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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 용 진**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의 중간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
용과 중소기업의 이윤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실증 분석을 시
도하였다. 사용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2005-2013년 자료) 중 300인 미만
의 중소기업 표본이고 통계모형은 동태적 패널모형이다. 분석 결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간변수들의 경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인당 고정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약한 양(+)의 영향(단측검증
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
로자 비율이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추정치의 부호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고 있다.
소벨 검증 결과,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매개 역할을 하는 1인당 매출액 외의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
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재무성과,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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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초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
년대 중반 이후 100만 명 대 시대에 돌입하였다. 2015년 현재, 고용이 가능한 비자로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12만 명에 이르고, 거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한 불법
체류 외국인 15만 명, 결혼이민자 26만 명 등을 합하면 고용 가능한 외국인이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법무부, 2016). 이들 외국인력 중에서 전문 외국인력 5만 명과 해외동포나
영주권자 중 일부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저학력 저숙련 직종에 취업하
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숙련 직종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무시할 수 없는 규
모로 성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늘어
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근
로자의 존재는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표본 외국인 근로자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1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가 46%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통계들이 숙련도 측면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질적 심화를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낮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양한 각도에 분석될 필요가 있는데, 그 동안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권주안 외, 1995; 김정
호, 2009; 남성일, 2013; 조준모, 2004; 최경수, 2012; 한진희․최용석, 2005). 외국인 근로
자 유입으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그들에 의한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 가능성
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에만 한정될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의미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가 존재한
다면, 그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지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후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측정된 변수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에 관한 연구는 시론적인 분석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유사한 해외 연구로는 Quispe-Agnoli and

Zavodny(2002)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지역별 산업 차원에서 이민유입이 자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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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배합,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서 본 연구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기업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
는다. 국내 연구로는 이규용 외(2011) 정도가 있는데, 본 연구는 그 보고서의 후속 논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의 수가 이처럼
극히 제한적이어서 놀라운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분석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운 데 있다. 이주자의 노동이동이 허용된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에는 이주자들의 기업
간 이동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효과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이나
지역 노동시장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인 근로자의 고용이 특정 산업들에만 허용되고 더구나 기업 간 이동도 제한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얻는 이득에 관해서 기업 간 비교가 더 용이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관리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자료는 외
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부족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와 기업 재무효과 사이의 연관성에 있
다. 즉,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기업 재무효과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임금인하 효과
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연구는 후자에 대한 연구로 대체될 수 있다는 주
장이 그것이다(Freeman, 1998).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임금뿐 아
니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비용 절약
이 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기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뿐 아니라 노
동생산성을 통해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어떤 이론모형이든 실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주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기업
재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이론모형도 실증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있기 때문
이다. 가령, 위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추론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임금인하
효과가 반드시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기업 재무
효과에 관해서도 실증적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순수 이론이 현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
황들을 추상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에 더 가까운 이론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증적 검증도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분석 결과는 실천적인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기도 하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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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내국인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orjas, 1995).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가 보완관계에 있
는가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으로 나뉠
수 있는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보완재로서 이득을 보는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도
결국 그로부터 혜택을 보는 고용주들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
주체별로 비대칭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 효과를 중립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
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을 이룬다. 이처럼 실천적
인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기업들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천적 의미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태적 패널데이터 기법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할당은 정부
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 업종 내에서 특정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의존하게 된다. 개별 기
업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여부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의존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생변수로 전환되게 된다. 이런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의 기업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
화시키고, 동시에 동태적 패널모형이라는 통계기법을 통해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나머지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 이론적 논의를 통
해서 본 연구의 통계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제Ⅲ장에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와 기초 통계들을 정리하고, 제Ⅳ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들을 소개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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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
고 있는 본 연구는 수익성을 최종적인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의 궁극적 목적과
그 행위의 주된 결정요인이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서 수식 (1)로 표현된 이윤함수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

여기서  는 이윤,  는 생산함수,  는 외국인 근로자,  는 내국인 근로자, 아래 첨자
 ,  ,  ,  등은 각각 저숙련 근로자, 고숙련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 등을

