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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이란 본질적으로 실증적 개념이 아니라 규범적 개념이다. 즉 개개
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 구체적 개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생산성임금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임금수준 결정방법 중의 하나로서 명목
(실질)임금 인상률을 명목(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같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임금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치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하나는 “임금은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임금 자체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두 가지 가치판단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동
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산성임금제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이상
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과 “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 이내에서 결
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 그리고 “임금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 모두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임금제를 거시적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적정임금
결정방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주제어: 가치판단, 노동기여도, 소득분배, 생계비, 지불능력
I. 문제의 제기

생산성임금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임금수준 결정방법 중의 하나로서 명목(실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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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을 명목(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같게 결정하는 것이다. 해마다 임금교섭 시기만
되면 노․사 중앙조직들은 각각 임금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 지침 중에는 생산성임금
제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 거의 예외없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
총)는 거의 매년 생산성임금제 또는 그 파생형을 근거로 임금인상제시율을 산출해 오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때때로 노동생산성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요구율
을 산출해 오고 있다. 또한 1995년도에는 노동 관련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된 임금연구회
가 적정임금인상률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산출 근거도 역시 생산성임금제였다. 이와
같이 거시적 임금결정 과정에서 생산성임금제가 자주 적용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임금을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정임금이란 본질적으로 실증적 개념이 아니라 규범적 개념이다. 즉 개개인의 가치판
단에 따라 그 구체적 개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아주 인정이 없는
사용자라면, 임금은 근로자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욕심이 아주 많은 근로자라면,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한 모든 부가가치는 임금으로
돌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양 극단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치판
단과 적정임금의 구체적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임금의 구체적 개념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임금의 모색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우선
개인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적정임금의 개념에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그 개념의 바탕에 깔린 가치판단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가치판단에 동의할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집단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적정임금의 개념을
현실사회에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 개념의 바탕에 깔린 가치판단에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그 적정임금의 개념은 현실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회에 적용해도 좋
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경제학 관련 문헌을 보면 생산성임금제에 관한 공식은 쉽게 발견할 수 있지
만, 그 공식의 바탕에 깔린 가치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
1)

2)

3)

상세한 내용은 김대모(1996) 및 김재원(1989) 참조.
년도 임금연구회(1995).
예를 들어 배무기(2002), 조우현(1998), 박덕제․이원덕(1995), 김수곤(1993) 등은 생산성임금제의 공
식만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박세일(1987)은 생산성임금제의 공식에 더하여 적정임금의 요건으
로서 i) 인플레 중립적일 것 ii) 노동분배율을 장기적․점진적으로 증대시킬 것 iii)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계비․근로자의 생산적 기여도를 반영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주로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박훤구․박영범(1989)은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할 때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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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성임금제의 공식에 따라 산출한 임금인상률을 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논
리적 근거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임금결정방법 내지 공식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적정임금 결정방법으로서의 생산성임금제의 바탕에 깔린 가치판
단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치판단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II장에서 논의한다. 제III장에서는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IV장에서는 생산성임금제의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
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II. 생산성임금제의 바탕에 깔린 가치판단

