로 참여했기 때문이다(Eissa & 

Liebman, 1996; Meyer & Rosenbaum, 2001). 협의의 근로빈곤 정의에 의하여 정책을 

집행할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세대주는 취업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빈곤층이 아니며, 6

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근로빈곤층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의의 

정의를 적용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근로빈곤층에 포함된다. 

  그 다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빈곤에 관한 사항이다. 빈곤이란 “개인, 가족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

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EEC, 1985)라고 규

정할 수 있다(문진영, 2015 재인용).3) 빈곤의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용했는데, 근로빈곤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라고 정

의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의 적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근로빈곤의 소득 

적용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빈곤에 대해 절대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상대적 기준을 적

용할 것인지 빈곤측정에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은 정책적 빈곤선4), 가계표준예산(라운트리 방식) 빈곤선, 통계적

3) 그러나 이 정의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내포된다. 빈곤개념의 보편적 적용여부, 빈곤의 기본 단위, 빈곤상태의 지속성 

문제, 빈곤 공간, 가용자원을 소득으로 할 것인지 지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국의 법정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한 가구의 한 시점의 정태적 생활 상태를 화폐단위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측정된 사회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문진영, 2015).

4) 정책적 빈곤선은 정부가 빈곤의 동향이나 흐름을 보기 위한 빈곤선이 있으며, 한국의 최저생계비처럼 구체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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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피터 타운센드(P. Townsend)가 최초로 적용한 박탈지

표 빈곤선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가능하다. 각각의 측정방식은 장단점을 갖는다. 가계표

준예산(라운트리 방식)으로 빈곤을 결정하고, 그 빈곤선을 근거로 보통 차상위라고 부르

는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라고 보는 방식

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근로빈곤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이 자의

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통계적(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의 경우 상대적 빈곤을 감안한

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준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균소득으로 할지, 중위소득으로 할

지, 중위소득의 50%로 결정할지, 60%로 정할지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오히려 더 자의적

이라는 주장도 배제할 수 없다5)(문진영, 2015). 그 결과 학자들에 따라 근로빈곤을 절대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의 120% 혹은 150%로 정의하거나, OECD국가들이 활용하는 월평

균 가구소득의 50%~60%까지를 근로빈곤으로 정의하는 등 적용하는 기준이 다양하다(성

정현·송다영, 2006).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근로빈곤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의 한

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시되어 있다. 제도 도입초기인 2009년에 적용된 근로빈곤층 소

득상한은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 미만이었으며, 2012년 2자녀의 경우 2,100만원, 

2014년 맞벌이 부부인 경우 2,500만원으로 상한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부부합산소득의 근사값은 약 140만원에서 약 2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계

층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6)의 약 120%

를 반영한 소득기준과 유사한 범위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근로장려세제가 정책적으

로 목표하는 근로빈곤층은 최저생계비의 120%를 한도로 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빈곤기준선이 있다(문진영, 2015).

5)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정책의사결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경기불황의 경우 중위소득이 감소한다는 데 

있다. 경기후퇴로 감소된 중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또한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문

진영, 2015).

6) 2008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27만원이었으며, 2018년 대도시 4인 가구기준 생계급여는 약 130만원, 주

거급여 33만원으로 약 160만원이었다. 현재 정부정책에 포함된 근로장려세제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홈 페이지 참조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084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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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빈곤층의 특성 및 원인 

  근로빈곤층의 주요한 특성은 취업을 했을 경우 저임금과 높은 고용 불안정성을 나타내

는 근로빈곤상태에 속했다가, 다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함으로써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는 순환현상이다. 한국 근로빈곤층의 고용 상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근로

빈곤층은 빈곤하지 않은 계층과 비교할 때,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비

록 취업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약 15%가 다시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

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함이 드러났다(최옥금, 2008). 

  미국의 경우에도 복지수급에 의존하던 여성들 중 다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단 복지

수급 상태를 벗어났지만, 취업한 일자리가 저임금이기 때문에, 복지수급을 받을 때에 비

해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더욱이 취직한 직장은 비정규직과 같은 높은 

고용불안정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단기간 취업 후 다시 수급권자로 되돌아가는, 비정

규직 취업→ 수급권자 → 비정규직 취업 → 수급권자를 되풀이하는 회전문 현상을 보였

다(조준용, 2013).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사이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

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개인의 근로의욕 부족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지목하기도 한다. 

즉 노동시장은 하나의 단일한 시장이 아니라, 고임금을 받으며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1차 

노동시장(일반 노동시장)과 저임금을 받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빈민노동시

장)으로 양분되어 있어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다(송호근, 2002). 그러므로 비록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

해 경력이 쌓인다고 해도 단절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현실에

서는 두 노동시장의 단절로 인해 고임금, 안정된 고용상태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근로빈곤층과 빈곤층 사이를 되풀이 하게 되는데, 이

는 출구가 없는 폐쇄회로 같다는 주장이다(김영란, 2004, 지은정, 2007)7). 

  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충분히 증가시키

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이에 반하여, 낮은 임금, 불안정한 혹은 비자발적인 근무상

태, 가족구조,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처럼 다

7) 남재량·김태기(2001)의 연구에 따르면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비정규직에서 1차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정규직으로 이

행할 확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은 비정규직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혹은 실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폐쇄회

로를 전전한다(김영란,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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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해석이 존재한다(Klein & Rone, 1989; Kim, 1998; Lim, 2012). 

  말린 킴(M. Kim)은 자신의 논문에서 브래드리 쉴러(B. Schiller)와 찰스 머레이(C. 

Murray)의 주장을 인용했다. 쉴러와 머레이는 근로빈곤층은 비상용직(Part-time)처럼 노

동을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하다는 주장한다.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이 

상용직(Full-time)에 종사하면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킴의 연

구결과, 1994년 기준으로 낮은 임금($6.45)을 받는다면, 비록 상용직으로 일한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나태 때문에 상용직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며, 근로빈곤

에 떨어지지 않는 최소한 $9.2의 임금을 보장하는 직장도 접근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

는 해석이다(Kim, 1998).  

  미국의 경우 1990년대 경제가 호황기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은 호

경기에 동반하여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 $10에 머물렀으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약 $10에서 증가하지 않은 임금으로는 근로를 하더라도 소득이 $20,800 정도로 

계산되며, 이는 $43,500로 추정되는 필요자원에 비해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Lim, 2012). 낮은 임금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1976년 프랭크 레비(F. Levy)가 이

미 제시한 바 있다(Klein & Rone, 1989). 또한 상용직을 희망하지만 비자발적으로 비상

용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근로빈곤에 노출된다(Mosisa, 2003). 

  가족구조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성인 1인당 자녀의 수를 비율로 나타낼 때, 

동일하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있는 가정은 성인 1인당 1명으로 나

타나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2명으로 나타난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상용직에 종사하기가 어렵고 비상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소득

감소로 이어져 근로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부모가정에 비해서 높다(Crettaz & Bonoli, 

2010). 

  국가의 복지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저임금, 직업상태와 가족구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

도 동일한 충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에 노출되는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같이 자녀양육휴가(Parental Leave Schemes)와 돌봄 

서비스(Child Care Service) 같은 아동복지정책이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저임금, 불안

정한 직업상태 그리고 성인 1인당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숫자가 크더라도 근로빈곤층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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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가능성이 낮았다. 독일이 실시하고 있는 가족현금수당(Family Cash Benefit)도 

근로빈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페인의 경우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

은 부족하지만, 30살까지 가족과 함께 사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생활비 측면에서 규모

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Crettaz & Bonoli, 2010). 

  요약하면, 근로빈곤층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이 동일하게 높아

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제반 복지체제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자녀양육휴가, 돌봄 서비스, 가족현금수당과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하고, 스페인처럼 

가족이 함께 사는 문화가 아니므로, 근로빈곤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근로빈곤층을 구성하는 집단

  근로빈곤층은 단일한 성격의 하나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여성세대주, 노년층, 중졸이

하의 낮은 인적자본을 가진 계층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을 구성하고 있

다. 국외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이에 추가하여 인종을 고려한다. 흑인이거나 라틴아메리

카계인 경우, 근로빈곤의 위험이 높아진다(Klein & Rones, 1989; Mosisa,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흑인의 경우 근로빈곤층에 노출될 위험보다는 높은 실업으로 빈곤

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라틴아메리카계일 경우가 상용직에 종사하면서도 근로빈곤층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아시아계는 일단 취업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더 

고임금 직종일 가능성이 높아 근로빈곤에 처할 위험이 적다고 보았다(Joassart-Marcelli, 

2005).

  근로빈곤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육아를 병

행해야 하는 여성세대주 일수록 근로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일

시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반복해서 빈곤하거나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30대가 근로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였지만, 60대 

이상인 경우 근로빈곤층의 비중이 28%로 급증하였다(이은주, 2008; 이주환·김교성, 

2013). 캐나다의 경우 아직 은퇴 연령 시기가 되지 않은 65세 이하를 근로빈곤층으로 정

의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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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이 25세 이하인 경우, 근로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미

숙련이기 때문에 비록 학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비상용직과 같은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National Council of Welfare, 1978; Mosisa, 2003). 

  학력측면에서 볼 때, 중졸 이하의 저학력인 계층의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의 다수를 이

룬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준다(홍경준, 2005). 근로

빈곤층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에 진출했지만, 숙련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업경력에 도움을 주는 숙

련기술을 익히거나 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고정적인 소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이은주, 2008). 국외연구 결과도 일치하는데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

한 경우가 흑인 여성의 경우, 약 44%를 차지한다(Klein & Rone, 1989)

  성별을 고려해 보면, 남성가구주보다는 육아와 근로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가구주 일수

록, 동시에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빈곤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근로빈곤층 여성가구주의 생활실태 연구결과, 대상자 중 대다수가 일주일 평균 40시간, 

주 5일 이상의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임금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37.1%로 매우 높아, 건강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송다영, 2006). 미국의 경우, 여성가구주 혼자 자

녀를 양육할 때, 특히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근로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Klein & Rones, 1989; Mosisa, 2003; Wagle, 2011).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빈곤의 첫 번째 원인은 고용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므로 실업의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어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차적인 보장을 받기 

때문에 빈곤층에 속할 위험이 감소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기간이 단기이므로 

잦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

인 사회적 위험이 닥칠 경우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다8).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에 비해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자리가 많기 

8)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68%, 건강보험 58%, 국민연금 54% 산재보험 96%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

다. 고용노동통계포털 http://laborstat.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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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근로를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근로빈곤층이 존재하게 된다.9)

  두 번째 이유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성되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임금과 비

교해 볼 때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은 2017년 시점에서는 임금근로자 1,988만 명 중 654만 명(32.9%)에 이르며, 정규직

(284만원)과 비정규직(156만원)의 임금격차는 약 128만원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5%의 급여를 받고 있다.10)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근로빈곤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용자

가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빈곤에 해당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성정현·송다영, 2006). 자영업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은 떠밀림(Push)이론과 당김(Pull)이

론11)이 있다. 그 중 근로빈곤층과 관련된 이론은 떠밀림 이론이다. 떠밀림 이론에 의하

면, 임금노동자가 될 만한 숙련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취업하

지 못하고 자영업으로 떠밀려(Push) 자영업자가 된다는 해석이다(반정호 2012). 미국도 

농업과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

되었다(Klein & Rones, 1989; Mosisa, 2003).

  현실은 이론과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론처럼 현실에서 드러난 자영업자의 첫 

번째 특징은 고령화 현상이다. 중년, 노년의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학력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저학력

자는 임금근로 일자리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영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낮

은 교육수준은 저숙련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고령의 저학력, 저숙련 자영업자는 근로시간

이 임금근로자보다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빈곤에 처

할 위험이 크다. 인적자원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자영업자가 근로빈곤에 

노출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특별한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산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시장자체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

며, 그 결과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지은정, 2013). 

9) 한국의 비정규직비율(share of temporary employment)은 21.9%로 OECD 평균 11%, EU 14.6%와 비교해 볼 때 

높다. 또한 직무보장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이 한국은 31.5%로 EU 22개국 15.3%, OECD 19.3%에 비해 

격차가 크다.  OECD data,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ENURE_DIS

10) 통계청 보도자료,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11) 당김(Pull)이론은 고학력,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기업가적 자질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이론

이다(반정호,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ENURE_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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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연계복지

1) 근로연계복지의 기원과 확산

  복지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

(Workfare)가 등장하게 된 기원은, 미국에서 1960년 말 1970년 초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수급자 수가 3배로 급증하고, 지출금액이 증가하

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시작된 때라고 볼 수도 있다. 

  초기 근로연계복지의 출발은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강조하는 일종의 시민들(Civic)의 

도덕적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근로연계복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관

심을 갖게 한 것은 주지사 로날드 레이건(R. Reagan)이 Community Work 

Experience(CWEP)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CWEP에서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대상자가 그 혜택을 받는 대가로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흐름과 사조는 지속적으로 1980년대와 1996년의 시기동안 확산되었으며, 1996년 

AFDC를 폐지하고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를 제장하기에 이

른다(Brodkin & Larsen, 2013). 

  ‘일 우선’(Job First) 원칙은 유럽으로도 퍼졌다. 영국에서는 1998년 토니 블레어(T. 

Blair)가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특히 

실업중인 청년과 장기실업 중인 복지수급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낮은 수준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복지급여를 받는 제도이다(Dostal, 2008). 

이에 대해 고든 브라운(G. Brown)은 기존의 권리개념이 아닌 계약 개념에 입각해 권리

와 “책임”12)을 함께 언급한다(Peck, 2003).  그러나 영국의 경우, 근로연계복지 프로그

램인 뉴딜(New Deal) 참여 대상자들이 급여를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강압적으로 참

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뉴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뉴딜은 개인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율성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높이며, 스티그마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신동면, 2004)

12) “I say to the unemployed who can work-you must now meet your responsibility to earn a wage” 2000년 3

월 1일 가디언(Guardian), 고든 브라운의 담화 중(Pe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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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연계복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확산될 때, 각국의 실업이나 복지지출부담과 같은 경

제적 여건13)은 동일하지 않았고, 근로연계복지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서로 구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RMI(Revenue Minimum D'insertion)가 1998년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연

대(Solidarity)의 정신이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프랑스에서는 ‘근로 의무’가 강하지 않았으

며, 또한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도 제재(Sanction)를 가하려 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Handler, 2003). 

  스웨덴의 경우, 미국과의 차이점은 근로연계복지에서 중요한 요소인 근로조건이나 처

벌규정이 임의적이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실업상태인 공공부조 신청자는 거주하

는 지방정부에 급여를 신청하는데, 이때 근로의 부과는 옵션(Option)에 해당하며, 지방의 

일선 행정과정에서 개입정도가 결정되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근로연계복지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공공부조 수급자는 실업보험 대상자에 비해 고용훈련기회와 재취업기회가 제한

적이었는데, 근로연계복지의 도입으로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확

대실시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다(이상일, 2012).

  미국과 유럽의 경우, 근로연계복지가 복지급여와 근로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근로의무를 요구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에 비해 영국, 프랑스의 경우, 

직업교육과 재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지만,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참여자들이 교육자체를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스웨

덴은 기존의 실업보험 수급자에 비해 제한된 기회를 갖던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교육훈

련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이 근로연계복

지 도입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근로연계복지를 이해하는 개념은 시민권(Citizenship)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민권이 있으면 당연히 향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권리로서의 복지개념이 

사회적 계약(Contract)로 바뀐 점이 근로연계복지의 핵심 개념이다. 사회적 계약은 당연

히 권리와 함께 의무가 수반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의무란 복지혜택을 누리기 

13) 노르웨이는 근로연계복지를 도입할 때 복지지출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 때였고, 덴마크는 실업률이 낮았다

(Hadl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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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우선적으로 근로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가 필요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던 시기에 반해서,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강

제로 일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Handler, 2003; 

Peck, 2003).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이 다양한 것은 각국의 복지제도 발전경로가 근로연계복지를 받아

들이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근로연계복지가 강조하는 바가 여러 나라마다 다르다

고 보고 강조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집단은 근로연계복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여

전히 인적자본 접근방식을 유지했다. 즉 스웨덴은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피하고, 

동시에 저임금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두 번째 노동우선(Labourist) 집단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

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중시했다. 어떤 직업이든지 구하는 것을 근로연계

복지로 간주했다.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고,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임금격차가 커졌다. 

  세 번째 보수주의(Social Conservative) 집단은 자존감, 올바른 행동준수와 가족유지와 

같은 윤리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주의가 정책에 반영되었

다. 그러므로 근로연계복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

겨졌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유럽의 기독민주당을 이 집단으로 분류했다. 

  네 번째로 신자유주의(Neo-Liberal)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국가 규제의 최소화, 복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삭감, 전반적인 복지지출 수준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또

한 복지프로그램 전달체계에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구했다. 1980년대의 

영국이 여기에 속한다(Dostal, 2008). 이처럼 근로연계복지는 많은 국가에 확산되었으나, 

각국에서 복지정책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이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접근방식을 동시에 포

함하는 다양성을 띈 개념이다.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으로 진입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개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지급여 대신 노동시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연계복지를 구현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은 취업우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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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Labor Force Attachment)과 인적자본개발모델(Human Capital Development)으로 

분류할 수 있다. 취업우선모델은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급여의 수급과 노동을 강

제적으로 연결하는 접근방식이다. 단기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고, 빈곤

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구직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

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인적자본개발모델은 즉각적인 정보제공이나 근로인센티브를 제공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직업훈련이나 직업능력개발을 제

공하는 경향이 강한 정책이다. 이 역시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을 제공하는 목적이 노동시

장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근로와 복지를 연결시키는 정책이다. 즉 개

념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연계복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은 복지급여와 

근로를 연계시키려는 것이다14)(신동면, 2004; 우준희·이대진, 2011; 정의룡, 2014; 류만

희 2015). 

  복지급여와 근로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두 모델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어느 모델을 더 강조할 것인지는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15)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접근방법은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적자본개발모델은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이면 노동시장에 진입이 용이할 것이라고 가

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인적자본이 형성된다는 장점은 크지만, 단기적인 요구에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장기에 걸쳐 교육을 받아 인적자본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끝난 시점에서 제품수요나 노동수요의 변화로 인해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신동면, 2004; 류만희, 2015). 

  반면, 취업우선모델은 인적자본을 높이기보다는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비록 처음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직일지라도 근로습관이 형성되고 기

술이 쌓이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16) 우선적으로 어떤 일이

14) 영국의 ‘welfare to work’, 노르웨이의 ‘work line’, 덴마크의 ‘active line’, OECD의 ‘active society’ 등의 구호는 

모두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 가능한 실업자나 빈곤층을 전

통적인 현금수당의 지급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안으로 통합시키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신동면, 

2001: 54; 우준희·이대진, 2011).

15)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체계는 복지수급기간을 제한하고, 근로를 할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주는 방식의 취업우

선전략을 택했으며,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을 강조하고 있고, 프랑스는 근로취약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신동면, 2004).