가리키고,  는 임금,  는 자본,  은 이자율을 의미한다. 위 이윤함수에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 임금이 동일
한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 변수들 중 고숙련 근로자의 비율, 이자율 등에 관한 정보가
본 연구의 사용 자료에서 명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통계모형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명분이 되고 있는 인
력부족률은 노동생산성과 기업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 함수식에
인력부족률(   )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반영해서 재정리하여 함수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2)

함수식 (2)는 기업 이윤을 노동생산성,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 저숙련 근로자 임금,
고숙련 근로자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

(대표적으로 생산과 비용 등의 2 가지 측면)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
기 위해서는 위의 결정요인 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동시에 그들 결정요인 변수들이 기업의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즉,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에 노동생산성, 저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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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고숙련 근로자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위의 매개변수들이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위의 매개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먼저 수식 (1)에서 우리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이 서로 독립적


이라면 기업의 이윤은 노동생산성(  )에 대해서 양의 함수이고 임금(      )에

대해서는 음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임금수준이 노동비용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질을 통해
서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노동생산성이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는 하지만, 임금이 노동시장 차원에서 외생적으로 결정
된다고 가정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기업 이윤에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계적인 목적에서 회귀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을 동일한 것으로 통제한다
면 임금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음수가 될 것이고, 임금을 통제한다면 노동생산성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양수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노동장비율은 생산비용
과 노동생산성 양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
로만 추론할 수 없어서 실증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된다. 이 수식에서 우리는 노동장비율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기계의 한계생산성과 이자율의 관계 속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노동장비율이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력부족률은 기업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인력부족은 노동의 한계생산과 임금이 같은 수준까지 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 즉 노동의 한계생산이 임금보다 더 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의 해소는
기업의 이윤을 올리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력부족의 존재가 기업의 이윤을 극
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저숙련 근로자 임금, 고숙련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 동안의 선행연
구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가 보완관계에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떨어뜨리고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Borjas, 1994; 1995; 2003).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일차적으로 저숙련 인력의 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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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노동공급 증가로 임금 인하 압력을 받게 된다. 반면에, 저숙련 인력의 고용증가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보완관계에 있는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수요 증가로 나타나
게 되고, 그 결과 고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게 된다. 외국의 선행 실증연구들에 따르
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 입증되
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modest)으로 확인되고 있다(Altonji and Card, 1991;

Card, 2001; De New and Zimmermann, 1994; Dustmann et al., 2003; Friedberg & Hunt,
1995; LaLonde and Topel, 1991). 우리나라의 산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
입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이 규용 외(2011)에서도 대체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저
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
들이 [그림 1-A]에 도해되어 있다(Borjas, 1995). 원래의 노동공급 곡선이 외국인 유입에
따라서   에서   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에서  으로 떨어지
고, 고용은   에서   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사다리꼴 모양의   만
큼 사용자 잉여 증가를 보게 되는데, 그 중 삼각형 모양의  ′  만큼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창출된 잉여이고, 사각형 모양의   ′  만큼은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
금 인하로 인해서 가치가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저숙련 내국인력의 수가 저숙련 외국인력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
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기업의 이득은 상당 부분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
의 임금 인하에 따른 가치이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A) 저숙련 근로자