거시적 차원에서의 적정임금 결정방법으로서의 생산성임금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가치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한 가지는 “노동에 대한 보수, 즉 임금은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임금 자체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가치판단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산성임금제에 따라 산출한 임금
인상률을 적정하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차례로 검토해 보자.
1. 가치판단(1): 임금은 노동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생산성임금제의 바탕에 깔린 한 가지 가치판단은 “임금이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
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으로부터 생산성임금제가 어떻게 도출되
는지의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이 가치판단이 얼마나 현실타당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자. 예컨대 몇 사람이 함께 일하여 얻은 결과를 서로 나누어 가질 때 기여를 많
이 한 사람일수록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즉 우리
주위에는 각자 자기가 기여한 것만큼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가치판단에 동의하는 사람
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의 결과 중에서 노동의 몫인 임금이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대단히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판단에 바탕을 둔 임금결정방법이라면
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영배․윤봉준(1991)은 생산성임금제에 관한 이론전개 과정
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본 논문의 식 (3)을 도출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다만 생산함수와 관련하여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라는 특수한 형태를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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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곧 현실적인 적정임금 결정방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제 위의 가치판단으로부터 생산성임금제를 도출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
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라는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으로 규정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생산이란 본래 노동․자본 등 여러 가지 생산요소들이 함께 투입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노동만의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노동의
기여도를 간접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
먼저 경쟁시장의 논리에 따라 “모든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여기서 결정되는 임금수준은
노동의 기여도와 같아질 것이다”라는 명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임금수
준이 노동의 기여도보다 높으면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임금수준이 떨
어질 것이고, 반대로 임금수준이 노동의 기여도보다 낮으면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공
급이 감소하여 임금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고전학파 경제모형에 의하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경쟁적일 경우에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이
들 두 명제로부터 이른바 삼단논법에 의하여 “노동의 기여도는 곧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임금은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을 반영하
는 임금결정방법은 다음 식으로 표시되며, 따라서 이 식을 본래의 의미의 생산성임금제라
고 볼 수 있다.
4)

5)

6)



    ⋅

(1a)

또는
이 도출 과정은 본래 김대모(1979)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여기서는 방법을 약간 달리하여 도출한
다.
5) 경제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를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을 ‘(한계)노동이 기업의 수입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우현(1998: 133) 및 전영서(1998: 603) 참조. 이러한 견해는 노동시장과 생산
물시장이 모두 경쟁적인 경우에는 물론 그 논리적 타당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노동
시장은 경쟁적이지만 생산물시장은 비경쟁적인 경우에는 ‘(한계)노동이 기업의 수입에 기여한 것’은
 이 아니라 이보다 더 작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  )이며,
따라서 왜 이 경우에도  을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로 보아야 하는지 그 논리적 타당성을 수
긍하기 어렵다.
6) 이 명제에 관한 설명은 대부분의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배무기(2002), pp.
79-88 및 pp.113-116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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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명목 임금수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생산물가격
  노동의 한계생산
  실질임금수준






어떤 변수 의 변화율 또는 증가율 (  )을 로 표시하고, 위의 식을 증가율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또는


  

  
  


(2a)

  




(2b)

그런데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의 생산성임금제를 직접 적용하려면 현실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즉 위의 식에서 노동의 한계생산  은 개념적으로는 측정가능
한 것이지만, 실제로 측정하려면 필요한 통계자료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을 측정하려면 노동투입량을 한 단위 변동
시키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량의 변동을 조사해 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을 측정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동을 실제로 시행해 볼 기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노동투입 및 생산의 변동량이 아닌 총량에 관한 통계자료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총량의 比로 표시되는 노동의 평균생산  은 비교적 쉽게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  의 관계만 알 수 있다면 위의 식으로 표시되는 생산성임
금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별로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가정, 즉 생산함수
      (단  =부가가치 또는 국민소득,  =자본,  =노동)가 1차동차함수라는 가정
과 생산요소간 대체탄력도가 1이라는 가정을 전제하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7)

7)

8)

거시적 차원에서 생산함수가 1차동차함수라는 가정은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현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산요소간 대체탄력도와 관련하여 남성일(1990)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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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위의 식 (2a) 또는 식 (2b)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되며, 이것이 통상적인 의미의
생산성임금제이다.
또는
여기서


  


 
   

(4a)



  


(4b)

 