16) “어떤 일자리든 일자리는 다 좋은 일자리다(Any job is a good job)”라는 말로 취업우선전략을 요약할 수 있다(권

혁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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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신동면, 2004; 류만희, 2015). 그런데 취업

우선모델의 한계는 모델이 내포한 가정에서 기인한다. 인적자본이 낮은 개인이 구할 수 

있는 직업이란 결국 저임금, 단순직 노동시장뿐이며, 비록 취업을 했더라도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해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또 2차 노동시장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

용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근로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비록 복지급

여를 받는 상태는 벗어났지만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저

임금 노동시장에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임금을 더욱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

할 수도 있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유지영, 

2007). 그러므로 취업우선모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미국식 근로연계복지는 장기적으로 

고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특히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권혁창, 2010).17)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서 1975년 미국에서 EITC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9년 영국, 2007년 캐나다 등지에서 

도입 및 확대되었다(정의룡, 2014). 미국의 EITC나 영국의 근로가족공제수당(Working 

Family Tax Credit: WFTC)은 근로를 통해 얻는 임금소득이 사회부조 수급자로 선정되

어 받게 되는 소득지원이나 수당보다 훨씬 크게 함으로써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수단

으로써 취업우선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신동면, 2004).

  한국의 경우,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써, 근로연계복지의 한 방안인 근로장

려세제를 도입하였다.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는 부의 소득세가 변화된 제도로서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관적으로 볼 때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다. 그

러므로 분석과정과 분석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자체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절에서 한국에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배경과 

근로장려세제의 기본 원리, 그리고 처음 도입시기부터 진행된 개정과정을 간략하게 요약 

제시한다. 

17) 1996년 미국복지개혁의 고용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TANF 탈수급자 연구 결과 3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고용율이 하락했다(권혁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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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연계복지의 등장 원인

  근로연계복지의 등장 배경은 크게 그 의도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연계복지란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유지 

혹은 서서히 축소하는 것과 같은 해결책으로 노동시장을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주장, 복

지제도로 인해 파생된 시장의 왜곡상태로부터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노동

시장과 복지를 연계시킨다는 주장, 시장으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 인해 임금을 하락시켜 

자본축적을 돕기 위해서 노동시장과 복지를 연결시킨다는 주장이 존재한다(김은하, 

2006; 우준희·이대진, 2011; Jessop, 1993, 김수영, 2012 재인용; 문진영, 2001).

  첫 번째 해석은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활용하

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주장이다. 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구조를 포함한 경제구조, 가

족 및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Pierson, 

2001; 우준희·이대진, 2011, 재인용). 이런 변화와 압력들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출

현시켰으며,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과 재편과정에서 근로연계복지가 등장하였다는 

해석이다. 근로연계복지는 경제구조변화와 인구학적 구조변화에 따른 탈산업화, 고실업과 

저임금, 복지비용급증을 근로유인 제고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다(김은하, 2006; 우준희·

이대진, 2011; Jessop, 1993 김수영, 2012 재인용).

  두 번째 주장은 복지국가라는 체제 유지보다는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로연계

복지가 등장했다는 시각이다. 윌리엄 컨(W. Kern)은 시장 질서를 더 중요하게 주목했다. 

그는 칼 폴라니(K. Polany)가 주장한 자기규제적인 시장이 왜곡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연계복지를 활용한다고 이해했다. 즉 시장에서 노동을 판매하는 수단 이외

에, 국가에서 복지급여를 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은 노동시장

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자기

규제적인 시장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키는 근로연계복지를 이용

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근로연계복지는 노동을 다시 시장에 판매하게끔 강제하는 시

도이며,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시장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결

과라는 가설이다(Polany, 1957, Kern, 1998, 문진영, 2001: 재인용). 

  세 번째 주장은 크리스 그로브(C. Grove)와 존 스튜어트(J. Stewart)의 주장으로, 그들

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축적 레짐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를 분석했다. 전통적인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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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주의 관점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불균형을 이루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닥치게 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제도가 개입하여 적절

한 분배를 통해 그 위기를 회피함으로써 자본축적을 돕는다는 논리였다. 마르크스주의적

인 새로운 해석은 사회복지제도가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임금이 낮아지고, 그 결과 이윤

이 확대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축적을 돕는다고 보았다. 근로연계복지는 근로와 복지

를 연계시킴으로써 현재 복지수급자인 잠재적인 노동자를 노동시장에 공급하게 한다. 저

숙련 노동자의 공급증가로 임금은 낮아지고, 낮아진 임금은 자본가의 이윤을 확대시키며 

그 결과 자본축적을 돕게 된다는 논리이다(Grove & Stewart, 1999, 문진영, 2001: 재

인용).

  이 밖에도 복지수급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근로연계복지가 시작되었다는 주장

도 가능하다.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강화와 

부정적인 여론도 근로연계복지의 등장에 일조했다. 예를 들면, 복지개혁 전후 미국에서는 

복지수급자가 “캐딜락을 타고”, “의존적(Dependency)”으로 지낸다고 비난하며, 일자리를 

얻어서 자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시기 증가하였다(조준용, 2013).18) 근로연계복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로렌스 미드(L. Mead)와 찰스 머레이(C. Murray)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은 복지수혜자의 의존성을 줄이고,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대책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노동의 강제성을 지적하며 복지국가가 구빈법 시대로 퇴보했다고 주장

했다(김수영, 2012).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로렌스 미드(L. Mead)는 빈곤의 주된 이유로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를 지목했다. 그는 복지수급자가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할 능

력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또한 일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복

지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근로연계복지는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이

라고 보았다. 빈곤문화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복지수급자에게 근로연계복지를 통해

서 중산층의 마음자세 혹은 심리를 교육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Mead L., 

1989).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빈곤문화를 교정하여,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근

18) 그러나 질적연구결과, 한부모 여성 수급자들은 보고하지 않은 시장 일자리나 친지의 도움으로 복지급여의 부족분을 

메꿔가면서 근근히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인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미래 전망의 부재

로 자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Edin & Lein, 1997; 조용준,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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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인을 제고하는 대책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구빈법시대로 퇴보했다는 진보진영 

주장이 있다. 근로연계복지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권이 있는지, 혹은 불이익이 주어지는 강제성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만약 근로의 

이행이 강제적이라면, 이는 구빈법시대로 퇴보했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

고, 토마스 마샬(T. H. Marshall)이 주장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후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개념이 포함

된 이론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복지제도를 고려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일자리 우선의 단

기적인 근로연계복지로 대응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연계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전혀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 복지

급여가 최대가 되는 부의 소득세와 달리, 노동시장에 참여를 해야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는 점에서 근로연계복지가 이론적으로 적용된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구조는 기존의 

부의 소득세와 비교해 볼 때, 더 복잡하다. 근로장려세제는 부의 소득세와 유사하지만 점

증구간과 평탄구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한국은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입법하였으며, 2009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근로

장려세제는 예산선을 변화시키고, 무차별곡선과의 접점에서 결정되는 노동공급량을 증가

시키려는 제도이다. 이론적으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절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려 한다. 

1)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와 미국 EITC 도입배경

  근로연계복지의 일환으로써, 근로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되기 이전에 1960년대 미국에서는 부의 

소득세(NIT)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은 기존의 공공부

조는 보충급여 방식이므로 근로유인이 적다고 보고, 이에 대안으로 NIT 도입을 주장했

다. NIT는 면세점 예를 들어 1,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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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부(-)의 세금을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다. 환급금

액은 곱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은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간의 차액의 50%를 부의 소득

세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프리드먼의 제시대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이 전

혀 없는 A가구의 경우 1,200만원에 50%를 곱해서 환급을 해준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이 

없는 가구는 일 년 동안 약 600만원을 수령해 60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생기는 방식이

다. 소득이 400만원인 B가구의 경우, 일 년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간의 차액 800만원에 

50%를 곱해서 400만원을 수령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800만원이다. 이는 A가구에 

비해서 200만원 더 증가하므로 근로유인이 있다는 제안이다. 그런데 소득환급세율이 예

를 들어 50%에서 20%로 낮아질수록 근로유인은 증가하지만, 빈곤가구의 최저생계에 대

한 소득보장은 약해지게 된다(김재진, 2009; 남재량, 2017). 

  실제로 1968~1972년 뉴저지(New Jersey), 1969~1973년까지 아이오와(Iowa) 및 노

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1971~1974년 개리(Gary), 1971~1982년까지 시애틀

(Seattle)과 덴버(Denver) 지역에서 NIT의 근로소득과 근로유인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NIT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배우자, 흑인, 히스패닉 

등 여러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을 감소시킨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실시됐던 시애틀의 경우, 남편은 노동시간이 8.8%, 근로소득은 

약 6.4% 감소했으며, 부인의 경우 노동시간은 17.9%, 소득은 17.6% 감소했다. 한부모 

가정의 여성세대주의 경우 5년째 되는 해 약 14%가 감소했다(김재진, 2009). 

  근로유인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NIT는 

면세점 이하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환급금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즉 대체

효과 소득효과가 모두 음(-)으로 작용하는 EITC의 점감구간에 해당하는 구간만이 존재

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감소했을 것이다. 또한 전혀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장 수령

하는 환급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EITC는 전혀 근로를 하지 않

으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하였고, 어느 시점까지는 일을 할수록 수령하는 환급

금이 증가하는 점증구간과 최대금액을 수령하는 평탄구간을 신설하여 NIT를 보완하였다

(김재진, 2009; 남재량, 2017). 

  NIT와 EITC의 관계를 <그림 II-1>에서 나타냈다. 그림에서 NIT의 환급세율을 20%로 



- 26 -

가정하고 있다. NIT제도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최대금액인 24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EITC제도에서는 소득이 없으면 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

재한다. EITC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만 존재하는 NIT와 달

리,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증가하는 점증구간이 존재한다. 그림에서는 500만원까

지 점증구간을 이룬다. 그러므로 EITC에서는 소득이 500만원에 이를 때까지 20%를 곱

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득이 작을수록 큰 금액을 받게 되는 NIT에 

비해 근로유인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득금액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는 평탄구

간으로 수령하는 장려금이 100만원으로 일정하다. 점증구간과 평탄구간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점감구간에서는 두 제도가 동일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그림 II-2 > NIT와 EITC의 관계

출처 남재량(2017),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세종특별시)

2)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과 과정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에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인한 양극화라는 사회현상이 존재

한다(윤홍식, 2006; 최현수,2007; 김대성, 김연아, 2007). 한국사회는 1997년 경제위기

를 겪으면서,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할 경우 절대빈곤가구로 분류되는 가구의 비중이 

1996년 3.8%에서 2000년 10.2%로 증가했으며, 최저생계비의 120%까지인 차상위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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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 2.2%에서 4.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윤홍식, 2006).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

해 볼 때, 높아진 실업률과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그런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의 위험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뿐, 바뀐 경제환경에

서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정책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2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을 위해서 근

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다(김대성, 김연아, 2007). 

  근로장려세제의 입법과정은 크게 1단계 도입 제안기(2003년 2월~2004년 12월), 2단

계 도입 검토기(2005년 1월~ 2005년 12월)와 3단계 도입 준비기(2006년 1월~ 2006년 

10월)로 분류할 수 있다. 제안기는 참여정부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재정경

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도입여부에 대해 논의한 기간이다. 2단계 검토기는 관

련 부처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시민사회와 같은 외부의견까지 수렴한 기간

이다. 3단계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확정된 이후 해당 부처가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의 명칭은 처음부터 명명된 것

이 아닌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 ‘저소득세액공제제도’, ‘근로소

득세액공제’, ‘근로소득보전세제’등의 용어로 사용되다가, 재정경제부가 공모를 통해 

2006년 7월 31일 ‘한국형 EITC’를 ‘근로장려세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했다(김대성, 김연아, 2007).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했던 정부부처와 학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정

경제부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근로

장려세제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필수적인데, 논의

가 진행되던 시점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약 70%, 자영업자의 경우 50% 정도만 소득이 

파악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와 함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은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

한다. 소득파악이 확실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일단 도입하여 시작하고, 그와 

병행해서 소득파악 정도를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영세자영업자까지 제

도를 확대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원마련의 경우 각종 세금감면과 세액공제 중 

일부를 확대하거나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확보된 재원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운용하자는 



- 28 -

의견이었다.

  재정경제부는 기본적으로는 도입에 대해 찬성이었으나 시기를 조절하자는 의견이었던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해 도입 자체를 반대하

는 의견도 존재했다.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의 도입과 더불어 공공부조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뤄진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공공부조제도가 약화될 우려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저임금 노동시장이 강화될 것을 염려했다. 국가에

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여 충분히 임금을 인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논

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정부는 절충점을 찾은 반면,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의 도입반대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윤홍식, 2006; 최현수,2007; 김대성, 김연아, 2007).  

  정리하면, 한국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에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양극화라는 사

회현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의견을 절

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2006년 입법되고,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3)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이해와 변화과정

  다음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시기부터 2016년까지 변화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1) 2009년~2011년까지 적용된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4가지 요건이란 총소득요건, 부양자녀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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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만을 합산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다. 

② 부양자녀 요건 : 총소득요건을 갖춘 경우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한다. 

④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

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외국인 등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근로장려금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2> 2009년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출 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eitc.go.kr

<표 II-2>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원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5%

800만원 ~ 1,200만원 120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출 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ei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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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까지 적용된 1차 제도는 800만원까지 소득발생시 15%의 비율로 장려금이 증

가하는 점증구간과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장려금 최대금액인 120만원을 받는 평

탄구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1,2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구간에서는 1,700만원과 근로

소득의 차액에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수령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도의 도입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제도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된다. 

(2) 2012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 

단일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주거, 생계,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지 않은 사람이다. 구체적인 기준

은 2009년 지급된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소득요건, 부양자녀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이 있으며, 소득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무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은 무주택 또는 6천만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 해당한다.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합계 1억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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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2012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

부양자녀 총소득기준 지급금액

부양자녀 없음 (배우자 있음)  1,300 만원 최대지급액 70만원

부양자녀 1인  1,700 만원 최대지급액 140만원

부양자녀 2인  2,100 만원 최대지급액 170만원

부양자녀 3인 이상  2,500 만원 최대지급액 200만원

자 료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eitc.go.kr

<그림 II-3> 2012년 적용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자 료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eitc.go.kr

  2012년 적용되는 개정안의 특징은 다자녀가구가 더 효과적인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자녀가 없는 가구도 제도에 포함시킨 점이다. 자녀의 수

가 증가할수록 양육비와 교육비와 같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을 반영하여, 세 명이상 자

녀를 둔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되는 총급여액의 한도를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금액을 높였다. 

무자녀가구를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12년에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없

는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없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유

인과 소득보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

빈곤층을 포용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3) 2013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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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 사

항은 무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4) 2014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

용하였다. 여기서 맞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

인 경우를 의미한다. 

<표 II-4> 2014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 최대지급금액

단독가구 1,300만원 70만원

가족가구
홑벌이 2,100만원 170만원

맞벌이 2,500만원 210만원

출 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eitc.go.kr

<그림 II-4> 2014년 적용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출 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eitc.go.kr

  2014년에 적용된 근로장려세제의 특징은 맞벌이 가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총급여금액의 한도를 홑벌이 가구에 비해서 400만원 확대한 2,500만원으로 인상한 점이

다. 기존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 아니라면, 자녀가 한 명일 경우 

1,700만원, 자녀가 두 명일 경우 2,100만원까지가 총급여액의 한도였다. 그런데 이번 개

정으로 자녀가 있기만 하면, 맞벌이 가구인 경우 2,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림으로써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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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구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변화시켰다. 무자녀가구라 하더라도 맞벌이인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어 근로빈곤층을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가구와 같은 단독가구

인 경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러나 후속된 개정에서는 단독가구에 포함되는 연령

을 60세에서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근로빈곤층의 포함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

다. 

(5) 2015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 수급제외자로 

열거된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적용 하되 고소득전

문직 사업자를 제외하였다. 저소득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

택 가격기준을 삭제하고 재산합계액 기준을 기존의 1억 미만에서 1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단 1억에서 1억4천만원까지 구간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한다. 

  제도 도입 논의과정에서, 자영업을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자

영업가구의 낮은 소득파악 비율에 대한 기획재경부의 우려가 있었다. 논의시점부터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 왔다. 그 결과 2009년 첫 장려금이 지급된 이래, 자영업가

구의 소득파악률이 2000년 초반 약 30%대에서 2014년 약 74%대로 증가하였다. 이번 

개정이 가능했던 원인으로는 제도 실행에 필요한 소득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19) 근로빈곤층 중에 영세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확

대방안이라고 여겨진다. 

(6) 2016년, 2017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

  2016년 신청대상자가 50세 이상일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가능하

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 사항은 무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017

년의 경우 40세 이상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단독가구의 기준연령이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확대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단독가구의 낮

19)오마이뉴스 2016. 4.11. 자영업자는 세금탈루 주범? 오해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38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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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구소득이다. 2017년 전체 가구소득 평균이 370만원 인데, 비해 단독가구는 170만

원으로 가구소득이 낮다.20) 그런데 저소득의 단독가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0대와 50대의 1인 가구의 수가 각 100만씩 200만가구에 

이르러, 60세 이상의 1인 가구수 150만와 비슷하게 많기 때문이다.21) 

4)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는 단순화시켜 언급하면 근로장려금을 통해 개인의 예산선을 변

화시키는 것이다. 변화된 예산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시장 전체의 노동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

이 결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수요에 변화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공급곡선을 변

화시키려는 제도이다. 즉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예산선에 

변화를 주고, 그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고용량을 증가시키려

는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이론은 신고전학파의 노

동-여가 선택모형과 임금변화로 인한 노동시간의 변화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한 

슬러츠키 방정식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20) 국가통계포털 KOSIS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F028&vw_cd=MT_ZTITLE&list_id=G_A_4_1_2&seqN

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1) 국가통계포털 KOSIS : 연령별 1인 가구의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3

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F028&vw_cd=MT_ZTITLE&list_id=G_A_4_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3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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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예산선의 변화

  근로장려세제는 우하향 직선인 A와 E점을 지나는 예산선을 위의 <그림 II-5>처럼 

ABCDE를 지나는 예산선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된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에서 노동

시간을 결정하는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첫 번째 효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

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유발한다. 근로장려금의 존재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하기 때문에,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대신 저렴해진 노

동을 선택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체효과는 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 그러

나 동시에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 소득효과로 인해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

를 늘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의 근로

유인여부, 노동시간의 증감여부는 노동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의 크기와 노동을 감소시

키는 소득효과의 크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달려있다(이준구, 임창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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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 각 구간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이론적 영향

구간 암묵적 한계세율 대체효과 소득효과 결   과

점증구간 (-) 노동공급 증가 노동공급 감소 미정

평탄구간 0 불변 노동공급 감소 감소

점감구간 (+) 노동공급 감소 노동공급 감소 감소

출 처: 임봉욱(2006),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 미국의 EITC를 참고로”22) 
  

  이론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이 증가하여도 근로장려금의 변화가 없는 평탄구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

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구간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각기 

다르게 발생한다. <표 II-5>에서 나타나듯이 급여가 증가할 때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점증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급여가 증가해도 근로장려금이 증가하지 않는 평탄구간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

서 소득효과는 항상 발생하는 반면, 대체효과는 없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감

소할 가능성이 높다(임봉옥, 2006; Ehrenberg & Smith, 2009). 근로장려세제의 세 구

간에서 이론적으로는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는,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노동시장에 새

롭게 참여하는 경우(Extensive Margin)와 이미 기존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노동하고 

있다가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으로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지 혹은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하

는 경우(Intensive Margin) 두 가지로 구분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근로장려세제가 예산선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근로장려세제는 신고주의 제도이므로 개

인이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근로

장려세제 수령요건을 갖췄더라도 자신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의 예산선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직면하는 예산선은 AE를 

지나는 우하향 직선이다. 그러나 자신이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개인이 기대하는 예산선은 <그림 II-5>와 같은 ABCDE를 지나는 모양으로 변화된

다. 