(B) 고숙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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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B]에 도해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고숙련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이전
의 사용자 잉여는 삼각형     이고, 유입 이후의 사용자 잉여는 삼각형     이기 때
문에 고숙련 근로자의 경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사용자 잉여 변화는 노동
수요 증가 정도와 그에 따른 임금 변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기
업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
자 유입의 임금효과가 노동시장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외
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인건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임금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고용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노동시장이 서로 단절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규모와 기업별 배분을 정
부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는 노동시장과 그렇
지 않은 노동시장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저숙
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배분 절차 중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고용허가
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유입 규모를 결정하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별 배분도 해당 기업의
인력부족 정도나 점수제 등에 기초해서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의 기업 간 이동도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 산업에서도 일관되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허용된 산업 내에서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섹터와 비고용 섹터로 구분할 여지가
남아 있다. 셋째, 외국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문취업제의 경우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주고 있지만, 그들의 주된 취업 분야는 건설업, 음식점
업, 개호업 등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보이
고 있는 이상의 특성들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섹터와 비고용 섹터가 완벽하
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분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섹터 간 구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만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재무효과가 과소 추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
문에 그 통계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다. 이상의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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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다.
가설 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생산성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주된 이유는 우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국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해당 직업 경험 등이 적어서 숙련도도 낮고 학습능력도 떨어질 가능성
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선배나 동료들
로부터 일상적인 기술 전수와 학습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장벽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들이 고도의 숙련을 쌓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저숙련 외국인과 내국인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개인의 숙련 형성뿐 아니라 작업팀의
공동 작업과 팀워크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작업조직의 전반적인 효과성도 떨
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우리나라 내국인 근로자들보다 높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된
다. 여기에서 비교대상 내국인 근로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들에 대해서 내국인 청년층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내국인
청년층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보다는 내국인 중고령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
들이 비교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우리나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국인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노용진․이규용(2012)에 따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동일한 조건의 내국
인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9% 정도 낮지만, 여성 근로자들에 비해서 17%, 중고령 남성 근로
자들에 비해서 11% 정도 더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밖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무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에 적극적이어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1인
당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노동생산성 측정치
가 인당 생산성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점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고용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역으로 그것의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이
라는 가설을 세우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탐색과제를 설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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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과제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장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을 통해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의 임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기계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셈이 된다. 통상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동인을 가지게 되겠지만, 통상 자동화나 기계화는 단순반
복적인 직무부터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숙련 근로자의 과업들이 기계화에 의해
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
용 기업보다 노동장비율을 더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노동장비율을 낮출 것이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그것 자체로서 노동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
으로는 그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긴 하지
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선적으로 도
출하기가 쉽지 않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저숙련 근로자
들의 임금을 떨어뜨려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급은 해당 기업의 임금수준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
의 유입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임금수준을 낮추어서 일부러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
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저숙련 내국인
의 인력부족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
만 명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
명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인력부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인력부족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서 다음과 같은 탐색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탐색과제 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인력부족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용진)

117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매개로 해서 기업의 이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밖에는 이론적으로 단선적인 매개변수들이 발견되지 않는데, 노동생산성은 기업 이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이론적으로 추론되지 않고 있다.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고, 노동장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단선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력부족률은 기업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인력부족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가가 순수 논리적으로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확인
이 필요한 상태이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라도, 그 감소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자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절약 효과가
지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5.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해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정리해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정도이고, 나머
지 변수들인 매개변수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고 있다. 노동생산
성과 인력부족률의 경우 각각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생산성과 인력부족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
론적으로 예측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노동장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론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과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무효과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고 나머지 중간변수들에 대해서는 탐색적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6.1.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2.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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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과제 3.1. 노동생산성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탐색과제 3.2. 노동장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탐색과제 3.3. 인력부족률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고, 부차적 과제로서 그 재무효과의 경로를 탐색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재무효과를 가능한 한 엄밀하게 추정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 근로자의 내생성
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동태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동태적 패널모
형은 오차항의 자기상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의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한
패널모형을 말한다.

                  

(3)

그것의 추정 기법으로는 차분 GMM(Arellano & Bond, 1991)과 체계적 GMM 기법

(Blundell & Bond, 1998)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체계적 GMM 기법을 사용하였다. 체계적
GMM 기법은                   등의 선행 차분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사
용해서 회귀식 (3)을 추정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기법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윤윤규 외(2013)를 참조하길 바람).
본 연구에서 시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매개변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소벨 검증(Sobel