노동의 평균생산 또는 통상적 개념의 실질 노동생산성
노동의 평균생산가치 또는 통상적 개념의 명목 노동생산성

2. 가치판단(2): 임금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성임금제의 바탕에 깔린 다른 한 가지 가치판단은 “임금 자체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에는 기능적 분배와 계층간 분배의 두 가지 개
념이 있는데, 거시적 차원에서 “기능적 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즉 “노동소득분배율(labor's income share)이 감소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층간 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계층간 소
득불평등도가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우선 이들
가치판단이 얼마나 현실타당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한다. 만일 이
러한 상황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면 임금노동자들의 상대적 생활수준은 급속하
게 악화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반대할 것으로 생각된
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들의 결과를 종합하면……대체탄력성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상당히 작다는
것”인 반면에,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는 “생산직 노동과 자본 간, 그리고 사무직 노동과 자본 간에 모두
대체탄력성은 1보다 훨씬 크다”고 상반된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창영(1972)은 제조업부문
에 대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체탄력도는 1과 유의성이 있을 정도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김대모(1979)는 제조업부문 전체에 대한 대체탄력도를
0.92로 추정하고 있으며, 김영배․윤봉준(1991)은 제조업 세분류별로 수출 대기업, 수출 중소기업, 내
수 대기업, 내수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대체탄력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단순 평균치를 구하면
1.01이 된다. 따라서 제조업부문 이상의 거시적 단위에 대해서는 대체탄력도가 1이라는 가정이 상당한
현실타당성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8) 유도 과정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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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 또는 “기능적 분
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층간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소득분배가 ‘개
선’된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하는 것을 ‘바람직한 현상’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층간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 또는 “계층간 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판단에 바탕을 둔 임금결정방법이
라면 그것 역시 현실적인 적정임금 결정방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생산성임금제를 도출하기 이전에 또 한 가지 검토할 것이 있다. 즉 그것은 기능적 분배
와 계층간 분배와의 상호관계이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소득총액은 노동소득과 자본소
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
로 노동소득의 비율이 더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자본소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러므로 만일 거시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면−따라서 자본소득분배율이 증가
한다면−그 영향이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계층간 소득불평등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요컨대 기능적 분배가 악화되면 계층간 분배도
악화된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능적 분배에 관한 가치판단과 계층간 분
배에 관한 가치판단 중 어느 것으로부터 생산성임금제를 도출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마찬
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해서는 안된다”는 가치판단으로부터 생산성임
금제를 도출해 보자. 우선 노동소득분배율 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9)



또는


여기서

 

  


  

















명목임금수준
  실질임금수준
  생산물가격 또는 물가
  노동
  실질 부가가치 또는 실질 국민소득


9)

여기서의 도출 과정은 김대모(1979)에 발표된 것과는 전혀 다르며, 훨씬 더 간단하다.

(5a)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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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평균생산 또는 통상적인 개념의 실질 노동생산성
 노동의 평균생산가치 또는 통상적인 개념의 명목 노동생산성

   





위의 식 (5a) 또는 식 (5b)를 증가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는


  
   
 
  
  

(6a)


  
 

(6b)

여기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은 곧 “노동소득분배율이
불변 또는 증가해야 한다( ≧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가치판단을 충족시키려면
다음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또는


  
 ≧ 
 


(7a)

 ≧ 


(7b)

요컨대 “임금 자체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을 충족시킬
 또는 
    
이 되어야 하며, 이것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인상률은 
은 곧 식 (4a) 또는 식 (4b)로 표시되는 생산성임금제를 의미한다.




3. 기타 가치판단과 생산성임금제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치판단 이외에도 적정임금을 결정할 때 흔히 제기되는 가치판
단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그 한 가지는
주로 노동계에서 내세우는 논리로서 “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이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주로 경영계에서 내세우는 논리로서 “임금은 기
업의 지불능력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며, 나머지 한 가지는 정부나 학
계에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로서 “임금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10)

10)