  한 개인의 노동공급량은 여가와 노동의 상대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과 예산

선의 접점에서 노동-여가를 선택함으로써 결정된다. 무차별곡선에 변화가 없을 때 예산

22) 「재정논집」, 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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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모양이 우하향 직선에서 우하향 사다리꼴 모양으로 돌출되어 변화할 경우, 접점의 

변화가 예상되며, 대체효과, 소득효과의 크기에 따라 새로운 노동공급량이 결정된다. 부

언하면 자신이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며,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으

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예상이 예산선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노동공급 측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고

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건태, 김윤영, 2017).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의 결정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에 의해서 동시에 결정된다. 그러

므로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변화된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새로운 접점을 결정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해서 노동공

급이 증가할 수 있다. 

  균형임금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고용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증가할 때 노동수요곡선도 우측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만약 노동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여 감소할 경우 노동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로 건설업의 노동공급이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그

런데 건설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했고 IT산업의 노동수요는 증가할 때, 건설업에서 IT산업

으로 신속히 구직자들이 이동하여 취업할 수 있다면 구조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다. 구조적 실업은 일정지역 내에서 숙련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나

거나, 또는 지역 간에 근로자에 대한 공급량과 수요량에 불균형이 나타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23) 그러나 현실에서는 숙련도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은 단기에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구조적 실업은 늘 발생할 것이다. 또한 수요부족(경기적)실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노동수요의 부족으로 노동공급량이 증가

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다. 수요부족(경기적 실업)은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감소가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에 직면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총수요를 감소시킬 때 발생

한다(Ehrenberg & Smith, 2009). 

  노동수요의 수요탄력성도 균형노동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노동수요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비탄력적인 형태, 즉 수직에 가까운 형태일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으로 

23) 만약 임금이 완전신축적이며 직종 또는 지역 간의 이동비용이 낮다면, 시장의 조정과정이 구조적 실업을 신속히 제

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구조적 실업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Ehrenberg and Smith, 

2009).



- 38 -

인해 노동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

다.24) 즉 노동공급량은 노동공급 한 측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수요 측의 영

향도 고려해야 하는데,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아니며, 노동공급 측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

이 존재한다.  

<그림 II-6>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이동 및 균형노동공급량의 변화

  

  부연하면, 그림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변화할 경우, 균형노동공급량의 이동을 나타

낸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유인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어, 노동공급은 실선에서 

점선으로, 우측으로 증가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경기순환상의 이유로, 혹은 산업구조

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동수요는 실선에서 점선으로, 좌측으로 감소하였다. 그럴 경우, 

노동수요의 감소 폭이 노동공급의 증가 폭보다 더 크다면,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유인효과

를 끌어내려 노동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노동공급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도입초기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실증연구에서는 대상가구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특정된 집단이었으므로, 이 집단의 성향이 비슷하며 따라서 노동공급과 이들이 직

24) 노동공급이 탄력적이고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근로장려금 중 많은 부분이 고용주에게 이전된다(Rothstein J.,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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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는 노동수요는 동질적이고 충분하다는 암묵적인 가정 하에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근

로유인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장려세제는 다양한 대상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대상가구

가 참여하는 노동시장에서 접하는 노동수요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에 포함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로 설명되는 개인적인 근로의욕과 같은 노동공급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노동수요 

측면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나 국가의 일자리 상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더 큰 영향

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이다(김수완, 2012). 

4) 근로장려세제의 국내선행연구 

국내 근로장려세제 연구의 주된 관심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Extensive Margin)와 노동시장에 이미 참여한 개인의 노동시간(Intensive Margin)에 관

한 논문이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류를 이룬다.25) 노동시장 참여나 노동시간 증

감 등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두 개의 표로 정리했다.

25) 소득재분배에 관한 연구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주요 연구 분야이다(정찬미, 김재진, 2015; 임병인, 2012; 김태

우 외 3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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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6> 근로유인 효과가 정(+)의 관계라는 연구결과

연구대상 연구결과 대상기간 분석방법 연구자

전체 근로자

2008년 기준 :경제활동 참여 증가, 

주당 근로시간 증가 
2007~2010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임완섭(2016)

경제활동참여 증가 
2008, 2012

비교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이대웅 외 2인

(2015)

노동공급시간 증가
2007, 2009

이항 프라빗

(Binary Probit)
임완섭(2011)

근로시간 증가 

(근로장려금 인지) 
2008, 2009 다중회귀분석 박능후(2011)

점증구간에서 가구의 근로 개월에 

미친 영향은 유의하다. 
2008, 2009 이중차이분석 송헌재(2012)

[개별가구원의 경우] 

근로일수 증가는 유의하다
2008, 2011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정의룡(2014)

기혼남성 취업 증가한다. 
2006~2010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유민이 외 2인

(2014)기혼여성 경제활동참여, 취업 증가한다.

한 부모

가구

점증구간 0.294명 참여 증가 2008~2011 패널분석
송헌재, 방홍기

(2014)

모든 구간 
임금근로자 

근로개월 증가 
2008~2015 패널분석

신우리, 송헌재

(2018)

부부가구

점증구간  0.237명 참여유도 2008~2011 패널분석
송헌재, 방홍기

(2014)

점증구간 
임금근로자 

근로개월 증가
2008~2015 패널분석

신우리, 송헌재

(2018)

  <표 II-6>를 요약하면 다음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과 연구결과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연구대상 시기에 관한 추세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들은 연구

대상 시기가 신우리, 송헌재(2018)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부터 

2011년의 근로유인 효과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 최근 연구는 연구기간이 2008년부터 2015년으로 확대되면서 초기 제도뿐만 아니라 

개정된 제도까지 연구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연구방법의 추세이다. 초기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이중차이분석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임완섭, 2011; 2016; 송헌재, 2012; 정의룡, 2014; 이대웅 외 2인, 

2015). 그러나 연구대상기간이 10년 가까이 확대되면서 표에서 나타나듯이 두 번의 패널

분석연구가 실시되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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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선행연구의 특징으로는 연구대상의 단일성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전체 근로자

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으나, 점차 연구대상이 성별에 따라, 가구형태에 따른 연구로 

세분화되고 있다(유민이 외 2인, 2014; 송헌재, 방홍기, 2014; 신우리, 송헌재, 2018). 

그러나 여전히 무자녀가구, 노인가구, 임시직, 일용직과 자영업가구의 경우, 근로유인효과

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네 번째 위의 <표 II-6>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연구들이다. 총급여액 구간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

로 나눈 연구에서는 점증구간에서만 유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송헌재, 2012; 송헌재, 

방홍기, 2014). 또한 구간을 세분하지 않고 전체 구간에서 유의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한다(임완섭, 2016; 박능후, 2011; 정의룡 2014; 신우리, 송헌재, 2018). 

  근로를 하지 않던 가구가 노동시장에 참여(Extensive Margin)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가 표에 요약된 것처럼 다수 발견된다(임완섭, 2016; 이대웅 외 2인, 

2015, 유민이 외 2인, 2014; 송헌재, 방홍기, 2014; 신우리, 송헌재, 2018). 또한 기존에 

이미 근로를 하고 있던 가구가 노동시간을 증가(Intensive Margin) 시키는 경우도 존재

한다(임완섭, 2011; 2016; 박능후, 2011; 신우리, 송헌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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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7> 근로유인이 부(-)의 관계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

연구대상 연구결과 대상기간 분석방법 연구자

전체 

근로자

제도가 확대된 2011년 기준: 

고용율감소(노동공급축소) 
2010~2012

성챵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임완섭(2016)

근로시간은 증가하지만 유의하

지 않음 
2008,2012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이대웅 외 2인

(2015)

노동공급시간 감소 2007, 2009 이변량 프라빗 임완섭(2011)

근로시간 증가 유의 않음

(장려금수령) 
2008, 2009 다중회귀분석 박능후(2011)

근로시간은 유의하지

않다. 
2010~2012 패널분석

기재량 외 2인

(2015)

평탄, 점감구간에서 가구의 근

로 개월에 미친 영향은 유의 하

지 않다. 

2008, 2009 이중차이분석 송헌재(2012)

근로 개월 감소가 유의 2013, 2014
다중회귀분석

성향점수분석

김건태, 김윤영

(2017)

임시직 

일용직

근로일수 증감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 (인지) 
2010~2011 다중회귀분석 박능후(2014)

가구주

배우자

취업, 근로일수 증감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
2008, 2011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정의룡(2014)

미혼자
경제활동참여, 근로일수는 유의

하지 않다. 
2006~2010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유민이외 2인

(2014)기혼남성 근로일수는 유의하지 않다. 2006~2010 회귀분석

기혼여성 근로일수는 유의하지 않다. 2006~2010 이항로지스틱

한 부모

가구

평탄, 

점감구간 
유의하지 않음 2008~2011 패널분석

송헌재, 방홍기

(2014)

부부가구

평탄, 

점감구간
0.177명 감소 2008~2011 패널분석

평탄, 

점감구간 

임금근로자 

유의하지 않다. 
2008~2015 패널분석

신우리, 송헌재

(2018)
자영업

부부가구: 유의하지 않음

한 부모가구: 유의하게 감소
2008~2015 패널분석

  

  <표 II-6>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 경우를 요약한 것이라면, <표 II-7>에서는 근로장

려세제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와 분석결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들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 II-7>의 연구대상 기간과 연구방법은 앞서 <표 II-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제도 연구에서 2012년, 2014년, 2015년으로 대상기간이 확대되고 있으며(임완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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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김윤영, 2017; 신우리·송헌재, 2018), 점차 이중차이 기법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패널연구가 증가추세(기재량 외 2인, 2015; 송헌재·방홍기, 2014; 신우리·송헌재, 2018)

이다. 연구대상은 임시직, 일용직(박능후, 2014)과 자영업가구(신우리, 송헌재, 2018)로 

확대, 세분화 되는 추세이다. 

  <표 II-7>에 제시된 연구결과의 특징은 점감구간과 평탄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적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다수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로유인효과가 부(-)의 관계, 즉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결과

는 임완섭(2011; 2016)과 송헌재, 방홍기(2014), 신우리, 송헌재(2018)의 연구결가 제시

하고 있다. 반면 표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는 근로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점감, 평탄구간에서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대웅 외 2인, 2015; 박능후, 2011; 

2014; 기재량 외 2인, 2015; 송헌재, 2012; 정의룡, 2014; 유민이 외 2인, 2014; 송헌

재, 방홍기, 2014; 신우리, 송헌재, 2018).  

  두 개의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밖에도 조선주(2009)와 전영준(2008)은 아직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실시된 연구 중,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같은 다른 제도와의 연관효과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두 연

구는 각각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거나,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

제가 경제활동참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노동공급시간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조선주, 2009). 전영준(2008)의 연구결과는 2009년 실시될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므로 점증률과 최대급여수준을 대

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최저생계비의 삭감과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수

반될 때 노동공급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표 II-6>과 <표 II-7>에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를 연구기간과 연구방법, 연구대상 순

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행연구기간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2011년까지 

제도 도입 초기에 점증구간의 경우,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일치된 분석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시기가 무자녀가구가 포함되는 2012년이 포함될 경우, 노동공급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관찰된다. 임완섭(2016)의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한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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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2년 새롭게 대상으로 포함된 무자녀가구로 인해, 1차 제도와 대상자의 성향이 다

르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왜 노동공급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명확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기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근로유인효과에 대해 이해하려 한다. 

  두 번째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임완섭(2011)의 연구에서 

이변량 프라빗(Bivariate Probit)연구에서는 <표 II-7>에서 나타나듯이 노동공급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항 프라빗(Binary Probit)연구에서는 <표 II-6>과 같이 노

동공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차이가 나타날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노동이나 고용측면의 변수를 종속변수

로 하게 될 경우, 회귀 모형에서 이와 관련된 독립변수를 사용하게 될 때, 결과변수가 다

시 독립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생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정의룡, 2014). 

  이중차이분석의 기본 가정 중의 하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제도변화 예를 들면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아야 한다는 가정

을 전제한다(권혁진, 김대철, 2009). 이중차이분석은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두 집단을 동

일하게 설정한 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다. 성향점수는 성별, 교육수준, 자녀의 

수, 소득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점수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검토하고, 매칭의 질을 

고려함으로, 선택편의와 내생성문제를 줄일 수 있다(정의룡, 2014; 이대웅 외 2인, 

2015). 

  패널분석은 동일한 개체를 여러 기간에 걸쳐서 관측한다. 그러므로 관찰되지 않았던 

선호도와 같은 개체의 개별특성효과와 기간의 시간특성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며, 

겉으로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할 수 있어, 분석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셋 째 연구대상의 확대이다. 근로가구 위주의 연구가 기혼, 미혼, 부부로 세분화 되었

고, 임시직, 일용직가구와 자영업가구로 세분화 되고 있다. 선행연구결과 각 대상별로 근

로유인효과에 차이가 존재한다.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경우 박능후(2014)의 연구결과 근

로유인효과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또 자영업가구의 경우 신우리, 송헌재(2018)의 연구에

서 근로유인효과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1차 제도의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유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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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로서, 자영업가구와 임시직, 일용직가구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가구, 무자녀가구, 노인가구, 자영업가구, 임시직, 일용직

가구에 대해서 각 각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가구별로 어떤 근로유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비교분석 하려한다. 

6) 근로장려세제의 국외선행연구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연구들의 근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제공

하는 공공부조가 복지의존을 야기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의존을 야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26)

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보조하기 위해서 EITC를 1975년대에 도입한 이래, 

80년대 90년대에 대폭 확대시킴27)과 동시에 공공부조인 AFDC를 TANF로 축소, 교체시

켰다(최현수, 2002). 미국의 경우, 근로연계복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EITC의 근로유

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EITC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그 

효과측정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또 EITC와 관련된 제도들과 상호적으로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미국의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ITC의 효과성을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선행연구들은 EITC의 대폭적인 개

정이 이루어졌던 1986년과 1993년, 즉 개정인 이뤄지기 전 시기와 개정이 이뤄진 이후

시기를 비교하는 연구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한국도 유사한데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8년 이전 시기와 도입 된 이후 시기인 2009년 이후 시기를 비교하는 연구들

이 기존의 선행연구 중에서 다수이다. 

26) 2007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EITC로 인해서 약 110만 가구와 210만명의 아동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Meyer, D., 2010).

27) 미국은 1986년, 1990년, 1993년 세 차례에 걸쳐 EITC를 확대시켰다. 특히 1993년 총괄예산조성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93)은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 이후 “End Welfare as We Know it”이란 구호 아

래 실시되었는데 최대급여액의 대폭적인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최현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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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다 아이사(N. Eissa)와 제프리 리브만(J. Liebman)은 1986년 대폭적인 EITC의 개

정28)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로 공공부조 수급가구의 다수를 구성하는29) 자녀가 있는 한

부모 여성가구주(Single Woman With Children)를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Single 

Woman Without Children)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녀가 있는 한 

부모 여성가구주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Extensive Margin)이 통제집단에 비해 

2.8%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일 경우 노동시장 참여폭이 6.1%로 

더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Intensive Margin)에는 노동시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동시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노동시장 참

여자들에게는 근로유인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Eissa & Liebman, 1996).

  그러나 이런 연구방법에는 반론도 존재한다. EITC가 크게 확대 실시됐던 1987년에 통

제집단이었던 자녀가 없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이미 대다수가 취업 중이었다. 따라서 

EITC로 인해 노동참여율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없었던데 비해서, 실험

(Experiment)집단인 자녀 있는 여성세대주는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컸다. 다음

에 언급할 브루스 메이어(B. Meyer)와 댄 로젠바움(D. Rosenbaum)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 노동참여율의 추가적인 상승여력이 큰 저학력 여성만을 비교함으로써 반론을 보완

했다(Cancian & Levinson, 2006).

  브루스 메이어(B. Meyer)와 댄 로젠바움(D. Rosenbaum) 역시 자녀가 없는 여성과 자

녀가 있는 여성을 비교 분석했다. 1984년부터 1996년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

시했다. 자녀가 없는 여성세대주에 비해서 자녀가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노동참여율이 

8.5% 포인트 더 증가했다. 연구자는 이 중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약 8년간의 노동참

여율의 증가 중 EITC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60%가 넘으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시기에 증가한 노동참여율 중에서는 EITC가 약 37%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EITC가 노동참여율의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Meyer & 

Rosenbaum, 2001). 

28) TRA86 (Tax Reform Act)

29) 1992년 미국에서 EITC 수령가구 중 자녀가 있는 여성세대주의 비중은 약 48%를 차지하고 있었다(Eissa N. & 

Liebman J.,1996). 또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세대주가 성인 복지수급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Grogger J.,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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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세 구간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다르게 발생할 것이

라고 예측했다. 이론적 배경에서 평탄구간이나, 점간구간에서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므로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연구결과 역시 감

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브루

스 메이어(B. Meyer)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한다. 첫 번째 이유는 직장의 고용주가 특정 시간동안 일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개

인이 근로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 설명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추적해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측정오차가 발

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노동을 했을 때 자신의 효용이 극대

화 되는지(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이 최대가 되는지) 한계세율에 대한 정보를 각 개인이 

불완전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은 근로장려금과 임금의 합이 최대가 되

는 근로시간과 그 시점에서의 한계세율을 모른다는 설명이다(Meryer, 2010). 또 다른 설

명으로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탄력성과 저소득층의 노동시간의 탄력성이 다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참여율의 경우 탄력성이 높은 반면에 위에서 언급한 이

유 때문에 노동시간의 탄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Saez, 2002)

  자녀가 없는 세대와 자녀가 있는 세대를 비교하던 방식에서 좀 더 세분하여 자녀가 한 

자녀인 경우와 두 자녀 이상일 경우, 또는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즉 자녀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근로유인효과가 발생하는 지 살펴보았다. 조셉 호츠(J. Hotz)와 칼 숄즈(K. 

Scholz)는 한 자녀인 가구와 두 자녀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1994년부터 1998년을 대

상으로 비교했다. 연구결과 두 자녀 이상인 가구가 한 자녀 가구에 비해서 약 8% 포인트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나타났다(Hotz, Mullin & Scholz, 2001). 마리아 캔시언(M. 

Cancian)과 애릭 레빈슨(A. Levinson)은 위스콘신 주 만이 세 째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적으로 $1,107를 지급하는 것에 착안하여 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EITC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참여율30)과 노동시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Cancian & Levinson, 2006). 

  크리스 헙스트(C. Herbst)는 EITC 최대지급액이 $1,000씩 추가로 증가할 때마다, 노

30) 노동시장참여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노동시장 참여율의 수치가 통제집단에 비해 오히려 더 작았다. 

(Cancian M. & Levinson 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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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 새롭게 참여하는 고용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대지급액이 $1,000 씩 추가로 증가할 때마다, 한부모 여성세대주의 고용률이 1% 포인

트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이 낮을수록 EITC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고 결론내렸다(Herbst, 2010).

  EITC의 근로유인 효과성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다른 정책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한 부모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증가가 단 하나의 

변수인 EITC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정책

의 영향도 고려하기 위해서 제프리 그로거(J. Grogger)는 EITC 뿐만 아니라 TANF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 연구결과 TANF의 시간제한(Time Limit)은 고용증가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EITC는 복지수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동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Grogger, 2003). 