Test)을 사용하고자 한다1). 매개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으로 Baron and
Kenny(1986)의 4단계 접근법과 구조방정식 모형 등이 있지만, 전자는 엄밀한 통계검증 기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후자는 기본적으로 각 경로의 통계모형들이 OLS에
1) 소벨 검증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먼저 3개의 변수(독립변수:  , 매개변수:  , 종속변
수:  )가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매개변수(  )의 통제없이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계수의 추정치를  라 하고, 매개변수(  )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계수의
추정치를  이라고 하면  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소벨 검
증이다. 이것의 추정을 위해서는 독립변수(  )가 매개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와, 독립변수
(  )의 통제 후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를 이용해서 검증하게 된다. 이상
의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벨 검증은 Baron and Kenny(1986)의 4단계 접근법과 유사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지만, 더 엄격한 통계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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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런 사정들을 감
안해서 여기서는 소벨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소벨 검증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나
각 모형들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표본들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검증의 정확성이 떨어지
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엄격한 원칙은 없지만, 표본의 크기가 100 이상일 때
중규모 수준의 매개효과는 잡아낸다고 주장되고 있고(Sobel, 1986)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
에 대해서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벨 검증을 사용하는 데 무
리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서 설정한 본 연구의 통계모형은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본
분석모형의 최종 종속변수는 기업의 이윤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
율이다. 그 두 변수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들로서 노동생산성, 저숙련 근로자 임금, 고숙련
근로자 임금, 노동장비율, 인력부족률 등을 사용했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로서 비정규직
비율, 노조 존재, 시장경쟁 정도, 제품수요 변동, 복수사업체 여부 등도 포함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의 가용 변수를 감안해서, 1인당 영업이익을
기업의 이윤 변수로, 1인당 매출액을 노동생산성 변수로, 고졸 초임 수준을 저숙련 근로자
임금 변수로, 대졸 초임 수준을 고숙련 임금수준으로, 1인당 고정자산액을 노동장비율로,
다수 직종의 인력부족률을 인력부족률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통계모형이 동태적 패널모
형이기 때문에 고정효과와 판별할 수 없는 시간불변적 범주변수들(대표적으로 산업 변수)
은 제외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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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와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5차 웨이브

(2005-2013년)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 단위 조사인데, 그것의 모집단과 표본추
출 방식, 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방식과 절차 등 기본 특성에 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자 한다(그것들에 관해서는 ｢사업체패널조사 가
이드북｣에 상술되어 있으니 참조하길 바람).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 크기는 2005년 자
료에서 1,900개, 2007년 자료에서 1,735개, 2009년 자료에서 1,737개, 2011년 자료에서

1,329개, 2013년 자료에서 1,775개 등인데, 그 중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체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만을 사용한 주된 이유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중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조직규모의 저숙련 외국인 비고용 사
업체들과 비교하기 위한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에 가한 또 한 가지의 제한은 3개
이상의 연도에 남아 있는 표본들만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동태적 패널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개년 이상의 패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들을 통
과하고 본 연구의 사용 변수들에 결측치가 없는 사업체들만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표본의 크기들은 2005년에 245개, 2007년에 291개, 2009년에 284개, 2011년에 307개,

2013년에 270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기초 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의 특성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의 표본들을 구분해서 기초통계를 정리하였다. 먼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표본의 크기를
전체 표본 크기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대체로 20% 전후를 보이고 있다. 즉, 2005년에
는 21.6%, 2007년에는 24.4%, 2009년에는 17.2%, 2011년에는 21.5%, 2013년에는 15.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표본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에 관한 표본을 보면, 대부분의 해에 10% 전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비율이
표본 기간 중 2009년에 11.1%로 가장 높고, 2011년에 9.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 간의 재무성과들을 비교해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전반적으로 더 저조한 상태에 있다.2) 먼저 1인당 영업이익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의 그것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들이 비고용 기업보다 1인당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수준에
2)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매출액, 1인당 고정자산 등을 회귀분석에 사용할 때에는 GDP-deflator로 조정
하였으나, <표 1>에 정리된 기초통계를 구할 때에는 조정하지 않은 값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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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낮을 뿐 아니라, 수익성 변화 추이 측면에서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더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수익성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은 비고용 기업보다 더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노동
생산성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고용 기업보다 1.25배 정도 높은데, 2013년
에는 1.68배로 그 차이가 더 늘어나고 있다. 재무성과상의 이런 차이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의 원래적인 특성 차이인지 아니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라 발생한 차이인지는 기초통계로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귀분석 결과를 통
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1인당 고정자산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노동장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령, 2009년
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고용 기업보다 1인당 고정자산이 2.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가 가장 낮은 해인 2007년에도 1.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런 점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기계화 정도가 비고용 기업보다 매우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 사이의 노동생산성
의 차이 중 일부는 노동장비율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임금수준을 보면, 고졸 초임이나 대졸 초임 모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고졸 초임은 고졸 군필 남성 근로
자의 초임 수준을 가리키고, 대졸 초임은 대졸 군필 초임 수준을 가리킨다. 여기서 고졸
남성 근로자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소
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기피 현상 때문에 청년층보다는 여성 근로자나 중고령 근로자가 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적 대체재일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
터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 정보가 고졸 초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저숙련
근로자 임금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통계 결과들을 보면, 고졸 초임의 경우 저
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고용 기업보다 2-6%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
졸 초임의 경우 0.3-7.0%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대부분의 해에 비고용 기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흥미롭다. 여기서 인력부족률은
다수 직종의 인력부족률을 의미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수 직종인 직접
노동 분야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수 직종 근로자의 인력부족률은 저숙련 외국
인 근로자 배치 직종의 인력부족률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통계 결과들을 보면, 2011년
을 제외하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많게는 2.0%까지 더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결과들로부터 우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중소기업
의 생산직 인력부족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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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
A.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변수