실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해마다 내놓는 임금지침은 거의 전적으로 이 생계비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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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판단이다. 과연 생산성임금제는 이들 가치판단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먼저 생계비 논리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위의 식 (4b)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생산성임
금제란 실질 임금인상률을 실질 노동생산성증가율과 같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
질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음(－)이 아닌 한, 실질 임금수준은 적어도 현상유지 내지 상승하
게 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생계비 충족률도 적어도 현상유지 내지 개선되게 마련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비농업 전산업에서 실질 노동생산성이 음의 증가율을 나타낸 해
는 1980년도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하면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이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은 거의 전적으로 충족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불능력 논리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국민소득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양분된다고 할 때,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하여 실질 임금인상률을 실질 노동생산성증가율과
같게 하면, 위의 식 (6b)에 표시된 바와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은 불변인 채 일정하게 유지
되며, 따라서 자본소득분배율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자본소득 총액도 노동소득 총액과
같은 율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음(－)이 아닌 한,
실질 자본소득 총액은 현상유지 내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거시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
도 현상유지 내지 개선되게 마련이다. 요컨대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하면 “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도 거의 전적으로 충족된다고 보아도 좋
을 것이다.
실질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음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충족률과 기업의 지불능력이
모두 악화되겠지만, 이것은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오
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생산성임금제는 실질적으로 생계비 논리
와 지불능력 논리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그 원인에
따라 비용 상승형과 수요 견인형으로 분류되며, 임금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전자에
속한다. 그런데 생산성임금제 식 (4a)에서 물가상승률( )이나 명목 노동생산성증가율
 )을 적용할 때에는 누구나 당연히 임금 이외의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
적용할 것이며, 사전적으로 임금 자체 때문에 생기는 물가상승률까지 예상하여 적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임금제는 그 적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금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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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생산성임금제의 적용상의 유의사항

식 (4a) 또는 식 (4b)로 표시되는 생산성임금제는 얼핏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는가, 생산성임금제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부문과
같은 미시적 단위에 적용해도 좋은가, 이른바 임금부상효과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생산성임금제를 꾸준히 적용해 나간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
는가, 생산성임금제는 비경쟁적 노동시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러
한가 등을 차례로 검토해 본다.
1. 노동생산성의 올바른 개념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에 대한 생산의 比로 정의된다. 그런데 노동투입과
생산의 측정 단위를 각각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구체적 개념은 여러 가지
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분자인 생산은 물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
자를 물적 노동생산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가치 노동생산성이라고 부른다. 가치 노동생산
성은 다시 생산을 총 생산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부가가치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분모인 노동투입의 측정 단위로는 人-時間(man-hour), 人-日(man-day), 人-月(man-month)
등이 많이 쓰인다. 이러한 분자의 측정 단위와 분모의 측정 단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많은 개념의 노동생산성이 정의되며, 이들 개념은 각각 그 특성과 용도가 다
르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는 올바른 개념의 노동생산성을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
한 일이다.
우선 생산의 측정 단위만을 고려할 때, 생산성임금제 식 (4a) 또는 식 (4b)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개념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다. 왜냐하면, 임금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곧 생산
활동의 결과를 노사간에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사간에 나누어 가질 생산활동의 결과란 바로 勞와 使가 함께 창출한 부가가치이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노동투입의 측정 단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의 것이 적합하다고 일반적으
로 말할 수는 없고, 임금의 측정 단위와 일치시키기만 하면 된다. 예컨대 우리가 결정하려
는 임금이 人-時間當 임금이라면 노동투입의 측정 단위도 人-時間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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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성임금제의 올바른 적용 단위