  후속 연구에서도 제프리 그로거(J. Grogger)는 1986년부터 1999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빈곤층으로 최초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주정부의 경제상황과 

복지혜택의 감소, 그리고 EITC의 확대실시가 통계적으로 유효했다. 이미 빈곤층에 떨어

졌다면,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유효한 정책으로는 TANF와 EITC가 둘 다 유효한

데 비해서 경제상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빈곤층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오직 EITC만이 통계적으로 유효했다

는 점이다(Grogger, 2004). EITC는 빈곤층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복지수급자의 비율 

증가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빈곤층으로 복지혜택을 입고 있는 수급자가 빈곤층

에서 벗어난 이후 사후 재진입을 방지하는 유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EITC와 최저임금제가 결합했을 때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데이비드 뉴

마크(D. Neumark)와 윌리엄 와셔(W. Wascher)는 EITC의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에 효과

가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EITC의 금액이 크고,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더 심한 격차

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ITC는 미숙련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므로 균형임금

보다 더 낮아진 저임금을 야기하게 되는데,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적으로 감소시켜 모든 미숙련 노동자의 소득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다면 이 하락을 방지하는 대신, 고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 EITC 대상자의 

경우, 특히 한 부모 여성의 경우, EITC의 혜택과 높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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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EITC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저임금 군에 속하는 여타 비대상자의 경우, EITC

의 혜택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용이 줄어든 시장의 영향도 받아 이

중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Neumark & Wascher, 2011). EITC 대상자의 

경우, 두 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EITC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은 두 정책의 

혜택을 모두 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이다. 

  EITC는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소득

지원정책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동자는 임금하락

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

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임금하락 효과만 있으므로, 소득이 감소한다. 반

면,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낮아진 임금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Rothstein, 2008).   

  미국의 EITC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에게, 어떤 조건일 

때 근로유인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 미국 EITC는 저학력이고 자녀가 있는 한부모 여

성세대주일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증가할 때, 또 EITC 최대지급액이 증

가할수록 근로유인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노동시장참여율은 EITC 

단독원인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기 보다는, 최저임금제, TANF의 시간제한과

도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저학력이고 자녀가 있는 한부모 여성세대주의 경우, 자녀가 없는 여성세대주에 비해서 

노동시장참여율이 더 크게 증가했다(Eissa & Liebman, 1996; Meyer, & Rosenbaum, 

2010). 

  자녀의 수를 또 다른 독립변수로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연구결과 한 자녀 가구에 비

해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더 높은 시장참여율이 나타났다(Hotz , Mullin & Scholz, 

2001). 다만 두 자녀가구와 세 자녀 가구를 비교한 결과, 근로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ancian & Levinson, 2006).

  크리스 헙스트(C. Hetbst)의 연구는 EITC의 최대지급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유인효과가 

더 커지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연구결과 최대지급액이 $1,000씩 증가할수록, 고용률도 

1%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erbst, 2010). 

  EITC뿐만 아니라, 연관된 TANF의 시간제한과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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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있다. 제프리 그로거(J. Grogger)는 TANF의 시간제한과 EITC가 모두 복지급여수

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이동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에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러나 EITC만이 기존에 빈곤층으로 복지혜택을 입고 있는 수급자가 빈곤층에서 벗어난 

이후, 재진입을 방지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Grogger, 2004). 

  EITC는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

고, 이로 인해 노동자는 임금손실을 입게 된다.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면, 고용이 줄어들었

기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시장에서 EITC

를 받지 못하는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임금하락과 고용기회의 감소, 그리고 EITC의 미

수령으로 이중의 손실을 입는다는 주장도 있다(Neumark & Wascher, 2011). 또한 

EITC로 인한 임금하락은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주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EITC 미수령 노

동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을 위해 선별적인 EITC보다 보편적인 소

득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Rothstein, 2008). 

  미국 선행연구를 본 연구분석에 통제변수 혹은 독립변수로 반영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 브루스 메이어(B. Meyer)의 해석을 인용하였다. 다음은 변수들이다. 

  첫 째, 성별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수가 

10%가 되는 않는 점이 한계점이다. 

  둘 째, 자녀의 수를 통제변수에서 고려하였다. 자녀의 수가 없는 가구부터 4명인 가구

까지 연속변수로 두고,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셋 째, 근로유인 효과가 컸던 대상이 저학력이라는 점을 반영하고자, 중졸이하 학력을 

통제변수로 감안하였다.  

  넷 째, 크리스 헙스트(C. Herbst)의 연구에서 최대지급액을 변수로 고려한 것을 참조

하여, 독립변수에서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가 아닌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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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1) 연구 틀 

 <그림 III-1> 연구틀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수령과,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지가 근로일수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한다. 전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대상과 대상기간을 세분

화하여 각 대상별로 두 개의 독립변수가 근로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려 한

다. 

  독립변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연도(t시점)에 수령하는 근로장려

금액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t+1시점)에 근로일수가 증가하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직전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이 다음 연도

의 근로일수를 증가시키는지 분석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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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는 연구대상 기간과 연구집단에 따라 7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의 

측정시점은 독립변수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는 다음 연도이다. 첫 번째는 제도 도입 초

기인 2011년까지 근로가구의 근로일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2016년까지 

개정된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 근로가구 뿐만 아니라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를 포함한 

근로일수를 측정하였다. 세 번째 모형은 2016년까지 무자녀가구의 근로일수를 종속변수

로 정하였다. 네 번째 모형은 노인가구의 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섯 번째 모형에서

는 자영업가구의 경우, 월평균근로일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로월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다. 여섯 번째는 2011년까지 임시직, 일용직의 근로일수를 중점적으로 측정하여 근로유

인 효과를 분석한다. 일곱 번째는 2016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근로일수를 중심으로 근로

일수를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여섯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 ①가구주의 연령 ②

가구주의 성별 ③가구주의 교육수준 ④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의 수 ⑤가구주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⑥가구의 근로자의 수(모형 5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수, 모형 6과 7의 경우,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통제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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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근로유인 효과를 기간별, 유형별로 7가지 

경우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연구이다. 세분화된 대상은 ①2008년부터 2011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②2008년부터 2016년 근로소득 있는 가구 ③무자녀가구(2012년 적용) ④노

인가구(2013년 적용) ⑤자영업가구(2015년 적용) ⑥2008년부터 2011년 임시직, 일용직 

근로소득 있는 가구 ⑦2008년부터 2016년 임시직, 일용직 근로소득 있는 가구로 분류하

였다. 세분화된 가구유형을 그림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

다. 

연구가설 1-1)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근로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

가할수록,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1-2)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근로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무자녀가구, 노인가구 포함, 자영업가구 제외)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

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1-3)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무자녀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

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1-4)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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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1-5)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자영업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

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1-6)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

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1-7)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

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2] 

직전연도에 자신이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지하는 가구는 다음 연도에 근

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2-1)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근로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자신이 근로장려세제를 받

을 자격이 된다고 인지하는 가구는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2-2)

2008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근로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자신이 근로장려세제를 받

을 자격이 된다고 직전연도에 인지하는 가구(무자녀가구, 노인가구 포함, 자영업가구 제

외)는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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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2-3)

2008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직전연도에 무자녀가구의 경우 자신이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지하는 가구는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2-4)

2008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직전연도에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자신이 근로장려

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지하는 가구는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2-5)

2008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자영업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자신이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지하는 가구는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2-6)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자신이 근로장려

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지하는 가구는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2-7)

2008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 직전연도에 자신이 근로장려

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지하는 가구는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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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 웨이브부터 12차(2016년) 웨이브까지 결합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으로부터 

각 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층화이중추출법을 사용하는 패널

이다.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

이 기록하는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31)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고려하므로 가구단위이다. 배우자

가 있는 경우는 부부 두 사람을, 배우자가 없는 한 부모, 혹은 노인가구인 경우는 한 명

을 연구단위로 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의 수령과 근로장려세제의 인지라는 두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인 근로일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때,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일수를 

합한 값으로 영향을 측정하였다. 다음은 각각의 세분화된 분석의 분석단위이다. 

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갖춘 가구

②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가구 

③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가 없지만 배우자는 있는 가구 

④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노인가구

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가구

⑥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근로시간이 있는 가구 

⑦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근로시간이 있는 가구 

  

  근로시간이 없는 개인의 경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근로빈곤

층의 개념을 현재 비록 취업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까지 폭넓

게 보았다. 그 이유로는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는 현재 취업 중인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고

31) 11차(2015년)의 경우 원표본 유지율이 64.48%에 이른다.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442/probe/samp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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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 비경활인구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능력이 있

는 가구를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4. 변수선정

1) 종속변수

  당해 연도 가구주와 배우자 근로일수의 합이 종속변수이다. 7가지 연구가설에 따라 연

구대상이 변화하면, 그 연구대상 가구에 해당하는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 근로일수의 합

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1차부터 12차까지 결합된 한국복지패널에서 구한 가구주와 배우

자의 상용직 근로 개월 수, 임시, 일용직 근로 개월 수에 월 평균 근로일수를 값을 곱해

서 당해 연도 근로일수를 구한다. 다만, 자영업 혹은 비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통계 정보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자영업의 경우,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월수 정보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대상의 종속변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용직, 임시,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이나 농업, 어업이 아닌) 가구주와 배우자의 해당 연도 근로일수를 더한 값이다. 

이 시기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아닌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 재산이 1억을 초과하

는 가구와 같이 조세특례규정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

다. 다만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1,7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제외시키지 않았다. 그 근거로 유사한 

조건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구가 소득과 관련하여 

측정오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2)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측정했기 때문에 점증구

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일수 증감과 취업여부를 

나누어 측정하지 않고 근로일수의 변화로 분석하였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일수

가 없는 경우, 근로일수는 0인 상태로 측정된다. 그런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일수가 

32) 송헌재, 방홍기 (2014) 논문 p147에서 재정패널을 사용했는데, 설문조사 자료에 측정오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패널 설문조사에 대답한 소득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 실재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는데, 한국복지패널 설문조사에는 소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3,000만원의 상용

직 근로소득이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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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근로일수가 0에서 양의 값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기존에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그 상태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를 측정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분류

해서 측정, 분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변화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대상의 종속변수는 첫 번째 연구대상에 추가하여 2012년부터 적용된 무

자녀 가구와 2013년부터 적용된 노인가구의 근로일수를 함께 고려한 값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아닌 월수로 측정되어 있어 측정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하

지 않고 별도로 분석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상용직, 임시, 일용직 근로일수를 종속변

수로 한다.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한다. 자영업은 근로일수 대신 부부

의 근로월수로 종속변수 값을 구했다. 임시직 일용직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부의 

임시직, 일용직 근로일수를 고려한 값이 종속변수이다. 

2) 독립변수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금액과 직년연도에 근로장려세제를 수령할 자격이 있

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여부, 두 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이론적 배경에서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접점에서 개인의 노동공급량이 결정됨을 보았

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험은, 자신이 직면한 예산선

이 우하향직선이 아니라, 변화된 사다리꼴모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다. 즉 경험에 

의한 예산선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예산선을 변화시키기 때

문에 첫 번째 독립변수로 결정하였다. 

  이에 비해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은, 직접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을 수도 있고, 아직 수령한 경험은 없지만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우

에도 발생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만약 자신이 자격이 된다고 인지한다면, 그가 직면

한 예산선은 더 이상 우하향 직선이 아니라, 사다리꼴모양이라는 점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는 변수는 예산선의 이동을 통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두 번째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다.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를 분

석하는 것보다 수령금액으로 분석하면,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 증가할 때, 어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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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증가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연도 근로

장려금을 독립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제도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 때문이다. 근로

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면 9월 수령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9월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했

다고 가정하면, 이로 인해 근로유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노동공급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은 최대 3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직전연도를 수령한 시점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 다음 해 근로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더 합리적일 

것이다. 무자녀가구, 노인가구의 경우 최대수령액이 70만원이며, 다른 대상가구는 최대 

수령액이 210만원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지 인지여

부이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실재적으로 그 사람의 예산선은 변화하지 

않고 우하향 직선을 그린다.33) 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 

예산선은 우하향 하는 직선과 사다리꼴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 

참여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여부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참여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

부,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로장려세제를 자격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

면 1, 그렇지 않으면 0 으로 더미변수 값을 정했다.  

3) 통제변수 

  ①가구주의 연령, ②가구주의 성별, ③가구주의 교육수준, ④자녀의 수, ⑤가구주의 주

관적 건강, ⑥가구 근로자의 수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을 그대로 반영한 값이다. 네 번째 집단인 노인가

구를 분석할 때에는 60세 이상인 노인들간의 연령차이를 반영한 것이 차이점이다. 연령

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

다. 한국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

요성이 높다.

33) 예를 들어 상용직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자신은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선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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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은 가구주의 성별을 나타낸다. 미국 EITC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가 연구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있으나,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성의 경우,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병행하고 가사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은 근로일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로 고려하였다. 남성은 1, 여성은 0 값을 갖는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학력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형성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근로빈곤층의 특징 중 하나로 저학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졸이하

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중졸이하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중졸이하의 저

학력이 근로빈곤층의 근로일수에 영향을 통계적으로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포함되었

다. 중졸이하 학력이면 더미변수 값 1, 그 이상이면 0 값을 갖는다.

  아동의 수는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주요한 비교기준이었다. 자녀의 수가 1명, 2명, 3명 

이상 등 자녀의 수를 근거로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EITC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연

구들이 존재한다. 근로장려세제의 초기 기준 중의 하나였던 18세 미만의 아동의 수를 통

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아동의 수에 따라 최대급여액에 차이를 두는 등 한국 근로장려세

제에서도 아동의 수를 반영하고 있다.  

  가구주의 주관적인 건강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여겨지며, 선행연구에

서 통제변수 다루고 있다.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답한 경우와 건강

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동공

급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입원일수가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노동공급

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수로서 고려하였다.

  가구 근로자의 수 변수는 박능후(2011, 2014)와 김건태 김윤영(2017) 연구에서 주요

한 통제변수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며, 가구에서 가구주 혼자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수는 

1로 측정하며, 배우자도 취업하여 맞벌이 부부가 되면 근로자의 수는 2로 증가한다. 그

런데 두 사람 모두 임시직이라서 계약 만료가 되면 근로자의 수는 0으로 감소한다. 가구

의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 직접적으로 근로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

한 통제변수이다.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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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약

구 분 변수명 조 작 적  정 의

종속변수

근로소득가구

근로일수

(tlabor34)

다음 연도 가구주와 배우자의 상용직, 임시, 일용직 근로일수의 합

근로일수= 근로 개월 × 월 평균 근로일수 

자영업

근로 개월 수

(Self_labor)

다음 연도 가구주와 배우자의 자영업 근로개월 수

임시, 일용직

근로일수

(Part_labor)

다음 연도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시, 일용직 근로일수의 합

근로일수= 근로 개월 × 월 평균 근로일수 

독립변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Eitc_cashL)

직전연도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근로장려세제

인식

(qualify_L)

직전연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 1

수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 = 0

통제변수

연령

(r1_age)
다음 연도 가구주의 연령

성별

(r1_sex_d)
다음 연도 가구주의 성별 ( 남성 = 1, 여성 = 0)

교육수준

(r1_edu_mid)

다음 연도 가구주의 교육수준 

( 중졸이하 = 1,  그 이외 학력 = 0)

자녀의 수

(children)
다음 연도 18세 미만 자녀의 수 

주관적 건강

(r1_health)

다음 연도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건강이 매우 좋다 = 1, 건강이 매우 나쁘다 =5 (5점 척도)

근로자의 수

(tworker34)
다음 연도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수

근로자의 수

(Self_worker)
다음 연도 자영업가구 근로자의 수

근로자의 수

(Part_worker)
다음 연도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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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수령과 근로장려세제의 인식여부가 7가지 대상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활용한다. 다섯 가지 집단의 경우 패널모형검

정을 통해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했으며, 무자녀집단과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일원고정

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1) 패널분석모형

  패널분석은 미관찰되어 설명되지 않고 남은 오차항 중에서 이질성의 효과(개체특성효

과와 시간특성효과)를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 패널모델이 달라진다. 

  

  Y it=α+β1χ1it+β2χ2it+β3χ3it+μ i+λt+ε it,             (1.1)

ⅰ=1,...,n, t = 1,...,n.    

  종속변수인 Yit는 근로일수이고, 독립변수인 χ1it는 개인 ⅰ가 t시점에서 수령한 근로장

려금의 액수이고, χ2it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인식여부를 의미하는 독립변

수이다. χ3it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자녀의 수, 건강, 가구 근로자의 수와 같은 통제변수

이다. 즉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수령액수와 근로장려세제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7가지 대상 집단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ⅰ는 횡단면 자료의 수로 여기서는 가구(개체)의 수이며, t는 시계열 자료의 수로 관

찰시점을 나타낸다. μi는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효과(individual effect)를 의미한다. 

λt는 t시점의 관찰되지 않은 시간특성효과(time effect)를 의미한다. εit는 개별특성효과와 

시간특성효과에 반영된 차이를 제외하고 남은, 가구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순수한 의

미의 오차항(혹은 확률적 교란항,  remainder stochastic distribance term)이다. 

  개별특성효과는 주어진 시점에서 가구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개별특

성효과로 개인의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호를 들 수 있다. A는 여가에 대한 선호가 노동

에 대한 선호보다 높은 가구이며, B는 노동에 대한 선호가 여가보다 높은 가구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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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동일하게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200만원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A의 경우

에는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효과가 더 크게 

발생해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이 근로일

수에 미치는 효과는 과소평가 될 것이다. 반면, B의 경우 큰 폭의 노동공급 증가가 예상

되며, 이럴 경우가 근로장려금의 수령액수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개별특성효과

를 제거하면 가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근로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 효과의 추정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갖는다(송헌재, 방홍기, 2014). 

  시간특성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모든 가구들에게 동일

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 발생한다. 시간특성효과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다. 이에 비해 설

명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개체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관

찰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민인식, 최필선, 2015). 하나의 특성효과만을 

반영하면, 일원오차성분모형이라 구분하고, 개체특성과 시간특성 둘 다 고려하는 모형은 

이원오차성분모형이라고 한다.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은 개체특성효과가 설명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체특

성효과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고려하는 방법은 더미변수를 이용해 모수(parameter)로 간

주하고 추정하는 방법과, 개체 평균을 활용한 “Within 변환”을 통하여 미관측된 개체특

성과 시간특성(μi, λt),을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은 개체특성효과가 평균을 갖고 임의로 분포되어 있으며 설명변수와 독립적임이라고 간

주하는 모델이다(이희연, 2012, 민인식, 최필선, 2012). 

 

2) 패널모형 설정을 위한 검정과 패널모형의 가정에 대한 진단

  패널분석모형 설정을 위해 Chow검정, LM(Breusch-Pagan LM)검정, 하우스만

(Hausman)검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도 고정효과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검증을 각 연구대상 집단 마다 실시했다. Chow검정은 고정효과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만을 검정하므로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한지는 알 수 없다.  LM검증은 

확률효과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만을 볼 뿐 고정효과는 확인하지 않는다. 만약 

두 검정에서 고정효과, 확률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하우스만 검정을 통

해서 독립(설명)변수와 개체특성 효과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하우스만 검정결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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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적이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면 고정효

과모형을 선택한다. 