2005(N=53)

2007(N=71)

2009(N=49)

2011(N=66)

2013(N=42)

외국인 비율

9.7(6.0)

9.9(9.9)

11.1(10.4)

9.4(9.0)

10.4(14.7)

인당 영업이익

9.9(12.9)

10.4(19.1)

14.8(23.7)

9.5(26.0)

-13.1(131.6)

인당 매출액

232.4(146.6)

300.4(284.1)

255.5(176.4)

310.6(238.8)

342.3(317.1)

인당 고정자산

74.9(61.8)

90.7(82.7)

89.8(90.0)

110.6(131.5)

118.8(128.6)

고졸 초임

1621(271)

1782(249)

1896(293)

2031(344)

2113(237)

대졸 초임

1908(353)

2040(327)

2243(349)

2320(365)

2415(276)

인력부족률

6.2(21.7)

2.0(5.8)

2.6(7.3)

2.3(4.8)

1.0(2.2)

124.7(70.5)

129.1(99.6)

149.7(172.6)

125.0(107.5)

142.0(94.4)

근로자수
비정규직 비율

7.5(12.7)

4.6(9.7)

6.1(12.9)

5.4(10.1)

7.4(16.4)

유노조

0.13(0.34)

0.15(0.36)

0.16(0.37)

0.17(0.38)

0.17(0.38)

시장 경쟁

3.87(0.88)

4.03(0.81)

3.90(0.85)

3.92(0.83)

3.69(1.00)

수요 변동

3.64(0.92)

3.23(0.91)

3.45(0.98)

3.20(1.10)

3.07(0.92)

복수사업장

0.40(0.49)

0.39(0.40)

0.27(0.45)

0.30(0.46)

0.40(0.50)

2005(N=192)

2007(N=220)

2009(N=235)

2011(N=241)

2013(N=228)

12.6(55.8)

19.2(51.7)

24.8(57.4)

47.1(278.2)

64.8(641.3)

B. 외국인근로자 비고용 기업
변수
인당 영업이익
인당 매출액

291.1(324.7)

364.8(437.7)

445.9(649.4)

526.3(724.3)

576.5(999.0)

인당 고정자산

124.2(212.4)

132.4(230.6)

233.0(805.5)

230.6(647.8)

222.6(485.8)

고졸 초임

1716(364)

1886(426)

1929(366)

2102(366)

2230(445)

대졸 초임

1971(425)

2144(480)

2249(426)

2435(444)

2576(509)

인력부족률

8.2(83.0)

2.6(10.7)

3.4(16.6)

2.0(6.3)

2.7(9.3)

근로자수

98.6(61.9)

96.8(66.3)

94.5(62.5)

95.9(64.8)

94.5(66.2)

비정규직 비율

12.0(19.1)

7.7(17.5)

6.2(14.5)

8.2(17.6)

8.2(17.0)

유노조

0.21(0.41)

0.18(0.39)

0.22(0.42)

0.22(0.42)

0.23(0.42)

시장 경쟁

3.84(1.05)

3.83(1.00)

3.71(0.87)

3.87(0.91)

3.84(0.89)

수요 변동

3.18(0.97)

3.20(0.96)

3.20(0.87)

3.12(0.94)

3.06(0.93)

복수사업장

0.27(0.45)

0.29(0.45)

0.28(0.45)

0.30(0.46)

0.36(0.48)