생산성임금제는 그 공식 (4a) 또는 (4b)만을 본다면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 또는 전체
경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위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이들
공식에 포함된 변수들은 전체 경제와 같은 거시적 단위로부터 개별 기업과 같은 미시적
단위로 내려갈수록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한다면 미시적 단위일수록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임금제는
그 이론적 근거로 보나 현실적 여건으로 보나 개별 기업의 임금수준 결정방법으로는 중대
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이론적인 문제점을 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식 (2a) 또는 식 (2b)로부터 식 (4a) 또
는 식 (4b)를 유도하려면 식 (3)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식 (3)은 생산함수가 1차동차함수
라는 가정과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도가 1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그런데 이
들 가정은 거시적 단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별 기업
에 대해서는 그 기업 고유의 특수성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들 가정
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식 (2a) 또는 식 (2b)로부터 식 (4a) 또는 식 (4b)를 유도할 수 없고,
따라서 전자가 노동의 기여도를 반영한다고 해서 후자도 노동의 기여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다만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은 식 (2a) 또는 식 (2b)나 식 (3)과는 관계없이 직접 식 (4a) 또는 식 (4b)로 연결되
기 때문에, 이 가치판단에 바탕을 둔 생산성임금제는 개별 기업에 적용하기에 적어도 이론
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 문제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 문제점이다. 개별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이른바 비교임금, 즉 업종․규모․지역
등의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
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해서 비교임금보
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줄 수는 없으며, 반대로 자신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해서 비교임금보다 월등하게 높은 임금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임금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임금결정방법도 독자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생산성임금제는 개별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절하
지 못하다. 그렇다면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비록 그 정도는 덜하지만, 개별 산
11)

11)

따라서 비교임금은 곧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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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에도 위에서 지적한 이론적 및 현실적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하기에 올바른 단위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뿐이라고 하겠다. 다만 대부분의 생산이 자영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농업부
문은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체 경제에 생산성임
금제를 적용하여 적정임금 인상률을 산출하고, 개별 기업이나 산업은 각각의 성과에 따라
＋＿α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3. 임금부상효과의 처리 문제

일반적으로 어느 한 해의 실제 임금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노사간의 임금교섭에서 결정
되는 인상률 부분과 임금교섭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인상률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를 협약인상률이라 부르고 후자를 임금부상(wage drift)에 의한 인상률이라 부른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비농업 전산업의 실제 임금상승률은 9.4%이었는 데 비하
여 협약임금인상률은 6.4%이었으며, 그 차이 3.0%포인트는 임금부상에 의한 것이다.
임금부상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직종의 노동에 대한 수요
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기업간에 채용 경쟁이 심해져서 협약인상률과는 별도로 그 직종의
임금이 급속하게 상승할 수 있다. 특별상여금이나 성과배분과 같은 특별급여를 지급해도
협약인상률과는 별도로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연공서열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
라에서는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증가하면 그 자체로 임금인상 요인이 된다. 일반적
으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고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개인의 임금이 고정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평균 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생산성임금제에 따라 산출된 임금인상률은 적정한 실제 상승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임금부상에 의한 인상률 부분을 뺀 나머지가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결정할 적정한
협약인상률이 되는 것이다.
4. 노동소득분배율의 제고 문제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
소득분배율은 장기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Kuznets의 추계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1900년대의 76%로부터 1950년대에는 81%로 증가했
12)

에서 재인용.

12) Kuznets(1966), pp.168-170. Reynolds(1982),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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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국의 경우에는 1860년대의 54%에서 1950년대에는 75%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한
경제가 성장해 감에 따라 총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상은 매우 바람직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총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980년의 47%에서 1990년에는
61%로 그리고 2003년에는 65%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가구의 상대적 생활수준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물론 적어
도 현상유지되기 위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증가해야 하며, 필요하다
면 인위적으로라도 증가시켜야 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즉 생산성임금
제를 꾸준히 적용해 나갈 때 과연 노동소득분배율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겠는가?
  