  패널모형의 경우, 오차항의 등분산성가정이 지켜져야 하고,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어

야 하며, 오차항과 독립(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첫 번째 가정인 오차항의 

등분산가정이 위배될 경우, 강력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산출하는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가정인 자기상관의 검정은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이 10년

을 넘지 않아 시계열이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자기상관성이 약하며, 또한 

시계열자기상관성을 검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분산성 검정만 수행한다

(이희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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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중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다음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와 패널분석 결과이다.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표 IV-1> 2007년-2011년 근로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변수명 빈 도 백분율 (%)

연 령

~ 30세 이하 70 2.25
~ 40세 이하 1,304 42.00
~ 50세 이하 1,472 47.41
~ 60세 이하 251 8.08
60세 초과 ~ 8 0.26

성 별
여 성 258 8.31
남 성 2,847 91.69

교육수준
중졸 초과 학력 2,661 85.70
중졸 이하 학력 444 14.30

자녀의 수 

0 명 0 0.00
1 명 962 30.98
2 명 1,728 55.65
3 명 391 12.59
4 명 24 0.77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1. 아주 건강하다 698 22.48
2. 건강한 편이다 1,703 54.85
3. 보통이다 459 14.78
4.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219 7.05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6 0.84

근로자의 수
0명 682 21.96
1명 1,411 45.44
2명 1,012 32.59

총합계 3,105 100.00

  전체 관찰횟수 3,105회 중에서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1차 제도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30대 가구주와 40대 가구주가 약 89%였다. 1차 제도의 경우 상대적으

로 20대 가구주의 가구비율이 낮은데, 이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복지패널자체의 특성

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결혼시기가 늦춰짐으로 인해 자녀가 없는 가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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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추측된다. 성별은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91%를 넘는다. 그러므로 

한 부모가정 특히 여성 세대주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충분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문헌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중졸이하의 교육수준 횟수가 약 14%에 이르며, 나머지는 중학교 보다 높

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제도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자녀인 가구는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구주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다수인 약 76%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한 

가구 근로자의 수를 살펴보면, 맞벌이가구의 빈도는 약 32%, 홑벌이가구는 약 45%로 홑

벌이가구가 가장 많지만 맞벌이가구의 비중도 크게 나타났다. 표본에는 해당연도에는 근

로를 하지 않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근로빈곤층 

특징으로 순환현상을 언급했다. 근로빈곤층은 비경활인구와 근로빈곤층 사이를 빈번히 

이동하기 때문에, 비록 해당연도에 근로자의 수가 없더라도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했다. 

  (2)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①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의 수

<표 IV-2> 2007년-2011년 근로가구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해당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백분율(%)

직전연도 

미수령가구
621 621 621 562 571 2,996 96.48

직전연도

수령가구
0 0 0 59 50 109 3.51

각 연도 합계 621 621 621 621 621 3,105 100.00

  전체 3,105 가구 중에서 109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전체 가구 중에서 

3.51%에 해당하는 값이다. 근로장려금 수령한 가구의 증감에서 특별한 추이가 발견되지

는 않는다. 처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2009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59가구와 2010년

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50가구가, 각각 2010년과 2011년 근로일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절에서 분석해 보았다. 특히 수령한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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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

<표 IV-3> 2007년-2011년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에 관한 인식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에 관한 인식 (빈도, 백분율)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2,785 89.69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한다. 320 10.31

합 계 3,105 100.00

직전연도에 수령할 자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다음 연도에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빈도, 백분율)

예상처럼 수령한 경우 111 34.68

예상과 달리 수령하지 못한 경우 209 65.32

합 계 320 100.00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는 320가구(10.31%)였으

며,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가구가 2,785가구(89.69%)였다. 직전연도에 해당

된다고 응답한 320가구 중에서 실제로 해당연도에 예상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

구는 111가구로 약 34% 정도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했을 수도 있으며, 또는 비록 개인

이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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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패널분석 결과

  다음 표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기의 효과성 분석결과이다. 연구가설 1-1은 성립하지

만 연구가설 2-1은 성립하지 않는다.

<표 IV-4> 2007년-2011년 근로가구 이원고정효과모형

         모  형

변수명

고정효과모형(1) 확률효과모형(2)
오차항 가정 

수정모형(3)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가구주의 연령

(r1_age)
-.0836 -.333 -.0836

가구주의 성별

(r1_sex_d)
19.676 21.151 *** 19.676

가구주의 교육수준

(r1_edu_mid)
-9.479 -11.419 ** -9.479

18세 미만 자녀 수

(children)
2.283 .445 2.283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r1_health)
-2.940 * -5.146 *** -2.940 **

가구 근로자 수

(tworker34)
187.282 *** 198.811 *** 187.282 ***

독립변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Eitc_cashL)
.139 * .141 ** .139 **

근로장려세제 인지

(qualifyL)
.837 -6.608 * .837

관측회수 3105 3105 3105

가구 수 621 621 621

* p<.1 ; ** p<.05 ; *** p<.01

  (1)고정효과모형, (2)확률효과모형, (3)오차항 이분산성 수정을 위해서 강력한 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를 산출한 모형,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다. (1)고정효과모형

과 (3)번 강력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모형은 회귀계수 값은 동일하지만, 표준오차 값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통계적 유의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연구결과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분석의 조건과 자녀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만

족하는 가구 수는 균형패널을 이루는 621가구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3,105

가구가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직전 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 변수의 경우, 래그(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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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시계열 연산자를 활용해 패널분석을 하기 때문에 통계패키지의 분석결과표에는 

2007년 정보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가구 수에는 포함된다. 

  직전연도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의 경우, (1)고정효과모형과 (2)확률효과모형이 회귀계

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근로유인효과가 정(+)의 관계라는 사실은 동일하다. 반면, 근로장

려세제를 수령할 자격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모델이 차이가 있다.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자격이 된다고 인지할 때 오히려 근로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6일 감소한다는 결

과를 제시한다.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하우스만 검

증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했

다. 

  성별과 교육수준도 두 모형 간에 통계적 유의한지 여부가 차이가 있다. (2)확률효과의 

경우, 남성인 경우에 근로일수가 21일 정도 증가하며, 중졸이하 교육수준일수록 11일 정

도 근무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1)고정

효과모형에서는 두 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시간이 없는 가구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가구들이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으로 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 어업, 자영

업 근로시간은 있으나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로시간이 없는 가구는 1차 제도의 근로

장려세제 적용대상 가구가 아니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Chow검정, LM검정,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

정결과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두 존재했는데, 하우스만 검정 실시 결과 (1)고정효과모형

이 적합하게 선택되었다. 시간의 고정효과를 검토한 결과, 시간의 고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다. 

  횡단면 의존성(Cross-Section Dependce)은 없지만, 오차항의 등분산 가정의 위배를 

검정한 결과,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3)강력한 표준오차 산출

방식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기간이 5기간으로 짧기 때문에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근

거로 자기상관 오류는 검토하지 않는다.

  (1)고정효과 모형과 (3)강력한 표준오차 적용 모형의 차이는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자녀

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3)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

이다. (3)번 모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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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수 중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금액(Eitc_cashL)은 다음 연도 근로일수와 정

(+)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장려금을 100만원 수령 시 13.9일 근로일수가 증가했으며, 최대금액인 120만원 수

령 시 약 16.7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

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임완섭, 2016; 정의룡 2014; 송헌재, 방홍

기, 2014).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선형으로 증가하는 이유로는 점감구간

에서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메이어(B. 

Meyer)의 분석을 참조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근로장려금의 수령은 개인의 예산선을 우하향 직선에서 사다리꼴 모

양으로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점증구간에서는 변화된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에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수령하는 근로장려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며,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이론과 일치하였다. 

  그런데 점감구간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다르게, 수령한 근로장려금이 증가할

수록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작용하여, 근로일수가 감소하는 대신 근로일수가 증

가하였다. 즉 수령한 근로장려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성

립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브루스 메이어(B. Meyer)의 선행연구를 참조해 볼 수 있다. 메이

어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점감구간에서도 근로자들이 근로일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다고 보았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이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데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 첫 번째 근거는 이론적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 자신이 점증구

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중에서 어느 구간에 속해 있으며, 정확히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점감구간에서 근로자

는 근로일수를 줄이는 것이 근로장려금과 근로소득의 합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알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근로자는 합리적으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직 근로

소득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근로일수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감구간에

서도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 해석은 비록 근로자 자신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근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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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근로일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업장에 일감이 지속적으로 있는 한, 근로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근로장려금

과 근로소득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점감구간에서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대신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근로

장려금을 수령하면, 점감구간에서도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수령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일수와 정비례 관계가 나타난 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

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약 0.83일 근로일수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박능후(2011)는 근로장려금의 

인지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근로장려금의 수령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분석했는데, 이는 독립변수의 선택과 조작적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한 바 본 연구결과

와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된다는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지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자격에 해당한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다. 후술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자격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낮은 비율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번째로 자격 요건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다음 연도에 근

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비율은 약 30%로 그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응답

을 했지만 다음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구가 70%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독립변수에 해당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그 예측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낮아서 종

속변수와의 연관성이 충분히 드러났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인지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인지를 바르게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대상

자의 예측과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근로장려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조

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동

일하게 직전연도에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한 가구는 다음 연도에 

근로를 함으로써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했고, 다른 가구는 구직에 실패

해 근로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독립변수는 동일하지만, 종속변수인 근로

일수는 서로 차이가 큰 값을 갖게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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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가구주의 주관적인 건강과 가구의 근

로자의 수 변수이다. 통제변수 중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건강 정도가 악화될 때마다 약 3일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

강이 가장 좋은 가구주와 건강이 가장 악화된 가구주 간에는 약 15일 간의 근로일수 차

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구주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쳐, 근로

일수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의 근로자가 한 명 증가할 

때마다 약 187일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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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부터 2016년 기간 중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다음은 2016년까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와 패널분석 

결과이다.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표 IV-5> 2007년-2016년 근로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변수명 빈 도 백분율 (%)

연 령

~ 30세 이하 52 1.37
~ 40세 이하 1,067 28.08
~ 50세 이하 1,881 49.50
~ 60세 이하 737 19.39
60세 초과 ~ 63 1.66

성 별
여 성 354 9.32
남 성 3446 90.68

교육수준
중졸 초과 학력 3,139 82.61
중졸 이하 학력 661 17.39

자녀의 수 

0 명 393 10.34
1 명 1,216 32.00
2 명 1,679 44.18
3 명 481 12.66
4 명 31 0.82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1. 아주 건강하다 704 18.53
2. 건강한 편이다 2,181 57.39
3. 보통이다 584 15.37
4.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301 7.92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30 0.79

근로자의 수
0명 489 12.87
1명 1,812 47.68
2명 1,499 39.45

총합계 3,800 100.00

  전체 3,800가구 중에서 40대 가구주가 약 49%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 

30대 가구주가 약 28%를 차지하고 있어 30, 40대 가구주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1차 

제도에 비교해 볼 때, 연령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무자녀가구와 노

인가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세대주의 성별은 약 90%를 남성이 구

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세대주의 비중이 낮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학력이 

약 17%로 1차 제도와 유사하지만 약 3% 포인트 더 높은 수치인데, 이 역시 다음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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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하는 노인가구가 포함됨으로 인한 효과이다. 자녀의 수는 2명의 자녀를 둔 가구

가 약 44%로 가장 빈도가 높다. 가구주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약 75%의 

가구주가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수는 맞벌이가 약 39%, 홑벌이가 약 47%로 나

타났으며, 근로능력이 있으나 해당 시점에서 근로하지 않는 가구가 약 12%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2)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①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표 IV-6> 2007년-2016년 근로가구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해당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합계
백분율

(%)

직전연도 

미수령가구
380 380 380 342 342 348 337 358 354 331 3,503 92.18

직전연도

수령가구
0 0 0 38 38 32 43 22 26 49 297 7.82

각 연도 합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0 100.00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여 그 다음 해당년도의 근로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려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약 7.8%의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최소 22가구(5.78%)에서 최대 49가구(12.89%)가 수

령하였다. 수령가구의 수에 있어 2012년 무자녀가구가 포함되고, 2013년 노인가구가 포

함되는 등 제도가 확대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수령가구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

소하는 경향성은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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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

<표 IV-7> 2007년-2016년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에 관한 인식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에 관한 인식 (빈도, 백분율)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3,340 87.89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한다. 460 12.11

합 계 3,800 100.00

직전연도에 수령할 자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다음 연도에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빈도, 백분율)

예상처럼 수령한 경우 141 30.65

예상과 달리 수령하지 못한 경우 319 69.35

합 계 460 100.00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는 460가구(12.11%)였다. 

460가구 중에서 실제로 해당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는 141가구(30.65%)로 나

타났다. 이는 1차 제도와 유사한 수치로 대부분의 가구는 약 69%의 가구는 근로장려금

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직전연도에 예측했으나 실제 다음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구들은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

확히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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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패널분석 결과

  다음 표는 2016년까지 10기간 380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자영업자와 국민기초

생활수급대상자를 제외한 무자녀가구(2012년), 노인가구(2013년)를 포함한 분석이다. 연

구가설 1-2는 성립하지만, 연구가설 2-2는 성립하지 않는다. 

<표 IV-8> 2007년-2016년 근로가구 이원고정효과모형

       모 형

 변수명

고정효과모형(1) 확률효과모형(2)
오차항 가정 

수정 모형(3)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가구주의 연령

(r1_age)
-.2798 -.589 ** -.2798

가구주의 성별

(r1_sex_d)
20.503 *** 18.110 *** 20.503 **

가구주의 교육수준

(r1_edu_mid)
-3.765 -14.188 *** -3.765

18세 미만 자녀 수

(children)
5.669 *** 4.794 *** 5.669 ***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r1_health)
-2.851 ** -4.773 *** -2.851 *

가구 근로자 수

(tworker34)
186.925 *** 195.078 *** 186.925 ***

독립변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Eitc_cashL)
.119 *** .111 *** .119 **

근로장려세제 인지

(qualifyL)
-4.228 -7.306 ** -4.228

관측회수 3800 3800 3800

가구수 380 380 380

* p<.1 ; ** p<.05 ; *** p<.01

  10기간 동안 조건을 만족하고 동시에 균형패널을 이루는 380가구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형선택을 위한 Chow검정, LM검정, 하우스만 검정, 세 가지 검정결과 고형효과모

형을 선택하였다. 시간효과 역시 존재하므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횡단면 의

존성은 없지만 오차항의 동분산성 가정은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여 (3)번 모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3)번 모형과 (1)모형의 차이는 회귀계수의 차이는 없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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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90% 신뢰수준의 차이가 발생했다. 

  분석결과표에서 나타난 모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에서 (1)고정효과모형과 (2)확률효과모형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 확률효과모

형에 따르면, 직전 연도에 근로장려세제의 수령자격이 있다고 대답한 가구가 다음 연도

에 근로일수를 약 7일 감소시켜 근로유인효과가 부(-)의 관계가 있다. 또한 중졸이하의 

교육수준과 연령의 경우도 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한 살 증가할수록 약 18일, 약 0.5일 감소한다는 결과다. 그러나 두 효과 모두 

가능하지만, 하우스만 검증 결과 고정효과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또한 오차항의 가정이 

위배되므로 (3)번 모형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립변수 중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은 근로일수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100만

원 수령시 약 11.9일 증가하며, 최대금액인 210만원 수령 시 2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신우리, 송헌재(2018)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근로장려금의 수령금

액이 증가할수록 점증구간에서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론과 일치한다. 다만 점감구

간에서도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즉, 이론의 가정과 달리 근로자 

자신이 합리적이며, 동시에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또 

설령 합리적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직장에서 자신의 근로일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기가, 특히 감소시키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에 대한 인지도가 12.11%로  낮고, 또 

설령 자신이 자격이 된다고 여기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는 일치

정도가 30.65%로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가구가 존재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

로일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전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격여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근로일수를 증가

시킬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여건으로 구직에 실패해 근로장려금을 수령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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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동일한 독립변수의 값을 갖는 가구들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종속변수의 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 여성인 경우에 비하여 약 20.5일 더 근로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녀가 한 명 증가할 때

마다 근로일수가 약 5.6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근로자가 한 명 증가할 때

마다 약 186.9일 근로일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한 단계 건강이 악화

되었다고 측정될 때마다, 근로일수가 약 2.8일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14일까지 근로일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차 제도와 두 번째 분석의 차이점은 단순히 분석기간만의 차이가 아니다. 근로장려세

제의 대상자 확대실시로 인해 새로운 분석대상이 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기간동

안 최대급여액이 1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의 상한도 증가하

였다. 그런데 제도 확대의 효과를 초기 1차 제도와 비교해 보면,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 

근로일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13.9일에서 11.9일로 회귀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원인이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최대급여의 상승

으로 인해 여가와 노동 간의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절에서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를 별도로 분류해 균

형패널을 형성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제도의 근로유인 효과 회귀계수(13.9일)가 개정 후 제도의 회귀계수(11.9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발생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

일수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7년 월평균근로일

수는 23.3일이며, 2011년도 월평균근로일수는 22.5일인데 비해 2016년의 월 평균 근로

일수는 22.1일로 감소하였다.34) 월평균근로일수 자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하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의 차이가 발생했을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월평균 근로일수가 감소하고, 또한 무자녀가구와 노

인가구가 포함된 조건하에서도 여전히 근로유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장려금의 근

로유인 효과가 실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4)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vw_cd=MT_ZTITLE&list_id=101_ATITLE_10_A

001_B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vw_cd=MT_ZTITLE&list_id=101_ATITLE_10_A001_B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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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자녀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다음은 무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와 패널분석 결과이다.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표 IV-9> 2007년-2016년 무자녀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변수명 빈 도 백분율 (%)

연 령

~ 30세 이하 0 0.00
~ 40세 이하 18 0.99
~ 50세 이하 47 2.58
~ 60세 이하 133 7.31
60세 초과 ~ 1622 89.12

성 별
여 성 59 3.24
남 성 1,761 96.76

교육수준
중졸 초과 학력 628 34.51
중졸 이하 학력 1,192 65.49

자녀의 수 

0 명 1,820 100.00
1 명 0 0.00
2 명 0 0.00
3 명 0 0.00
4 명 0 0.00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1. 아주 건강하다 47 2.58
2. 건강한 편이다 577 31.70
3. 보통이다 604 33.19
4.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557 30.60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35 1.92

근로자의 수
0명 897 49.29
1명 660 36.26
2명 263 14.45

총합계 1,820 100.00

  무자녀가구 1,820가구 중 60세 이상의 가구가 약 8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배

우자가 존재하는 무자녀가구의 특성 상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약 96%로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무자녀가구의 또 다른 특성이라면, 높은 연령으로 인해 가구주의 학력이 현저

히 낮다는 점이다. 중졸이하 학력의 가구주의 약 65%로서 다른 표본과 비교했을 때 매

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고령이면서 동시에 저학력이라는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역시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이 약 34%로 이전의 집단에 비해 낮

다. 근로자의 수는 맞벌이가 14%, 홑벌이가 36% 정도이며 근로를 하지 않는 가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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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49%대로 상대적으로 높다.

  (2)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①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표 IV-10> 2007년-2016년 무자녀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해당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합계
백분율

(%)

직전연도 

미수령가구
182 182 182 182 182 182 178 181 174 173 1,798 98.80

직전연도

수령가구
0 0 0 0 0 0 4 1 8 9 22 1.20

각 연도 합 182 182 182 182 182 182 182 182 182 182 1,820 100.00

  10년간의 기간에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무자녀가구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구수는 

1,820가구이다. 그 중에서 최초로 무자녀가구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로 포함된 2012

년에 4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으며 표본 전체적으로는 22가구(1.2%)가 수령했다. 