근로자 수를 보면, 놀랍게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평균적
으로 조직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120-150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
의 평균 근로자 수는 90명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가 조직규모가 적을수록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높여주고 있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할당에 있어
서는 선착순이나 점수제3) 등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3) 종전에서는 선착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할당해오다가 점수제를 2012년 일부 산업에, 2013년에 전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점수제의 항목들로는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인원 비율(낮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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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 통계들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정리된 비정규직 비율은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값인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통계 결과를 보면, 비정규
직 비율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이 비고용 기업보다 다소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더하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된다. 여기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이유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 때문에 비정규직을 더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
터 그런 특성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인지는 이 통계
만으로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일반 특성들을 보면, 유노조 기업의 비율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 중
유노조기업의 비율은 20%를 넘어서고 있으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경우에
는 13-17%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경쟁의 정도는 2007-2011년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
로자 고용 기업이, 2005년과 2013년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기업이 더 치열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수요 변동을 보면,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해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처럼 수요 변동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강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

Ⅳ.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은 <표 2>에서 <표 4>까지 정리되어 있다. 회귀모형은 모두
동태적 패널모형이다. <표 2>에는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을 종속변수들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들이, <표 3>에는 노동생산성, 인력부족률, 노동장비율 등을 종속변수들로 하는 회귀
분석 결과들이, <표 4>에는 수익성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회귀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 노동생산성,
인력부족률, 노동장비율 등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소벨
록 높음 점수를 받음), 신규고용신청인원(적을수록 높은 점수), 고용센터를 통한 내국인 고용인원, 건
설업/농축산어업, 고용허가제 위법 여부, 외국인 근로자 이동 여부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기준들을
보면, 영세기업이라고 해서 가점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영세기업일수록 오히려 이들 요건을 충족하
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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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임금 수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284, T=1～3)
독립변수

종속변수
고졸 초임

대졸 초임

5.580 (0.606)

6.264 (0.528)

Lag(종속변수)

0.239***(0.078)

0.176***(0.068)

외국인 근로자 비율

상수항

-0.003 (0.003)

0.001 (0.003)

인력부족률

0.000 (0.000)

-0.001*(0.000)

log(인당 고정자산)

0.028 (0.027)

0.002 (0.025)

비정규직 비율

0.000 (0.001)

0.000 (0.001)

유노조

0.051 (0.047)

0.051 (0.060)

복수사업체

0.001 (0.025)

0.005 (0.023)

-0.002 (0.008)

-0.001 (0.008)

시장경쟁 정도
수요 변동

0.009 (0.007)

0.010 (0.007)

2009년

0.018 (0.016)

0.049***(0.015)

2011년

0.087***(0.016)

0.103***(0.016)

2013년

0.124***(0.024)

0.150***(0.019)

151.07

176.44

Chi-Square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테스트(Sobel Test) 결과들을 <표 5>에 정리하였다.
먼저 <표 2>에 정리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임금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들
을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계수추정치들의 부호는 이론적 예측과 같이 고졸 초임에 대해
서는 음수, 대졸 초임에 대해서는 양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 않은 상
태에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인하 효과
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하게 추론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만큼의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산업과 비고용 산업간 분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는 한 산업의 임금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이전되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임금효과를 과소 추정하게 될 수 있다. 산별 단위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유입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이규용 외(2011)에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미루어서 이 가능성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저
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허용된 산업 내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
용 기업 간 분절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임금효
과 추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는, 고졸 남성 청년 근로자와 대졸 남성 청년 근로자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재와 보완재로서 대표성이 약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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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생산성, 인력부족률, 노동장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284, T=1～3)
독립변수
상수항

종속변수
Log(인당 매출액)

인력부족률

Log(인당 고정자산)

-5.336 (0.938)

-2.352 (14.484)

-5.916 (1.384)

Lag(종속변수)

-0.226 (0.185)

**

-0.008 (0.004)

-0.289**(0.135)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06^(0.004)

-0.043 (0.127)

-0.029**(0.015)

인력부족률

-0.001 (0.002)

log(인당 고정자산)

-0.029 (0.031)
***

-

-0.003 (0.004)

-

***

-0.609 (3.345)

-0.790

-0.000 (0.001)

-0.017 (0.054)

-0.002 (0.002)

유노조

-0.077 (0.125)