 또는 
식 (6a) 또는 식 (6b)에 의하면, 생산성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즉 
  
가 성립되게 할 경우,   이 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은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구의 상대적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성임금제를 전체 경제에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생산
이 자영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농업부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
게 하면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체 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소득 중 농업부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을 포함한 전체 경제에서
의 노동소득분배율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요컨대 생산성임금제를 꾸준히 적용해 나간다고 해도 농업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경제에
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느리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에는 생산성임
금제에 따라 산출한 것보다 임금을 다소 더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5. 비경쟁적 시장에의 적용 적합성 문제

생산성임금제는 경쟁시장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비경쟁적 시장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인수(1992)는 생산성임금제에 대하여 “이 이
론의 가정 자체가 완전경쟁시장에서 출발하므로 현실과는 어느 정도 다르며……”라고 말
함으로써 비경쟁적 시장에의 적용 부적합성을 암시하고 있다.
13)

13)

정인수(199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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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의 주장은 생산성임금제의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 중에서 “임금은 노동의 기여
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에 근거한 생산성임금제만을 비판 대상
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임금 자체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
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에 근거한 생산성임금제는 위의 주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따라서 그 적용의 적합성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위의 주장은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의 임금’에 근거한 생산성임금제만을 비판 대
상으로 하면서도, 그러한 생산성임금제의 이론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 이론의 가정 자체가 완전경쟁시장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
르다. 위의 제II장 제1절이 바로 그 이론인데, 여기서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는 노동
의 기여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내기 위한 명제의 도
출과정, 즉 “노동의 기여도는 곧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명제를 도출하
는 과정에서만 쓰이며, 생산성임금제 자체의 도출 과정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요컨대
생산성임금제는 전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실 생산성임금제는 오히려 현실시장이 비경쟁적인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신고전학파 경제모형에 의하면 모든 시장이 경쟁적인 경우에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시장기구를 통해서 임금이 자연적으
로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따라서 생산성임금제와 같은 인위적인 임금
결정방법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시장이 비경쟁적인 경우에는 임금이 노동의 기
여도와 달리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인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생산성임금제가 필
요한 것이다.
IV. 생산성임금제의 적용 사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성임금제 또는 그 파생형은 노․사 중앙조직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거시적 차원의 적정임금인상률 산출방법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아래에 소
개하는 ’95년도 임금연구회(1995)의 사례는 그 중에서도 생산성임금제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다.
일찍이 노동 관련 전문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인 기업 단위 임금교섭을 효율
화시키기 위해서 국민경제 차원의 임금인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오고 있
었다. 그런데 1993년과 1994년도에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중앙 합의로 이러한 기준을
내놓았지만, 1995년에는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2.4%와 14.8%의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한국경총은 4.4~6.4%를 제시했다. 이에 노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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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자들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사 양측에게 원활한 임금협상을 위한
권고의견을 제시하고자 ’95년도 임금연구회를 구성하였다.
먼저 적정 실제임금상승률은 생산성임금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여기서 논리
적으로는 ‘취업노동자’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통계상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취업자’(즉 노동자+자영업자) 증가율을 대신 적용하였다. 모든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를 적용하였다.
실제 상승률= 실질 GDP 성장률(8.3%)－취업자 증가율(3.9%)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5.1%)
= 9.5%

한편 임금부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근속연수 증가에 따르는 임금부상은 호
봉 승급분이 임금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2.2%, 한국경총 추정)에 근속연수 증가(0.2년,
1989~93년 평균,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를 곱하여 약 0.4%로 추정했고, 사
무직 비율의 증가에 따르는 임금부상은 0.8% (1990~94년 평균,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
사보고서 )로, 그리고 특별급여 증가에 따르는 임금부상은 1.2%(1992~94년 평균,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로 추정했으며, 따라서 총임금부상률은 이들의 합인 2.4%
로 추정했다.
따라서 노사간의 교섭에서 타결할 적정 협약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14)

