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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법안이 통과된 후, 두 도시의 식당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과 미네소타 대학이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세인트폴의 식당과
소매업자들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감원과 시간단축을 시작했다. 세인
트폴보다 2년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한 미니애폴리스는 같은 기간동안 3000여개 식
당 일자리를 잃었다. 연구원들은 이 조사 결과가 식당들이 의무적인 임금 인상에 상당히
민감함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임금 인상이 완전히 단계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인트폴에서 가
장 작은 사업체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를 기록하게 되는 2027년까지, 사업체 규
모에 따라 다른 속도로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세인트폴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 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 추정치는 다른 최저 임금 연구
들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 상당히 크다, 이는 두 도시의 일부 사업체들이 인건비 상승이
닥쳤을 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최저임금법의 숨겨진 비용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두 도시의 큰 일자리 감소 폭이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연방 구제 검사, 사회 불안, 노동력 부족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을 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실직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
니다. 경제학자 안토니 데이비스와 정치학자 제임스 해리건이 관찰한 바와 같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미국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식당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외식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때문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물론 임금 인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트레이드오프를 동반한다.
근로자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복리후생의 손실을 겪는다. 하
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강조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상은 줄어들고 심지어 두 배의 작
업 부담이 발생한다.

어떠한 트레이드오프도 노동자들에게 와 닿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최악의 효과(완전
한 실직 상태)보다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임금으로 당신은 실업을 대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최저임금법이 고용을 줄인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진보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빈곤과 싸우고 있다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은 최저임금법이 빈곤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의 첫 번째 레슨에서 헤
즐릿은 “저임금을 받는 것이 실업을 대신한다”라고 말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최저임금법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지지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았다.

모든 최저임금 인상이 같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의 시장 가치보다 훨
씬 낮은 최저 임금은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 완만한 인상은
높은 임금 수준보다 덜 해로울 것이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이 보여주듯이,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를수록 경제적으
로 더 해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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