-1.437 (2.289)

-0.019 (0.234)

복수사업체

-0.134 (0.157)

-0.032 (1.394)

-0.094 (0.158)

^

-0.818 (0.502)

-0.064^(0.050)

log(근로자수)

-0.264

비정규직 비율

(0.097)

***

(0.271)

시장경쟁 정도

-0.053

수요 변동

-0.022 (0.024)

-0.187 (0.431)

-0.052^(0.038)

2009년

-0.010 (0.036)

-1.150 (1.184)

-0.123**(0.058)

2011년

-0.104**(0.045)

-2.165**(1.063)

-0.039 (0.078)

-0.071 (0.056)

^

2013년
Chi-Square

(0.020)

68.32

-1.930 (1.268)
9.98

-0.252***(0.087)
69.88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집단을 대체하는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는, 임금수준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는 임금수준과 관련해서 연봉액수만을 조사하고 있을 뿐 그것의
기준이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해서 조사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임금수준의
측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임금과 달리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 인력부족률, 노동장비율(1인당 고정자산) 등에
미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영향은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 3>에서
그 효과들에 대한 추정결과들을 보면, 우선 1인당 매출액에 대해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비율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적 유의도가 약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검증 기준을 통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약하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3>에 정리된 세 가지 매개변수들 중에서 1인당 고정자산이 저숙
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영향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에 의해서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받고 있
다. 이 결과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계 산업의 구조조정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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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노동장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노동생산성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
로, 인력부족률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
고 있으나 그 추정 계수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1인당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1인당 영업이익의 로그값을 취할 때, 1인
당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log(-인당 영업이익)의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모형의 사양

(model specification)은 크게 3가지이다. 1열에는 매개변수들을 모두 제외한 모형의 추정
결과가, 2열에는 노동생산성만 제외한 모형의 추정 결과가, 3열에는 매개변수들을 모두 포
함한 모형의 추정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추정 결과들을 보면, 매개변수들이 없을 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
익에 미치는 영향은 양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다.
노동생산성을 제외한 다른 매개변수들을 포함한 2열의 추정 결과를 보면, 통계적 유의도
<표 4>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영업이익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284, T=1～3)
독립변수

종속변수= log(인당 영업이익)
(1)

(2)

(3)

상수항

1.479 (1.662)

3.095 (5.774)

-8.508 (6.178)

Lag(종속변수)

0.180**(0.071)

0.181***(0.070)

0.171***(0.065)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46*(0.025)

0.051**(0.025)

0.036^(0.028)

log(인당 매출액)

-

-

1.810***(0.330)

인력부족률

-

-0.006 (0.007)

-0.008 (0.008)

log(인당 고정자산)

-

-0.032 (0.087)

-0.090 (0.097)

log(고졸 초임)

-

-1.026 (0.911)

-1.217^(0.854)

log(대졸 초임)

-

0.831 (0.963)

0.916 (0.911)

log(근로자수)

0.024 (0.371)

-0.008 (0.364)

0.619*(0.349)

비정규직 비율

-0.004 (0.006)

-0.004 (0.006)

-0.006 (0.006)

유노조

-0.296 (0.510)

-0.366 (0.552)

-0.227 (0.584)

복수사업체

-0.093 (0.424)

-0.147 (0.427)

-0.432 (0.423)

시장경쟁 정도

-0.113 (0.120)

-0.119 (0.125)

-0.039 (0.114)

수요 변동

0.061 (0.107)

0.088 (0.107)

0.046 (0.102)

2009년

0.052 (0.159)

0.033 (0.181)

0.043 (0.170)

2011년

0.168 (0.152)

0.157 (0.196)

-0.036 (0.191)

2013년

-0.274^(0.195)

-0.256 (0.260)

-0.418*(0.245)

20.36

23.07

71.63

Chi-Square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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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결과는 고졸 초임,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1인당 고정자산 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까지 포함한 모든 매개변수들을 포함
한 3열의 추정결과를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의 유의도가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결과와 2열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추정치의
유의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1인당 영
업이익 사이를 매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열의 추정 결과에는 매개변수
들의 계수 추정치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1인당 매출액이 양측검증으로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고졸 임금수준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발견되고 있다. 그 밖에 인력부족률,