전체적으로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면 수령가구의 비율이 1.2%로 작지만, 2014년에 182

가구 중 수령한 8가구와 2015년에 수령한 9가구만을 놓고 보면 약 4%에 근사한 값으로 

이전의 3.5%와 7.8%의 비율을 나타낸 근로자집단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맞벌이부부의 근로장려세제 대상범위 소득구간을 2,500만원으로 확대실

시하면서, 무자녀가구 중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포함되면서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의 수가 작고 관찰기간이 짧아서 명확하게 증가추세가 있

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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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

<표 IV-11> 2007년-2016년 무자녀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에 관한 인식 (빈도, 백분율)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1,732 95.16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한다. 88 4.84

합 계 1,820 100.00

직전연도에 수령할 자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다음 연도에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빈도, 백분율)

예상처럼 수령한 경우 12 13.63

예상과 달리 수령하지 못한 경우 76 86.37

합 계 88 100.00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은 전체 표본에서 약 4.8%를 차지했으며, 실

제로 그 예상이 일치한 경우는 약 13.6%에 그치고 있다. 이 전에 분석한 근로가구와 비

교해 볼 때, 10%, 12% 정도의 수령자격이 있다는 인식비율과 비교해서 절반이 되지 못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인식의 정확도 또한 1/3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

녀가구의 인식비율이 낮고,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무자녀가구에서 89%의 비중

을 차지하는 저학력이면서, 동시에 60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근로장려세제는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집단마다 해

당하는 자격요건도 다르고, 최대수급액도 차이가 있는 등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

려운 제도이다. 이런 근로장려세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저학력 고령의 무자녀가구주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82 -

  2) 패널분석 결과

  다음은 배우자가 있지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연구가설 1-3과 2-3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표 IV-12> 2007년-2016년 무자녀가구 일원고정효과모형

       모 형

 변수명

고정효과모형(1) 확률효과모형(2)
오차항 가정 

수정 모형(3)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가구주의 연령

(r1_age)
-1.541 *** -1.454 *** -1.541 ***

가구주의 성별

(r1_sex_d)
2.384 2.619 2.384

가구주의 교육수준

(r1_edu_mid)
-17.328 -21.935 *** -17.328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r1_health)
-2.784 * -3.782 ** -2.784 *

가구 근로자 수

(tworker34)
169.349 *** 170.671 *** 169.349 ***

독립변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Eitc_cashL)
.121 .121 .121

근로장려세제 인지

(qualifyL)
-.585 -1.049 -.585

관측회수 1820 1820 1820

가구수 182 182 182

* p<.1 ; ** p<.05 ; *** p<.01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기간 동안 18세 미만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182가구를 대상으로 균형패널을 형성하여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시간효과는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원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 

가능하지만 하우스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가 더 적합하므로 일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

였다. 시간효과가 없다는 것은 182가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 년도의 고유한 특징이 없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균형패널에서 횡단면 의존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차항

의 동분산성 가정은 지켜지지 않아 오차항 간에 이질성이 확인되므로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여 (3)번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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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표에 나타난 바를 요약하면, 세 모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변수는 가구주의 

나이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두 변수 모두 근로일수와 부(-)의 관

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모형선택 검증결과와 오차항의 가정 등을 고려할 때, (3)번 모

형이 가장 적합하며, 이를 근거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근로장려금 수령금액과 근로장려세제 인지 여부, 두 독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근로일

수의 증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의 경우 70

만원 수령 시 8.47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그 원인 중 하나로는 2012년 도입 초기 최대지급액을 포함한 근로장려금의 

수령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수령한 근로장려금의 최대금액이 70만원

이다. 이는 개정 후 제도 210만원에 비교해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차 제도의 120

만원에 비교해도 적은 금액이다. 무자녀가구 연구모형에서 1년에 70만원이라는 금액은 

한 달에 6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한 달에 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장려금이 얼

마나 크게 근로유인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이런 해석의 결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입증되었다고 여겨진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의 경우 근로일수와 부(-)의 관계가 있으

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로장려세제를 수령할 자격이 된다는 인식의 비

율이 4.84%로 앞서 연구모형에서 분석한 근로가구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고 인식을 할 경우, 우하향 직선이던 예산선이 사

다리꼴 모양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돌출하며 변하게 된다. 돌출된 예산선이 여가와 노동

의 무차별곡선과 만나서 노동공급이 증가 혹은 변하게 된다. 그런데 약 95%의 무자녀가

구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산선 자체의 변화

가 일어나지 않고, 예산선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야기되는 근로유인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무자녀가구를 구성하는 연령대가 60대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학력 고령가구가 주를 이루는 무자녀가구의 특성 상 근

로장려세제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비록 근로장려세제

의 수령자격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 실제 수령한 가구의 비율도 13.63%로 앞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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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예측의 높은 부정확성에 기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무자녀 유배우자 조건을 만족한 182가구는 초기에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세제 하에서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

던 집단이다. 2012년부터 새롭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게 되는 무자녀 집단만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본 연구의 앞 절에서 도출된 결과와는 상이하게, 근로장려금 수령

금액이 무자녀 가구 집단에서는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

과가 나왔다. 이 분석결과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은 집단 별로 상이하게 근로일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2012년을 연구범위로 했을 때,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임완섭(2016)의 연구에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2012년과 이중차

이분석으로 분석했을 때, 노동공급이 축소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2012년은 무자녀 

가구에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이 시작된 시기이므로, 추가로 포함된 무자녀가구가 분석결

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재량 외 2인(2015)의 연구에서도 2010

년에서 2012년까지 3개년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연령이 한 살 증가할수록 약 1.5일로 10살 차이가 있다면 약 15일 

근로일수가 감소하며, 주관적 건강이 악화될수록 약 2.7일이 감소해 건강상태의 차이에 

따라 최대 13.5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일수를 증가시키는 변수로는 가구 근로자

의 수 변수가 있다. 가구 근로자의 수가 한 명 증가하면 약 169일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무자녀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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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다음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와 패널분석 결과이다.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표 IV-13> 2007년-2016년 노인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변수명 빈 도 백분율 (%)

연 령

~ 30세 이하 0 0.00
~ 40세 이하 0 0.00
~ 50세 이하 0 0.00
~ 60세 이하 0 0.00
60세 초과 ~ 2,070 100.00

성 별
여 성 1,855 89.61
남 성 215 10.39

교육수준
중졸 초과 학력 109 5.27
중졸 이하 학력 1,961 94.73

자녀의 수 

0 명 0 0.00
1 명 0 0.00
2 명 0 0.00
3 명 0 0.00
4 명 0 0.00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1. 아주 건강하다 17 0.82
2. 건강한 편이다 373 18.02
3. 보통이다 687 33.19
4.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915 44.20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78 3.77

근로자의 수
0명 1,590 76.81
1명 480 23.19
2명 0 0.00

총합계 2,070 100.00

  노인가구의 특성 상 60세 이하의 가구주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18세 미만 자녀도 포함

되지 않았다. 다른 표본집단과의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은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약 89%

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중졸 이하 학력 비중이 약 94%에 이르러 저학

력이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서도 

건강하다고 답한 가구는 약 18%에 그친 반면, 건강이 안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47%

에 달해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응답가구의 대부분은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23% 정도만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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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①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표 IV-14> 2007년-2016년 노인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해당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합계
백분율

(%)

직전연도 

미수령가구
207 207 207 207 207 207 207 207 204 205 2,065 99.76

직전연도

수령가구
0 0 0 0 0 0 0 0 3 2 5 0.24

각 연도 합 207 207 207 207 207 207 207 207 207 207 2070 100.00

  전체 2,070의 노인단독가구 가운데 5가구만이 근로장려금을 직전연도에 수령한 것으

로 나타나 그 비중이 0.24%에 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노인가구가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패널분석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표본집단에서는 2013년에 수

령한 가구가 없고, 2014년에 수령한 3가구와 2015년에 수령한 2가구만이 포함되었다.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전체 모집단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노인가구의 비

중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표본집단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노인가구의 비중이 낮

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이다. 

②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

<표 IV-15> 2007년-2016년 노인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에 관한 인식 (빈도, 백분율)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97.68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한다. 48 2.32

합 계 2,070 100.00

직전연도에 수령할 자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다음 연도에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빈도, 백분율)

예상처럼 수령한 경우 3 6.25

예상과 달리 수령하지 못한 경우 45 93.75

합 계 4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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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070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예상한 가구의 수가 48가

구이며 비율이 2.32%로 다른 근로집단의 10%, 12%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또한 

그 예상이 적중한 확률도 약 6%로 다른 근로집단이 30%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 것과 비

교해 보더라도 1/5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된다는 인식이 

낮은 것과 정확성이 낮은 것 두 가지 사항 모두는 저학력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정보에 노출되는 속도와 넓이에서 저학력 고령의 노인가구가 충분히 정보를 접했는

지 질문할 수 있으며, 정보에 접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했는지, 또 설령 정보를 접하

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 등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는 빈도분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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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패널분석 결과

  다음은 10기간 동안 207가구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가설 1-4

와 2-4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표 IV-16> 2007년-2016년 노인가구 일원고정효과모형

       모 형

 변수명

고정효과모형(1) 확률효과모형(2)
오차항 가정 

수정 모형(3)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가구주의 연령

(r1_age)
-.669 *** -.319 ** -.669 **

가구주의 성별

(r1_sex_d)
-35.559 * 15.872 *** -35.559

가구주의 교육수준

(r1_edu_mid)
-45.714 *** -3.991 -45.714 **

18세 미만 자녀 수

(children)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r1_health)
-3.468 *** -3.479 *** -3.468 ***

가구 근로자 수

(tworker34)
151.048 *** 152.595 *** 151.048 ***

독립변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Eitc_cashL)
-1.081 *** -.936 ** -1.081

근로장려세제 인지

(qualifyL)
-6.228 -7.852 * -6.228

관측회수 2070 2070 2070

가구수 207 207 207

* p<.1 ; ** p<.05 ; *** p<.01

  10기간 동안 조건을 만족하는 노인가구 207가구를 대상으로 균형패널을 형성하여 분

석하였다. 시간효과가 없으므로 일원오차모형을 선택하였다. 세 가지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횡단면 종속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오차항의 가정은 

위배되어 이질성이 나타나 강력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3)번 모형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

한다. 

  분석표에서 (3)번 모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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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나, 오차항의 가정을 고려한 (3)번 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도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부(-)의 관계가 있으나, (3)

번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가구주의 성별이다. 노인가구의 경우, 고정효과,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근무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력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 커질수록 (1)고정효과모형과 (2)확률효과모형에서는 

각각 약 1일과 약 0.9일 정도 근로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3)강력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모형에서는 부(-)의 관계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가구처럼 근로장려금의 수령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가 전체 관찰횟수

에서 0.24%로 5가구에 불과하다. 각 연도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노인가구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표본에는 포함

되지 않았다. 2015년 207가구 중에서 3가구가 수령했으므로 1.4%, 2016년은 2가구가 

수령했으므로 0.96%가 수령했다. 2012년 이전에는 노인가구가 수령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전체비율은 각 년도 비율보다 더 낮아진다. 

  노인가구의 특성 상 이미 은퇴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

인가구는 근로소득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연

령층에 비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네 번째 노인

가구 표본 집단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비중이 특히 낮다.

  참고로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비교하자면, 전체 한국사회를 모집단으로 볼 때, 60세 이

상의 연령층의 경우, 고령자가구수가 약 3,999,000 가구에 이르며, 이 중에서 근로장려

금을 수령한 가구의 수는 2016년 기준 약 94,100가구로서 전체 고령자 가구 중 근로장

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비율이 2.35%이다.35) 

  노인가구에서 수령한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35) 기획재정부(2017),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평가 및 운용방안 연구

매일경제 2017년 4월 13일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4/2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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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무자녀가구와 동일하게 낮은 최대지급액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6만원이 되지 못하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 근로유인효과가 크

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설령 노동공급 측면에서 근로장려금액에 근로를 하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과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해보면,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인의 고용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

가 급격히 감소했을 수도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는 인식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자격이 된다고 응답할수록, 오히려 근로일수가 약 6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유인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

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다른 모든 표본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2.32%였다. 예측의 정확

성 측면에서도 정확히 예측한 경우는 6%에 불과하고 약 94%는 다음 해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노인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연구가설과 달리, 예산선이 우하향 직선인 형태 그대로 유지되며, 

여가 대신 노동을 선택하려는 동기부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년 조금씩 월평균 

근로일수는 감소함에 따라36), 종속변수인 다음 연도 근로일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을 가

능성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고 부정

확한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에 대한 인식이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통제변수 중 연령과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이 근로일수에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한 살 

높아질수록 근로일수가 약 0.6일 감소해 10년 차이가 날 경우 약 6일의 차이가 발생한

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일 경우 중졸보다 높은 학력을 지닌 경우에 비하여 약 45일 근

무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인 경우 근무일수가 낮아지는데, 노동공급 측면에

서 노동보다 여가의 선호도가 높아서 근무일수가 낮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

나 노인가구의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거나, 노동수요 측면에서 저학력 노인을 고용하기

를 원하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낮은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36)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vw_cd=MT_ZTITLE&list_id=101_ATITLE_10_A

001_B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vw_cd=MT_ZTITLE&list_id=101_ATITLE_10_A001_B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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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건강이 한 단계 악화될수록 약 3.5일 근무일수가 감소하여, 가장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가장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비교할 때 최대 약 17.5일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근로장려세제와 연관된 변수들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노

동공급 측면에서 노인가구가 지닌 여가와 노동의 선호가 젊은 연령층의 가구와 비교했을 

때 여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노

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인 점을 감안하며37), 근로빈곤층에 처한 노인가구

가 노동보다 여가를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이 미약하다고 추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중졸이하의 학력과 높아진 연령, 그

와 함께 약해진 건강 등 노인가구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쉽게 추론이 되는 바이

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에 해당된다는 인지 자체가 외부에서 자극으

로 주어지더라도 노인가구의 노동공급곡선의 비탄력성이 높을 경우, 근로장려세제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가구인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0만원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있다.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기엔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른 유형에서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증가할수록 근

로일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대 수령액 70만원은 근로유인을 제공하기엔 

미흡해 보인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인가구에 대한 노동수요가 충분한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적다면, 노동공급곡선 자체가 크게 이동하더라도 균형공급량

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7) OECD 노인빈곤율 4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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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영업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다음은 자영업가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와 패널분석 결과이다.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표 IV-17> 2007년-2016년 자영업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변수명 빈 도 백분율 (%)

연 령

~ 30세 이하 45 1.19
~ 40세 이하 1,020 27.06
~ 50세 이하 1,966 52.15
~ 60세 이하 675 17.90
60세 초과 ~ 64 1.7

성 별
여 성 282 7.48
남 성 3,488 92.52

교육수준
중졸 초과 학력 3,209 85.12
중졸 이하 학력 561 14.88

자녀의 수 

0 명 357 9.47
1 명 1,136 30.13
2 명 1,764 46.79
3 명 483 12.81
4 명 30 0.80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1. 아주 건강하다 733 19.44
2. 건강한 편이다 2,155 57.16
3. 보통이다 557 14.77
4.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295 7.82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30 0.80

자영업

근로자의 수

0명 72.28 72.28
1명 956 25.36
2명 89 2.36

총합계 3,770 100.00

  전체 3,770가구 중에서 40대 가구의 비중이 약 52%로 빈도가 가장 높다. 가구주의 성

별은 남성이 약 92%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저학력인 경우가 약 

14%로 비중이 작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저학력자와 고령자가 구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창업하게 된다는 떠밀림 이론에 의한 자영업가구의 정보와는 미세한 차이를 보

인다. 그 차이는 40세에 고등학교 졸업자 역시 최근의 구직시장에서는 고령에 저학력으

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고령의 기준이나 저학력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떠밀림 이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다. 자녀의 수는 2명이 가장 빈도가 높고, 가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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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은 약 76%가 좋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수는 자영업의 짧은 영업기간과 빈번

한 폐업율을 반영하여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2)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①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표 IV-18> 2007년-2016년 자영업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해당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합계
백분율

(%)

직전연도 

미수령가구
377 377 377 377 377 377 377 377 361 3,754 99.58

직전연도

수령가구
0 0 0 0 0 0 0 0 16 16 0.42

각 연도 합 377 377 377 377 377 377 377 377 377 3,770 100.00

  2016년까지 전체 3,770가구 중에서 2015년 최초로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수가 16가구로 0.42%에 이른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전체 377가구 중 16가구가 

수령하였으므로 2015년도 수령가구의 비율은 4.2%로 근로집단과 유사한 값을 보인다. 

자영업가구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표본집단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수가 적다. 

②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

<표 IV-19> 2007년-2016년 자영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에 관한 인식 (빈도, 백분율)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3,545 94.03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한다. 225 5.97

합 계 3,770 100.00

직전연도에 수령할 자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다음 연도에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빈도, 백분율)

예상처럼 수령한 경우 7 3.11

예상과 달리 수령하지 못한 경우 218 96.89

합 계 225 100.00



- 94 -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인식은 약 6%였으며 그 예상이 일치한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직 자영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정

확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처음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근로장

려세제의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의 빈도가 높

게 나온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자신이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실제로는 수령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이 낮게 나타난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으

로 포함된 이후 시간이 더 지나서,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히 된 시점

에서 자영업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본다면, 다른 집단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

으로 예측된다. 다른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응답

하는 확률이 지금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장려금을 다음 연도에 수령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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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패널분석 결과

  다음은 10기간 동안 자영업 근로시간이 있는 377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회귀계수의 단위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월평균근로

일수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한 근로월수를 근거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연구가설 1-5는 성립하지만, 2-5는 성립하지 않는다. 

<표 IV-20> 2007년-2016년 자영업 가구 이원고정효과모형

       모 형

 변수명

고정효과모형(1) 확률효과모형(2)
오차항 가정 

수정 모형(3)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가구주의 연령

(r1_age)
.002 .009 ** .002

가구주의 성별

(r1_sex_d)
.143 .058 .143 *

가구주의 교육수준

(r1_edu_mid)
-.030 -.106 -.030

18세 미만 자녀 수

(children)
.012 -.005 .012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r1_health)
.012 -.008 .012

가구 근로자 수

(self_worker)
10.603 *** 11.131 *** 10.603 ***

독립변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Eitc_cashL)
.002 .002 .002 *

근로장려세제 인지

(qualifyL)
.044 -.004 .044

관측회수 3770 3770 3770

가구수 377 377 377

* p<.1 ; ** p<.05 ; *** p<.01

  자영업 가구의 조건을 만족하는 균형패널에서는 시간효과가 존재하므로 이원오차모형

을 적용하였다. 모형설정을 위해 세 가지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개체효과가 존재하는 고정

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오차항의 동분산 가정이 위배되므로 강력한 표준오차를 적용하

여 조치를 취하였다. 모형(3)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세 모형 간에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수령한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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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점이 강력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3)번 모형에서만 

유의하다. 가구중의 성별도 (3)번 모형에서만 남성의 근로일수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은 (2)번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유의하지만 다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이 다르다.  

  부언하면, (1)고정효과모형과 (2)확률효과모형에서는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라는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인 근로월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오차항 

가정위배를 수정한 모형의 결과는 차이가 있다. (1)고정효과모형과 달리 (3)수정모형에서

는 독립변수인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계수 약 .002를 근로일수로 환산하면 .06일이므로 근로장려금을 100만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6일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2015년부터 적용되는 자영업 가구의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근로일수 증가한도는 약 12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영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액의 수령액수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근로일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가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브루스 메이어(B. Meyer) 

의 분석처럼, 점감구간에서도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근로가구와 유사하게 근로장려금 수령 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근로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이 작은 영세자영업자의 경

우, 근로장려금의 대체효과는 큰 반면에, 소득효과는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

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수령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근로일수를 줄이고 여가를 

선택할 만큼 소득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소득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

다. 