협약인상률 = 실제 인상률(9.5%)－임금부상률(2.4%)
= 7.1%

IV. 요약 및 결론

적정임금이란, 본질적으로 실증적 개념이 아니라 규범적 개념이다. 즉 개개인의 가치판
단에 따라 그 구체적 개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생산성임금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임금수준 결정방법 중의 하나로서 명목(실질) 임금
인상률을 명목(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같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임금제는
14)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편법 인상이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임금부상 효과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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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치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하나는 “임금은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 자체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가치판단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성임금제는 또한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이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
과 “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 그리고 “임금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 모두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임금제를 거시적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적정임금
결정방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생산성임금제를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노동생산성의
개념으로는 반드시 부가가치 생산성을 써야 할 것이고, 적용 단위로는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체 경제가 적합하다. 생산성임금제에 따라 산출된 임금인상률은 적정한 실제 상승률을
의미하며, 여기서 임금부상 효과를 뺀 것이 적정한 협약인상률이 된다. 생산성임금제를 계
속해서 적용해도 농업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증가하
겠지만, 만일 필요하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증가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산성
임금제는 시장이 비경쟁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임금교섭이 주로 기업 단위로 행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경제 차원의 임금인상 기준이 필요하다. 노․사 중앙조직들이 생산성임금제를 중심으
로 이런 기준을 마련하여 내놓는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비효율을 줄이는 데에는 물론
임금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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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상정한다.
     

여기서
  실질 부가가치 또는 국민소득
  자본
  노동
이 생산함수를 어느 한 등량선( 일정)에 대해서 전미분하면    ⋅   ⋅  
이 되고, 이로부터 다음 식을 얻는다.






   





(1)

여기서

자본의 한계생산
      노동의 한계생산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이제 위의 생산함수가 1차동차함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임의의 상수 에 대하여

        로 되며, 따라서 다
      이 성립하고,   로 놓으면 이 식은



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  

(3)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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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평균생산( ) 또는 실질 노동생산성


위의 식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단       .
      


따라서

        ⋅  


 ⋅  ⋅    ⋅      ⋅  ⋅    ⋅  

또는
         ⋅  




(4)

위의 식 (4)을 전미분한 다음에 양변을 로 나누면 다음 식을 얻는다.
  ⋅ 







 ⋅   ⋅ 
 

⋅

⋅

 ⋅



식 (4)에서   로 놓으면  ⋅    가 된다. 또한 어떤 변수  에 대하여
그 변화율 내지 증가율(  ) 을  로 표시하면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5)

한편 위의 생산함수와 관련하여 생산요소간 대체탄력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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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식 (1)을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6)





  

이제 대채탄력도( )가 1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식 (6)으로부터 다음 식이 성립한다.



  
  

(7)

가 노동의 평균생산( )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식 (5)과 식 (7)으로부터 다음 관계
식을 얻는다.




  



  

(8)

이것이 바로 본문의 식 (3)이다. 생산함수가 1차동차함수라는 가정과 대체탄력도가 1이
라는 가정을 전제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증가율()과 평균생산증가율()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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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gical Grounds of the Productivity-Wage System as a Way to
Determine Reasonable Wage Levels

Dae-Mo Kim
Notions of ‘reasonable’ (or ‘appropriate’ or ‘just’) wages are normative, not positive.
That is to say, different individuals may have widely different notions of reasonable
wages, depending upon their respective value judgements.
The productivity-wage system is a way to determine wages at the macroeconomic level,
making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ominal (real) wage level be equal to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ominal (real) labor productivity. There are typically two value judgements
which underlie the productivity-wage system: One is that ’wages should be determined at
the same level as labor’s contribution to output’ and the other is that ‘wages themselves
should not deteriorate income distribution’. Most people are expected to accept at least
one of these two value judgements.
In addition, the productivity-wage system practically satisfies the following three value
judgements: i) ‘Wages should be determined above workers’ living costs.’ ii) ‘Wages
should be determined within firms’ ability to pay.’ iii) ‘Wages themselves should not
cause inflation.’
Overall, therefore, we may safely conclude that the productivity-wage system is a good
way to determine reasonable wages at the macroeconomic level.

Keywords: value judgement, labor’s contribution to output, income distribution,
workers’ living costs, firms’ ability to p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