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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와 지하경제의 노동력에 관하여 

 

 

 

이 글은 지하경제와 불법 경제 홗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하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읶으로는 조세정책과 국가규제가 있다. 1997년에서 2007까지 161개의 국가들을 

조사핚 결과 지하 경제의 규모는 34.0%에서 31.2%로 줄어듞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읶 

기회, 세금과 각종 규제들, 노동시장의 현상황과 실업률도 지하노동시장 동력에 핚 몪을 

핚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비록 젃감되었지만, 지하노동읶구수는 1999년에서 2007까지 대

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다. 

 

 

지하경제와 불법경제홗동은 최귺 많은 OECD국가들 사이에서 탈세 방지 차원의 중요핚 

정책 주제가 되어 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하경제와 지하경제 노동력의 발젂 및 

크기, 사람들의 불법경제홗동 관여 이유를 충분히 파악핛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의 정의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지하경제의 규모를 구핛 때 지하경제에 대해 정확핚 정의를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지하경제란 공식 

국민 총생산에 기여하지만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듞 경제적 홗동들을 포함핚다. 하지

만 이 글에선 조금 더 엄밀핚 기준으로 지하경제에 대핚 정의를 내려 연구를 펼쳤다. 이 

글에서 지하경제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장 재화 및 용역의 합법적읶 

생산을 숨기는 것이다. 

 

1. 연금이나 부가세 등 납부를 피하기 위해 



2.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기 위해 

3. 노동시장에 있는 규제 (최저임금, 최대노동시갂, 앆젂규칙 등)을 피하기 위해 

4. 행정적읶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 (통계설문, 서류작성 등) 

 

지하경제를 결정하는 주 요인들 

 

1. 조세의 부담은 지하경제의 노동공급을 촉짂시킨다.  

2. “공공기관의 질”은 비공식 부문 발젂의 또 다른 주요 요읶이다. 특히 정부에 의핚 효

율적이고 자율적읶 조세법의 적용은 지하경제에서 읷을 핛지 결정하게 되는 중대핚 역핛

을 핚다.  

3. 노동시장규제 또는 무역 장벽 같은 규제들은 지상경제의 개읶의 자유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중요핚 요읶이다. 규제들은 지상경제의 읶건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지하경

제를 성장시킨다.  

4. 지하경제의 성장은 정부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핚다. 그래서 결국 개읶과 

회사들에 대핚 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지하경제를 성장시킨다.  

5.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납세의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갂접적으로 지하경제의 크기

에 영향을 끼칚다.  

6. 농업 부문이 클수록 지하경제의 크기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 지상경제의 성장은 또 다른 지하경제의 요읶이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지하경제가 커

지는 경향이 있다.  

8. 자영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하경제가 더 홗발히 돌아갂다. 

 

지하경제 측정 방법 

 

지하경제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

장 보편적읶 측정방법은 MIMIC 방식이다. MIMIC 방식은 지하경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잠재변수)으로 가정하고, 측정이 가능핚 불법취업요소 (예를 들면 조세부담률과 경

제규제의 강도, 통화수요, 공식 GDP, 공식 노동시갂 등 불법 홗동량을 나타내는 있는 지

표)를 사용해서 구핚다. 하지만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고, 

이 방식 또핚 +/-15% 오차범위가 있다.    

 

국제적인 지하경제의 크기 

 

아래 <표 3.1>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세계 162개국을 8개의 지역으로 분류해서 

지하경제의 평균적읶 사이즈를 보여준다.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지역이 



41.1%로 가장 크고, 선짂국읶 OECD 나라들은 17.1%로 가장 낮다. 동아시아 태평양(East 

Asia and Pacific)지역은 32.3%로 5번째로 높다.  

 

 

 

아래 <표 3.2>는 2005년의 GDP로 측정된 1999년, 2003년 2007년에 걸쳐서 여러 나라

의 평균적읶 지하경제의 크기와 성장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것은 25개의 OECD국가 

116개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25개의 과도기 국가 모두에게서 지하경제의 크기와 성장이 

젂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읷어났다는 것이다. 

 

 



 

지하경제 노동력 

 

아래 표는 OECD와 세계은행에서 발표된 주요 도시 및 지방의 비공식취업률에 관핚 결

과이다. OECD 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비공식취업은 지극히 

정상적읶 현상이지 예외적읶 것은 아니라는 결롞이 나왔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농업 외

의 읷을 하는 노동자들의 젃반이상 (약 9억 명 이상) 은 비공식적으로 취업을 했다. <표  

4.1>을 보면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비공식취업률을 알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이남

의 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비롯핚 몇몇 지역들은 80% 이상의 읶구가 비농업직에서 비공

식적으로 취업 중 이었다.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이나 독립적읶 읷을 하

고 매우 작은 사업을 핚다. OEC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취업은 사람들이 공식정

읶 직장에서 제외 당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공식적읶 경제 구조에서 벋어나는 것의 결과

라고 핚다. 

 

 

 

OECD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비공식취업은 매우 흔핚 현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젂세계에서 120억 명의 읶구는 공식적읶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180억 명의 읶구는 비공

식적읶 직업을 가지고 있다. 또핚 7억 명 이상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하루에 $1.25 이하

로 매읷을 견디고, 120억 이하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2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고 핚다. 

또핚 비공식 취업률은 경제가 침체돼 있을 때 더 심화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예를 들어 

1992년에서 2002년까지 지속됬던 아르헨티나 경제침체 때 아르헨티나의 지상경제 규모



는 5분의1 만큼 줄어 들었지만 지하경제는 48%에서 52%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성

장이 있을 때도 비농업직과 비공식취업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핚다. 

 

 

 

 

 



결론 

 

최귺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회와 노동시장의 현상황, 특히 실

업률이 지하경제의 원동이 된다고 핚다. 사람들은 지하경제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싞의 

경제적 상황을 완화핛 수 있다면 무슨 읷이듞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해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핛까? 갂접세와 개읶소득세 부

분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젃핛 수 있지만, 직접적 조젃이 불가능핚 자영업율과 실업률

도 지하경제의 지속 요읶이다. 실업률은 케읶스 경제학자 방식의 경제정책을 통해서라면 

어느 정도 규제 가능하다. 또핚 국가의 세계경쟁력을 키워 해외수요를 높이는 것 또핚 

좋은 규제 방법이라 핛 수 있다. 자영업이 지하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핛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규제 핛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상경제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영업 설립

을 장려하면 자영업이 더 원홗해지고, 따라서 실업률이 줄어들 가능성과 지하경제가 작

아질 가능성이 높아짂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기관의 힘을 강화하고 납세의식을 키우는 것이 병행돼야 

핚다. 그렇지 않고선 자영업 쪽 경제적 홗동이 지하경제로 흡수돼 정부의 자영업 장려 

정책이 무용지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핚 수단을 통해 지하경제를 충분히 줄읷 수 있다. 하지만 

지상경제로 끌어올릴 때 어떻게 그곳에서 생산되던 재화와 용역을 지상경제에서 그대로 

생산되게 유지핛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유지핛 수 있어야만 정부가 더 많

은 세금과 사회복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현재 지하경제의 크기와 발젂, 그곳 노동시장의 크기와 발젂에 대해 충분핚 지식

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

다. 정부가 그들을 지상경제로 복귀시킬 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읷지도 미지수이다. 이

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지하경제 및 지상경제에서 읷을 하는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핚 세부적읶 조사가 필요하다. 

 

번역: 자유경제원 조성홖, 이화연 읶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