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주의 정보 21-18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ert P. Murphy, 

Why Biden and Krugman Are Wrong about the $15 Minimum Wage 

19 February, 2021 

 

바이든과 크루그먼이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틀린 점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15달러의 최저임금을 부과하면 경제 전체가 상승세를 탈 수 있

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역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일

자리가 사라진다는 증거는 적어도 현대 미국에는 없다고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정말 

그럴까? 최저임금 인상이 미숙련 노동자들을 해칠 것이라는 자유시장 지지자들의 주장은 

그저 비과학적인 헛소리에 불과한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바이든과 크루그먼이 틀

렸다. 실증적 증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물며 데이터 역시 최저임금의 인

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제안은 매우 공격적이기에, 수백만의 젊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취업에 큰 지장을 

미칠 것이다. 

 

최저임금의 교과서적 설명 

 

경제학 입문 수준에 맞춘다면, 수요-공급 곡선을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시장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중에 노

동자의 잉여를 유발한다. 만약 저숙련 노동자의 시장청산 임금이 시간당 5달러이고, 이 

임금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저숙련 노동자가 10만 명이며, 고용주들 역시 10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다면, 충분한 고용이 달성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최저

임금을 시간당 8달러로 정한다면, 노동자들은 5달러가 아니라 8달러로 일하기를 원하게 

되지만,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생긴다. 예컨대 10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하



기 보다 8만 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2만 명이 영구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최저임금이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고용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소한의 금액을 제공하라고만 강요한다. 만약 노동자가 고용주를 

위해 최저임금만큼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

다면, 그를 고용하는 것은 손해가 될 것이다. 고용주들은 자선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

을 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노동의 "경제화"이다. 즉, 기계

를 더 많이 투입하거나 더 적은 수의 보다 유능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경험적 증거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경제학자는 이 기본적인 설명에 동의

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10% 인상하면 10대 노동자의 고용이 1~3% 

감소한다는 게 실증 연구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1990년대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4년의 연구는 뉴저지의 최저임

금 인상이 패스트푸드점 고용을 증가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최저임금 외에 다른 변

수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과서의 지혜와는 

달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고용에 무시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의 영구실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도 많이 있

다. 2007년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미국과 해외에서 발표된 100개 이상의 연구를 요약

하여 여전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폴 크루그먼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것이다. 크루그먼이 의미하는 바는, 최저임금의 영향

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그가 선호하는 결과를 산출하기에 적절한 변수 통제를 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물론 크루그먼과 조 바이든조차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달러로 인상하면 노동자들이 피

해를 입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즉,설령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주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고

용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자는 제안이 바로 그

러하다. 

 

15달러의 최저임금은 매우 공격적이다 

 

2019년에 최저임금 지지자들이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15달러 미만의 임

금을 수령하는 노동자는 2810만 명이다. 이는 임금노동자의 약 19%를 차지한다. 이전에 

최저임금이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할 때는 임금 노동자의 4%에만 영향을 미쳤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의 최저임금 상승은 그 동안의 물

가 상승을 고려하도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인 것이다.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은 미국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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