  점감구간의 경우,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근로소득가구와 유사한 근거

로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는 첫 번째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브루스 메이어(B. Meyer, 2010)의 세 번째 근거인데, 근로소득가

구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이 임의로 영업일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자영업자는 자신이 영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회수해야 할 고정비가 존재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일수를 예를 들어 25일에서 20일로 5일 줄인다면, 25일에 걸쳐서 회수하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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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를 20일 만에 회수해야 하므로, 수령하는 근로장려금이 상당한 

규모가 아니라면, 쉽사리 영업일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인지는 정(+)의 관계이므로 근로일수를 증

가시킬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2011년까지 도입 초기의 근로가구와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 근로일수와 인지 간에 정(+)의 관계에 있

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정(+)의 관계를 보인 것은 예산선의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이유로는 

낮은 정확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동일한 독립변수 값에 비해, 차이가 큰 종속변수 값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근로일수가 없는 0인 가구와 근로일수가 250일인 가구가 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문에 응했다면, 두 변수 간에 일관된 관계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은 자영업가구의 낮은 정확성에 관한 설명과 그 이유이다. 자영업가구의 자격에 

관한 특징으로는 낮은 인지율과 낮은 정확성이다. 근로장려세제를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중 5.97%이었다. 전반적으로 수령할 자격에 대한 인식도 낮고, 실제로 해당

된 경우도 3.11%로 그 정확성이 약 30%인 근로가구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크다. 

  자영업자의 경우,근로소득가구와 달리 낮은 소득파악률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

급된 2009년 도입초기부터 2014년까지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 후 개정을 통해 2015

년에 비로소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인식이 낮은 원

인은, 근로자에 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최근이고, 그 포함된 기간도 짧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구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 약 10개월 정도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신우리, 송헌재(2018)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선행연

구에서는 자영업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 증가에 유의하지 않거나, 한 부

모가구의 경우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변화된 예산선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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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설명하자면, 이미 취업이 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자신이 조정하기 보

다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데 비해서, 자영업자의 경우, 협의 없이 자신의 결정으로 근

로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기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아직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도 낮은 인적자본으로 취업이 어

려울 경우, 소자본의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자영업 창업에 근로장려세제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결과 자영업 가구에 있어서도 100만원 수령 시 월 평균 30일이 아닌, 월 평균 

25일 영업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6일이 아닌 약 5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므로 만약 개정 후 근로장려세제의 최대금액인 210만원 수령 시, 1년에 약 11일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유인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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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근

로유인효과

  다음은 2011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와 

패널분석 결과이다.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표 IV-21>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변수명 빈 도 백분율 (%)

연 령

~ 30세 이하 64 2.25
~ 40세 이하 1,207 42.35
~ 50세 이하 1,337 46.91
~ 60세 이하 234 8.21
60세 초과 ~ 8 0.28

성 별
여 성 228 8.00
남 성 2,622 92.00

교육수준
중졸 초과 학력 2,436 85.47
중졸 이하 학력 414 14.53

자녀의 수 

0 명 0 0.00
1 명 882 30.95
2 명 1,580 55.44
3 명 364 12.77
4 명 24 0.84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1. 아주 건강하다 652 22.88
2. 건강한 편이다 1,555 54.56
3. 보통이다 415 14.56
4.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204 7.16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4 0.84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수

0명 1,570 55.09
1명 998 35.02

2명 282 9.89

총합계 2,850 100.00

  전체 2,850가구 중 30대와 40대 가구가 약 88%를 구성하고 있으며, 남성가구주의 비

율이 92%이며, 중졸이하 저학력의 비중은 14% 정도로 낮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1차 

제도의 특성 상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표본 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구주의 주관적 건

강상태는 76% 정도가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수는 홑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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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도, 맞벌이가 약 10%였으며,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없는 가구가 55% 정도 되

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처리집단으

로 할 때, 통제집단으로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상용직 만으로 구성된 근로가

구나,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이 섞인 가구가 표본 집단

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통제집단의 경우 상용직 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근로일수는 있

지만,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0으로 나타난다. 상용직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가구

를 모두 표본에서 제거할 경우, 표본집단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상용직 가구의 경우, 표본집단에 포함시켰다. 

  (2)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①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표 IV-22>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해당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백분율(%)

직전연도 

미수령가구
570 570 570 548 552 2,810 98.60

직전연도

수령가구
0 0 0 22 18 40 1.40

각 연도 합계 570 570 570 570 570 2,850 100.00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수는 40가구로 1.4% 비율이다. 상용직이 포

함된 근로자 표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각 년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약 3.1%에서 

3.8% 정도의 수치로 그 차이가 근로가구 집단과 비교해 볼 때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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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

<표 IV-23>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에 관한 인식 (빈도, 백분율)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2,625 92.11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한다. 225 7.89

합 계 2,850 100.00

직전연도에 수령할 자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다음 연도에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빈도, 백분율)

예상처럼 수령한 경우 41 18.22

예상과 달리 수령하지 못한 경우 184 81.78

합 계 225 100.00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직전연도에 응답한 비율은 약 7.8%였으며, 그 중에

서 실제로 다음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는 41가구로 18% 정도의 정확성을 나

타냈다.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예상이 일치한 확률 모두 상용직이 포함된 근로가

구에 비해서 낮았다. 상대적으로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02 -

  2) 패널분석 결과

  연구결과 첫 번째 분석결과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

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상용직 근로시간으로 인해 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를 제외시켰다. 그 목적은 임시직, 일용직 근로시간을 근거로 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가 임시직, 일용직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임시직, 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연구가설 1-6은 성립하지만 2-6은 성립하지 

않는다. 

<표 IV-24>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가구 이원고정효과모형

       모 형

 변수명

고정효과모형(1) 확률효과모형(2)
오차항 가정 

수정 모형(3)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가구주의 연령

(r1_age)
-.513 .416 ** -.513

가구주의 성별

(r1_sex_d)
10.826 -7.270 ** 10.826

가구주의 교육수준

(r1_edu_mid)
-3.622 -2.322 -3.622

18세 미만 자녀 수

(children)
1.698 -2.057 1.698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r1_health)
-.533 -.419 -.533

가구 근로자 수

(self_worker)
186.783 *** 193.622 *** 186.783 ***

독립변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Eitc_cashL)
.276 *** .246 *** .276 ***

근로장려세제 인지

(qualifyL)
6.218 4.675 6.218

관측회수 2850 2850 2850

가구수 570 570 570

* p<.1 ; ** p<.05 ; *** p<.01

  분석결과표를 살펴보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균형패널을 구성할 경우, 5기간 동안 570

가구, 전체 2,850가구가 관찰된다. 우선 주목할 사항은 독립변수인 근로장려금의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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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세 모형에서 모두 신뢰도 99%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는 세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모형간의 

차이점으로는 확률효과모형에서 가구주의 나이와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다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18세 미만 자녀의 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시간의 효과 유무를 분석한 결과 시

간효과가 존재하므로 이원오차모형을 선택하였다. 연구에 적합한 연구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선택되어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

석을 실시했다. 횡단면 의존성은 없지만 오차항의 동분산성 가정이 위배되어 강력한 표

준오차를 적용하여 (3)번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근로장려금 수령의 경우 수령금액이 100만원 일 때 약 27.6일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금액인 120만원을 수령할 경우 최대 약 33일까지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을 

포함한 모형1의 경우 회귀계수가 0.139이므로 100만원 수령 시 13.9일, 최대금액 수령 

시 약 16.6일로 추정된다. 두 분석결과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상용직이 포함되지 않은 

임시직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상용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비교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가구의 경우,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더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표 II-5>에서 나타나듯이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체효과가 큰 점증구간에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수가 더 많다면, 다른 표본 집단에 비교해 볼 때, 대체효과의 크기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점증구간은 소득금액이 낮게 설정된 구간이다. 그런데 근로빈곤층의 특성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약 55%의 임금을 받아 그 임금격차

가 크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기 때문에 점증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점감구간의 경우, 브루스 메이어(2010)의 해설을 근거로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은 원

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와 함께, 소득격차로 인해, 임시직, 일용직 가구가 점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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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속하는 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점감구간에서는 이론적으로 소득효과

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발생하여, 근로일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임시직, 

일시직은 점감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근로일수를 감소시키는 

부(-)의 효과가 영향을 덜 미쳤을 것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인지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는 박능후(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는 2010년과 2011년 기간 동안 임시직, 일용직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두 

연구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에 관한 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약 6일 정도 근로일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새로 변화된 예산선에서 발생한 대체

효과에 의해 근로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지의 높은 부정확성과 다

음에 설명하는 원인들 때문에, 근로일수와 일관된 관계가 예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원인들로는 기존에 설명한 낮은 인지도와 부정확한 인지, 

불충분한 노동수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지한 바를 실제 행위로 옮길 경우, 인

지와 행위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인지와 행위가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 예로 윤

성환, 김준환(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가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재활용에 관한 행위는 하지 않아 인지와 행위가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인지와 행위의 불일치의 예로서, 흡연을 들 수 있

다.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가 금연이라는 행동을 가져오는 

대신, 흡연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한규석, 2010). 

  분석결과로 두 가지 측면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Extensive 

Margin)과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시간 측면(Intensive Margin)에서 임시직이 상용직

보다 더 근로장려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볼 때,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근로능력이 있는 노동자의 경

우, 상용직에 진입하기 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임시직이 상용직에 비해서 근로장려세제에 더 탄력적으

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시직은 구직시간 단축을 통해서도 근로장려세제에 반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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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상용직은 직장을 중단하고 구직준비를 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 비해, 임시직

은 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다음 취업기간까지 구직기간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 근

로장려세제가 이 구직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노동시간 측면에서 볼 때, 상용직의 특성 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노동공급을 

자유롭게 증감시키기가 힘들다. 따라서 상용직의 노동시간이 임용직에 비해 근로장려세

제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근로월수 정보를 구별 없이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라는 외

부 자극에 대해서 상용직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이는 다음 두 그림을 비

교해보면 직선의 기울기 차이로 쉽게 관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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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2007-2011년 상용직 포함 시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

<그림 IV-2> 2007-2011년 임시직 가구의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 

  

  두 그림은 직관적으로 그래프 기울기의 차이를 비교하려는 목적에서 제시되었다. 2011

년까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이 모두 포함된 근로가구와 2011년까지 근로장려금을 수

령한 상용직이 없는, 임시직, 일용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의 관

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는 모두 우상향하면서,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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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할 때 주목

할 점은 두 그래프의 회귀계수로 나타나는 기울기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상용직 가구를 포함한 그래프에서는 완만한 기울기로 근로일수

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상용직 가구가 없는 임시직, 일용직 가구로 구성

된 그래프에서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에 의하면, 전자는 1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시 약 13일이 증가하며, 후자는 1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시 약 27일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두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 즉 

회귀계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 단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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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근

로유인효과

  다음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임시직과 일용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와 패널분석 결과이다.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표 IV-25>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변수명 빈 도 백분율 (%)

연 령

~ 30세 이하 40 1.29
~ 40세 이하 862 27.81
~ 50세 이하 1541 49.71
~ 60세 이하 596 19.23
60세 초과 ~ 61 1.97

성 별
여 성 260 8.39
남 성 2,840 91.61

교육수준
중졸 이하의 학력 2,527 81.52
중졸 초과 학력 573 18.48

자녀의 수 

0 명 318 10.26
1 명 963 31.06
2 명 1,398 45.10
3 명 399 12.87
4 명 22 0.71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1. 아주 건강하다 582 18.77
2. 건강한 편이다 1,755 56.61
3. 보통이다 469 15.13
4.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268 8.65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6 0.84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수

0명 1,567 50.55
1명 1,183 38.16

2명 350 11.29

총합계 3,100 100.00

  전체 3,100가구 중 30대와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 정도 되며, 남성가구주가 

91% 정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저학력의 경우, 약 18%로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의 수는 1명 혹은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하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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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가 74% 정도로 다수를 구성한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수는 1명인 경우가 약 

38%, 2명인 경우가 약 11%를 이룬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없는 가구가 약 50%를 

이루는데, 이는 상용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일시적으로 부부가 모두 실업상

태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

우를 처리집단으로 할 때, 상용직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구

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이 섞인 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통제집단으

로 표본 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수에 반영하였다. 

  (2)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①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표 IV-26>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해당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합계
백분율

(%)

직전연도 

미수령가구
310 310 310 298 301 301 299 305 302 292 3,028 97.68

직전연도

수령가구
0 0 0 12 9 9 11 5 8 18 72 2.32

각 연도 합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0 100.00

  직전연도 근로장려금의 수령가구의 수는 전 기간을 합산할 경우 72가구 2.32%이다. 

최초 지급이 시작된 2009년 12가구에서 2011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2016년의 경우 5.86%), 표본의 수가 작고 기간이 짧아 추세가 있다고 주장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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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

<표 IV-27>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에 관한 인식 (빈도, 백분율)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2,838 91.55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에 해당한다. 262 8.45

합 계 3,100 100.00

직전연도에 수령할 자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다음 연도에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빈도, 백분율)

예상처럼 수령한 경우 41 15.64

예상과 달리 수령하지 못한 경우 221 84.36

합 계 262 100.00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가구의 비중이 약 8%이며, 실제로 그 예상

이 일치해 당해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비율은 15.64%였다. 상용직이 포함

된 근로가구보다 자격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4% 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그 응답의 

정확성은 약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상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이 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보에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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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패널분석 결과

  다음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대상으로 2007년~2016년 도입초기 근로장려세제 뿐만 아

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를 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대상으로 무자녀가구, 노인가구가 포함되었으며 자영업은 제외되었다. 

연구가설 1-7은 성립하지만, 2-7은 성립하지 않는다. 

<표 IV-28>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 가구

       모 형

 변수명

고정효과모형(1) 확률효과모형(2)
오차항 가정 

수정 모형(3)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가구주의 연령

(r1_age)
.150 .244 .150

가구주의 성별

(r1_sex_d)
7.179 -7.088 ** 7.179

가구주의 교육수준

(r1_edu_mid)
-1.037 -1.817 -1.037

18세 미만 자녀 수

(children)
.739 .841 .739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r1_health)
-2.825 ** -2.634 *** -2.825 **

가구 근로자 수

(self_worker)
182.993 *** 188.070 *** 182.993 ***

독립변수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Eitc_cashL)
.168 *** .175 *** .168 **

근로장려세제 인지

(qualifyL)
1.405 2.227 1.405

관측회수 3100 3100 3100

가구수 310 310 310

* p<.1 ; ** p<.05 ; *** p<.01

    

  분석결과표에서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형 모두, 수령

하는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는 점이다. 반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는 세 모형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세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근로일수와 

부(-)의 관계가 나타나, 건강 상태가 가장 좋다는 응답가구와 가장 나쁘다는 응답가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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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약 14일의 근로일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력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3)번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310가구로 구성된 균형패널은 개체특성과 시간의 특성이 모

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원오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Chow검정, LM검정,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오차항의 등분산 가정이 위배되어 강력한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수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모형(3)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구결과 분석과 해석은 (3)번 모형으로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에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1)고정효과모

형과 (3)수정모형 간에는 신뢰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회귀계수는 0.168인데, 이는 초기의 

제도를 적용했을 때의 값 0.276와 비교하면 60% 정도의 값이다. 초기 제도의 최대장려

금 120만원에 계수를 곱하면 약 33.1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초기 제도의 최대

장려금이 90만원 증가한 2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7.3일이 증가한다. 2016년까지 개정

된 제도의 최대장려금 210만원에 0.168 회귀계수를 곱하면 약 35.2일이 증가한다. 최대 

수령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초기 제도가 개정된 제도에 비해 22일 정도 더 근로유

인효과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에 대해 근로일수가 정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앞 절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점증구간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이론과 일치

한다. 또한 모형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시직, 일용직의 대체효과의 크기가 모형1과 

모형2의 상용직보다 크기 때문에 근로일수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점감구간에서 이론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것은 브루스 메이어(B. Meyer)의 

이론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아서 소득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점감구간에 속하는 빈도

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에 대한 인지는 자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약 1.4일 근로

일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근로일수와 정(+)의 

관계를 보인 것은 변화된 예산선의 대체효과에 기인한다고 해설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다른 집단과 동일한 이유, 즉 낮은 인지도와 예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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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성 그리고 인지와 행동의 불일치 및 노동수요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개정제도의 근로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첫 번째 해석은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

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 3절과 4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무자녀

가구와 노인가구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

장려금을 50만원을 받았을 때, 임시직이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노인가구나 무

자녀가구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초기 제도

에 비해서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이 증가해도 근로일수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두 번째 해석은 개정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최대지불액의 증가에 주목한 것이다. 최대

근로장려금은 초기 1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근로장려금이 증가한 만

큼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서 대체효과도 커지지만, 소득증가로 인해 여가를 선호하는 

소득효과도 커진다. 두 번째 추론은 증가한 근로장려금으로 인해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의 증가폭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근로일수 증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런

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이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근로빈곤층임을 감안

할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발생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

다. 노동공급곡선은 특정한 임금을 통과하면 후방으로 굴절하는데, 1년 동안 근로장려금

으로 21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노동공급곡선의 공급량을 감소시킬 정도로 임금수준

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개정제도의 근로유인이 상대적으로 영향

력이 줄어든 근거로 새로 포함된 무자녀, 노인가구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세 번째로 1차 제도에 비해 개정된 근로장려세제의 회귀계수가 작은 현상에 대해서 다

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월평균 근로일수를 근거로 들 수 있다. 2007년 21.2일이었던 임시직, 일용직 월평균근로

일수는 2011년 19.1일, 2016년에는 17.6일로 월평균근로일수가 감소하였다.38) 2011년

과 2016년에 동일하게 12개월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근로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1개월 근로개월이 증가했다고 측정되더라도 2011년의 총근로일수의 증가폭이 

38)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vw_cd=MT_ZTITLE&list_id=101_
ATITLE_10_A001_B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
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vw_cd=MT_ZTITLE&list_id=101_ATITLE_10_A001_B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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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총근로일수의 증가폭보다 크게 측정되므로 측정과정에서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합해보면, 세 가지의 원인으로 개정된 제도가 1차 제도에 비해서 근로장려금 수령금

액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로장려금과 비례

관계에 있지 않은 무자녀가구, 노인가구 그리고 감소 추세에 있는 월평균 근로일수를 감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수령액수에 비례해서 근로일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1

차 제도 만큼은 아니었지만, 개정된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임시직, 일용직 근로가구에게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는 실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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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 결

  본 연구는 7개 집단(①2011년까지 근로가구, ②2016년까지 근로가구, ③무자녀가구, 

④노인가구 ⑤자영업가구 ⑥2011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가구 ⑦2016년까지 임시직, 일

용직 가구)에 대한 2개의 독립변수가 조합을 이뤄 14개의 연구가설이 성립하는지 분석하

고 결과를 제시했다. 이 장에서는 7개 집단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두 독립변수가 7개 연구대상의 종속변수인 근로일수에 미친 영향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9> 독립변수가 근로일수에 미친 영향 비교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 (가설1-)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A 근로자 가구 (2011까지) .139 ** .837

B 근로자 가구 (2016까지) .119 ** -4.228

C 무자녀 가구 .121 -.585

D 노인 가구 -1.081 -6.228

E 자영업가구 (월 단위) .002 * .044

F 임시직 일용직가구 (2011까지) .276 *** 6.218

G 임시직 일용직가구(2016까지) .168 ** 1.405

* p<.1 ; ** p<.05 ; *** p<.01

  첫 번째 독립변수인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은 근로유인효과가 5개 집단(A, B, E, F, 

G)에서 유의했다. <표 IV-29>에서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의 유의수준을 보면, 5개 모형에

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1-3과 1-4를 제외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5, 가설 1-6, 가설 1-7은 성립하였다. 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가구, 임시직, 일용직 

가구에서 모두 근로장려금 수령액수가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는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무자녀가구는 근로장

려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있으며, 만약 근

로장려금으로 70만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7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만약 노인가구가, 근로장려금을 70만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70일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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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V-29>에서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의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근로일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증가하는 지 알 수 있다. 2011년 도입 초기의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 회

귀계수가 0.276으로, 근로장려금을 100만원 수령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일수가 약 27

일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16년 개정된 제도 하에서 동일하게 가정 시 회귀계수가 

0.168로, 임시직, 일용직 가구는 16일 정도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세 번째로 증가폭이 큰 

집단은 2011년 제도 초기의 상용직이 포함된 근로가구로, 13일 정도 근로일수가 증가한

다. 네 번째로 민감한 집단은 2016년 개정된 제도하의 근로가구로 근로장려금을 100만

원 수령할 경우 약 11일 증가한다. 가장 증가폭이 작은 집단은 자영업가구로 동일 조건

을 가정할 때 약 5일(단위를 일로 환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구는 무자녀가구와 노인 가구였다.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하더라도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근로유인효과의 유무에

도 차이가 있으며, 근로유인효과가 있는 집단 간에도 그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분석

결과 알 수 있다. 

  다섯 집단에서는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정(+)의 선

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실제 분석결과를 볼 때 성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점증구간에서는 이론과 동일하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수령하는 근로

장려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형관계가설이 성립하게 된 것은 점감구간에서 근로장려금과 근로일수와의 관

계가 이론과 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점감구간에서 이론과 달리 대체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근로장려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7>에서 나타나듯이,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한국의 

선행연구 결과도, 점감구간에서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즉 점감구간에서 반드시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을 유지

할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점감구간에서 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브루스 메이어(2010)의 

해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복잡한 근로장려세제의 구조를 대상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신이 점증구간인지, 점감구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노동공급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해설이다. 두 번째로는 설령,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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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고용주가 아니므로 임의대로 근로일수를 조절하지 못

한다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근로가

구와 달리 자신이 임의로 영업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회수해야

할 고정비, 예를 들면, 임대료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금액의 근로장려금

을 수령하지 않고서는 영업일수를 감소시킬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경우, 상용직 근로가구에 비해 임금이 낮아

서 점감구간에 속할 확률이 상근직보다 낮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분석에서 점증구간이나 

평탄구간에 속하는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수가 많아서 정(+)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만, 점감구간에 속하는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수는 소수이므로, 점감구간에서 근로일수

를 감소시키는 부(-)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정(+)의 선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해설이다. 

  요약하면, 점증구간에서는 정(+)의 관계가 성립하고,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일수가 감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놓고 볼 때, 수령한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는 근로가구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자영업가구는 일치하지 

않는다.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연구결과를 비교할만한 선행연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 2011년까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016년까지 근로가구의 경우, 전체구간을 놓고 효과를 살핀 본 연구와, 총

급여액으로 구간을 나누어 연구한 신우리, 송헌재(2018)의 연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점증구간은 연구결과가 일치했으며, 점감구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선행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데 근거로 활용되었다.

  자영업가구의 경우, 신우리, 송헌재(2018)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연구결

과이다. 자영업가구는 2015년에 대상에 포함되어, 패널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의 수령한 가구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충분히 대

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연구자료로 삼은 재정패널자료와 한국복지패널의 차이

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임시직, 일용직을 대상으로,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을 독립변수로 설정해 근로유인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단순 비교가 어려우며,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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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의 경우, 최대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70만원으로 낮기 때문에 충

분히 근로유인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

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로 분류가 될 뿐, 실제 가구주의 연령이 높다는 점에서는 공통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라면 무자녀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남성(96%)인 경우

가 많지만, 노인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 비율(89%)이 높았다. 무자녀가구의 경우,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 수령액수와 근로일수가 정(+)의 관계를 나타낸데 비

교해, 노인가구의 경우, 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은 가구주의 성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동일하게 근로유인효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수요 측면에서, 두 집단의 연령이 60대이며 비율이 비슷하다면, 남성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여성고령자에 대한 수요보다 크기 때문에, 무자녀가구에서는 정(+)의 효과가 

발생했지만, 노인가구에서는 부(-)의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비록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으로 근로유인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인가구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여성노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다면, 근

로일수가 증가하기 어렵다.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의 경우,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

할 수 없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인식은 모

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2-1에서 2-7까지 두 번째 독립변수는 

모든 경우 성립하지 않았다. 최대 약 5일 정도 근로일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온 임시

직, 일용직 가구도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아니었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는 것은 예산선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제

도자체를 모르거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하향 직선으로 예산선이 변화하지 않고, 

근로유인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언하면,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로는 첫째, 자신이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식하

는 가구의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대상가구들이 전반적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일하게 종속변수인 근로일수가 270일이었고, 둘 다 근

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가구였다. 한 가구는 정보를 올바로 이해하여 자신이 자격이 

된다고 인지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첫 번째 가구의 독립변수 값은 1이다. 그러나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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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가구는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인식했다면, 독립변수 값이 0이 된다. 동일한 종속변수 값 270 

이지만 서로 다른 독립변수 값이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둘째, 자격이 된다고 인식한 가구조차 실제 다음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

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서, 인식의 정확성이 떨어졌다. 인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

해서는 또 다시 두 가지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틀리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래 예산선이 움직이지 않는, 예

를 들면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맞게 응답했지만, 노동시장의 여건 상 구직에 실패해 근로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고 대답하고 다음 연도

에 근로일수가 250일이라고 가정하자. 반면 두 번째 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

고 대답했지만 구직에 실패에 다음 연도 근로일수가 0이라고 하자. 독립변수 값은 동일

한 1이지만, 종속변수 값은 0과 250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직전 연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자격의 인지여부가 다음 연도 실제로 근로라는 행위를 

유발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이라는 결과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처음에 존재했던 근로유인을 상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과정

에서 인지와 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자신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

킬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가구가 

근로일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인지여부를 독립변수로 선택한 선행연구는 박능후

(2014)의 연구가 있지만,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달라,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제변수와 근로일수와의 관계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계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영업 가구의 경우 계수 값이 월 단위로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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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0> 통제변수와 근로일수의 관계

연 령 성 별 교 육 자녀수 건 강 근로자수

 A 근로자 가구 (2011까지) 187.2***

 B 근로자 가구 (2016까지) 20.5*** 5.6*** -2.8** 186.9***

 C 무자녀 가구 -1.5*** -2.7* 169.3***

 D 노인 가구 -0.6** -45.7** -3.4*** 151.0***

 E 자영업가구 (월 단위) 0.14* 10.60***

 F 임시직 (2011까지) 186.7***

 G 임시직 (2016까지) -2.8** 182.9***

* p<.1 ; ** p<.05 ; *** p<.01

  <표 IV-30>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수는 모든 집단에서 공

통으로 근로일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A, B, F, G 집단에서는 가구 내 근

로자가 한 명 증가할 때마다 180일 정도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반면, 무자녀가구와 노인

가구는 이들 집단보다는 작게 증가하는데, 약 169일, 151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가구는 측정단위가 월 단위인데 가구 내 자영업자가 한 명 증가되면 약 10.6개월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다수 표본 집단에 포함된 무자녀 가구와 노인 가구에서는 연령

이 높아질수록 근로일수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도 네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쳐, 

근로일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건강이 근로일수를 감소시키는 네 집단

의 경우 60대 이상의 노인이 다수 포함된 노인가구이거나, 노인가구를 표본에 포함하여 

분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고령층이 많은 노인가구의 경우, 중졸이하 교육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빈도가 높았다. 

그 결과 상근직보다는 임시직, 일용직에 구직할 확률이 높은데, 임시직의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말미암아 근로일수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중졸이하 교육수준

일 때, 약 46일 근로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과 자녀의 수는 2016년까지 근

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남성일 경우에, 자녀의 수가 증가할 때, 근로일수를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요약하면, 직전연도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은 5개 집단에서 근로일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근로일수가 크게 증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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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영업가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무자녀가구와 노인가구는 관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7개 집단을 분류하여 연구한 목적은 다양한 각 집단의 근로유인

효과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분석결과 직전 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의 수령액수는 모든 

대상집단에 동일하게 근로유인효과를 내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에 비해 근로장려세

제의 자격이 된다는 인식은 모든 대상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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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요 약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를 연구하는 것인데, 가구형태별, 고용형태

별로 분류하여 도입 시기인 2011년과 개정 후인 2016년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근로장려금과 종속변수인 근로일수의 관계, 즉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가 증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직전연도에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인지하면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가 증가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7개 집단(①2011년까지 근로가구, ②2016년까지 근로가구, ③무자녀가구, 

④노인가구 ⑤자영업가구 ⑥2011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가구 ⑦2016년까지 임시직, 일

용직 가구)에 대한 2개의 독립변수가 조합을 이뤄 14개의 연구가설이 성립한다. 

  분석 자료는 장려세제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

로는 여러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고, 개체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과 특정 

기간의 특성을 제거시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다음 연도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① 2011년까지 근로가구의 경우 100만원 수령 가정 시 약 13일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② 2016년까지 근로가구의 경우 100만원 수령 가정 시 약 11일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③ 2016년까지 무자녀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④ 2016년까지 노인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⑤ 2016년까지 자영업가구의 경우, 100만원 수령 가정 시 약 5일 근로일수가 증가한다. 

⑥ 2011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 100만원 수령 시 약 27일 근로일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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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⑦ 2016년까지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 100만원 수령 시 약 16일 근로일수가 증가

한다. 

  회귀계수의 차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임시직, 일용직 가구의 경우가 27일로 가

장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다음이 근로가구이며, 자영업가

구는 5일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액은 모든 대상 

집단에게 동일한 근로유인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근로유인효과가 없는 대상도 있

고, 효과가 존재하는 집단 간에도 그 효과에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가설 1이 성립한다는 것은 근로장려금이 정(+)의 선형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점증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가보다 크므로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점감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서 부(-)의 관계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는 대상자들이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점감구간에서도 근로일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설령, 자신이 

점감구간에 속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일수를 임의적으로 감소시킬수 없기 때문이

라는 해석도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소득격차로 인해 점감구간에 속할 

확률보다는 점증구간이나 평탄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소득효과가 크게 작용한

다는 해설도 가능성이 있다.

  [연구 가설 2]

직전연도에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이 된다는 인식은 다음 연도에 근로일수를 증가시킬 것

이다.

  연구 가설 2에 대해서는 7개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장려세제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이다. 자신이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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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부족해 취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인지와 행동의 불

일치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이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해서 

근로를 충분히 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보려고 행동을 반드시 한다고는 볼수 없기 때

문이다. 

  2. 함의 

  첫 번째 함의는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가구의 근로일

수 증가에 유의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증가하

는 정(+)의 관계라는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100만원 수령 시 약 27일이 증가하

는, 가장 증가폭이 컸던 임시직, 일용직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실시를 고

려할 수 있다.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크고,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업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고용불안정성이 큰 비정규직의 규모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중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근

로빈곤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 근로장려세

제는 근로빈곤의 위험에서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가능한 근로빈곤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가 유효한 집단을 목표로 

근로장려금 최대수령액을 증가시키고,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대상의 조건

을 완화하여 더 많은 임용직, 일용직 가구가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두 번째 함의는 근로장려세제의 자격요건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다. 연구결과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가구와 자영업가구의 

인식비율이 낮았다. 그 원인으로는 고령층이 복잡한 근로장려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

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가구의 경우, 2015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에 포함되

었기 때문에, 그동안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아직 부족했을 가

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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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차원에서 노인가구와 자영업가구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를 변경하는 방안이다. 60세 이상의 고령 노인가

구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나 을종근로소득을 근거로 국세청에서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직권으로 신청을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먼저 국세청에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한 다음, 해당하는 노인가구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

게 된다면 좀 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제도의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부족했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영세자영업가구의 경우, 근로장

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정보를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함의는 자영업가구에 대한 낮은 근로유인효과이다. 자영업가구 역시 근로장려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영업 가구의 

기존의 소득지원정책들과 병행하여, 근로일수 증가를 통한 근로빈곤에 맞설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의 지속적인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자영업가구의 경우, 근로일

수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로가구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자영업가구의 영업

일수를 고려할 때, 이미 근로유인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기존의 영업일수가 너무 높을 수

도 있다. 천정에 도달한 것과 같은 효과, 즉 더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을 검토할 

때 근로유인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지원효과가 더 크게 발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임시직, 일용직과 달리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에 반응하는 폭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장려세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영업을 근로빈곤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시장구

조적인 측면을 고려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진입장벽이 낮

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자

영업 창업지원 기관의 활성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소규모 

영세 자영업 시장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투자함으로써 자영업 가구를 퇴출시키는 현상

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시장이 대규모 자본과의 경쟁의 결과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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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함의는 무자녀, 노인 가구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근거한다. 무자녀가구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배우

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집단 구성 조건이 60세 이상이었으므로 두 집단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고령층이 다수 포함될 경우, 연령, 중졸이하의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이 근로일수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현행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고령층 집단

에게 충분히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근로장려세제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10%대의 다른 집단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2%의 

인지도로 미루어 볼 때, 노인가구에게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로 인해 예산선의 변화

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변화된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만나 결정되는 노동공급

도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인가구의 경우는 여전히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2008년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공급 측면에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도 고령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수요는 

충분한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고령층 집단에

게 근로장려세제를 계속 존속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정책

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고려

할 수 있다. 노인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근

로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의 상향조정도 하나의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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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 번째는 각 집단의 조건을 갖춘 가구들로서, 연속성을 갖춘 균형패널을 구성하는 과

정에서, 또 근로장려세제를 수령하는 각 세대를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한국복지패널의 약 7,000가구 중 많은 가구들이 제외되었다. 그로인해 근로장려금을 받

은 가구의 관찰횟수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관찰횟수의 부족으로 인해 표본이 모집단

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한계점이다. 특히 관찰횟수가 부족했던 집단은 

노인가구와 자영업가구이다. 그 중에서 자영업가구의 경우,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수

령하기 시작했으므로, 연구기간을 2015년 이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면 후속연

구에서는 관찰횟수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한계점은 자영업 가구의 근로일수 측정에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임금이

나 취업 혹은 종사비율과 같은 자료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나, 비임금근로자의 평

균 근로일수에 관한 데이터는 접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과정에서도 데이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된 근로월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월평균 근로일

수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이다. 자영업가구의 경우, 월평균 근로일수 혹은 

영업일수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일평균영업시간별 사업체수와 같은 

정보는 이용가능하다. 월평균 근로일수 정보 대신 일평균영업시간을 활용하여 근로일수

를 추정한다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각 집단별로 노동공급의 탄력성, 노동수요의 탄력성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를 접하지 못한 점이다. 노인 가구의 노동수요 탄력성이나 임시

직 근로자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해 유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추론이 실제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노동공급의 탄력성도 유

사한 한계점을 갖는다. 국내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대한 탄력성의 연구를 쉽게 발

견하지 못했는데, 국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

하지 않았다. 국외 분석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국외에 선행연구가 있

다면, 이를 토대로 국내 상황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총급여액의 대한 신뢰성에서 비롯해,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을 구분

하여 정확하게 각 구간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 점이다. 총급여액의 경우, 측정오차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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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조건을 구성할 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근로시

간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측정오차가 적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근로유인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가지 방안으로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

구소득이 총급여액 한도(예를 들면, 2,500만원)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시키고, 총급여액 한도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정보는 통제변수로 충분히 고려한 반면, 배우자 관련 정보는 가

구 단위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배우자의 정보가 어떤 변

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 경우를 나눠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관련 정보를 

분석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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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on Work incentive of Korea’s EITC

- by Focusing on Household types and Job Status-

Kim, Guntai

Department of Catholic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work incentive of Korean EITC by 

household type and job status. After several reform, though Korean EITC has 

been changed by including ① the different target groups ② by different periods, 

the analysis are focused on the work incentive of first period of the Koeran 

EITC. Therefore another research focusing on after 2011, no child household, 

single household over 60's, self-employed household and irregular worker 

household, is necessary. 

  In this purpose, Korean Welfare Panal data is used from 3rd(2007) to 12th 

wave(2016) and research method is panal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s the sum of labor days which consist of husband’s and 

wife’s labor days. 7 types of dependant variables are followings. ① household 

with earned income until 2011 ② no child household until 2016 ③ single 

household over 60’s until 2016 ④ household with earned income until 2016 

includig no child household and single household over 60's until 2016. ⑤ 

self-employed household until 2016 ⑥ irregular worker with earned income until 

2011 ⑦ irregular worker with earned income until 2016. Independents variables 

are ①the amount of EITC and ② recognition if he/she is qualified for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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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thesis are 14 assumptions which are the combination of 2 

independent variables and 7 groups. The following are the summarized 2 thesis. 

If the amount of EITC which received last year, increse, the labor days will 

increase this year in 7 groups. If people recognize that they are qualified for the 

EITC last year, the labor day will increase this year in 7 groups.

  The research result proved that if the amount of EITC increase last year, the 

labor days increase this year in 5 groups. If the amount of EITC is 1,000,000 

won, labor days of irregular workers increase by about 27 days during 

2008-2011. In the same condition, labor days of irregular workers increase by 

about 16 days during 2008-2016. About 13 labor days of earned income 

household are increased during 2008-2011, If the amount of EITC is 1,000,000 

won. About 11 labor days of earned income household are increased during 

2008-2016 in the same condition. About 5 labor days of self employed household 

are increased during 2008-2016 in the same condition. However, result for the 

no child household and the single household over 60'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crease of labor days of irregular household during 2008-2016 

are largest and the increase of labor days of self employed household during 

2008-2016 are smallest. 

  The reason for the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which is the increase of labor 

days as the amount of EITC increase, is interpreted as following : in the phase 

out, the labor days are not decreased. The reason for not decreasing labor days 

in the phase out, are because the workers do not understand the EITC or they 

can not freely reduce the labor day even though they understand the EITC, 

according to the Bruce Meyer(2010). For the irregular workers, though they 

received EITC, the total sum of income including EITC are still too low so tha 

the income effect can not exceed the substitute effect. 

  However, the recogni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7 groups. The 

reason can be explained by the low degree of recognition, inaccurat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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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spite the correct recognition, it does not consist with the expected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earch analysis result, first, it implies to expand EITC for 

irregular workers because they are the most sensitive to the EITC among the 7 

group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Eitc, but also another policy 

mix like market structure intervention for self-employment household because 

EITC effect the work incentive weakly to them. In addition, for the single 

household over 60’s, it might be necessary to consider labor demand side policy 

as well as EITC. 

  The degrees of the recognition for the qualification of EITC are especially low 

among self employed household and single household over 60's. In order to 

increase the degree of recognition, the promotion for self employed household 

and single household over 60's is required. In addition, for the single house over 

60's, another application method that the government apply EITC on behalf of the 

senior citizens and they will bring the documents later, could be allowed with 

recent method together. 

  Sample size of household who received EITC for some group, information about 

monthly working day of self-employed workers, not analysing the effect by the 

phare in, flat, phase out, an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n spouse’s information 

are some limit of this research. 

  Key Words: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Work Incentive, Pa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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