1인당 고정자산, 대졸 초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추정치의
부호 방향은 인력부족률은 음(-), 1인당 고정자산도 음(-), 대졸 초임은 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졸 초임의 부호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반대이다. 임금수준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것이 인적자원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임금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추정 결과들은 노동생산성이 1인당 영업이
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1인당 영업
이익에 약하게나마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와 <표 3>의 추정결과들과 <표 4>의 3열의 추정결과를 이용해서 실시한 소벨
검증 결과들을 <표 5>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들을 보면, 5가지 요인들 중에서 외국인 근로
자 고용과 영업이익 사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 변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1인당 매출액만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매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고정자산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고, 고졸 초임의 경우에는 1인당 영업이익에 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대졸
초임과 인력부족률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받지 못하고
있고 1인당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표 4 참조), 그것의 이익증대 효과는 여러 가지 매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노동생산성, 고
졸 초임,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인당 고정자산 등이 모두 양(+)의 방향으로 약한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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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 효과들의 집적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익증대 효과에 기여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5> 소벨 검증 결과
매개변수

고졸 초임

대졸 초임

인당 매출액

인력부족률

인당 고정자산

Z-value

0.803

0.411

1.536

0.322

0.837

주: ^ p<0.10(단측검증) * p<0.10(양측검증) ** p<0.05(양측검증) *** p<0.01(양측검증)

Ⅴ. 맺음말
이상으로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된 독립변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고, 최종적
인 재무성과 지표는 수익성 지표로서 1인당 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중간변수들

(intermediate variables)로서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 저숙련 근로자 임금(고졸 초임),
고숙련 근로자 임금(대졸 초임), 노동장비율(1인당 고정자산), 인력부족률 등이 저숙련 외
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변수들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고용과 기업의 수익성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용 자료
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5차 웨이브(2005-2015년) 중 300인 미만의 사
업체 표본이고, 통계모형은 동태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인당 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간변수들 중에서는 1인당 고정자산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에 의해서 양측검증으로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받고 있고,

1인당 매출액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밖에 고졸 초임과 대졸 초임, 인력부족률 등에 대해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부호의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
하고 있다. 소벨 검증에 따르면, 이들 중간 변수들 중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기업의 이윤을 매개하는 변수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노동생산성 지표인 1인
당 매출액이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매개 작용을 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수들이 발견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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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기업의 이윤을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변수로서 가장 큰 기
대를 받고 있는 것이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인데, 본 연구에서 그것의 매개변수 역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고용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측정 방식에 문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졸 남성 근로자
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 간 분절이 크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추후
다른 연구들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증분석 결과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하를
통한 가치 이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기여도에
서 비롯된 것인지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본 연구의 결
과는 후자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지 않고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
인 근로자 유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
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기보다는
그것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준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논거로서 인력부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들의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것 이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특정 집단에
만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효과를 중립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중소기업들에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것은 본 연구의 사용 자료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 집단이 누구인지, 그들의 임금수준에 대
한 대리변수로 고졸자 초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약점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재무성
과 지표가 기업단위로 측정되고 있지만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나 다른 통제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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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업체 단위에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단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한계
들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한 다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다.
특히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의 매개변수들일 가능성이 높은 변수들의 매개 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은데, 그 점들에 대해서 추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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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the Use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Affect Firm
Performance of SMEs?
Yongjin Nho*
4)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the use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affects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s. More specifically, how it affects profitability and some
other intermediate variables such as labor productivity, wage level of low-skilled domestic
workers, wage level of high-skilled domestic workers, labor equipment ratio, and labor
shortage rate.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each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acts as
a role of mediator. Dynamic Panel Data Models are utilized as the statistical models of
this study, and the SME sample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in Workplace Panel Survey
data (2005-2013) is uti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operating
income per capita. Out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the fixed asset per capita is
negatively affected significantly at α=0.05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and sales per capita is positively affected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but only significant at α=0.10 by one-tailed test. On the other hand, the pay
levels of mal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and labor shortage ratio are not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Sobel tests indicate that any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does not play a role of med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and the operating income per capita. At most the sales per
capita acts a weakly positive mediating role, significant at α=0.10 by one-tailed test.
Final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low-skilled migrant workers,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equipment ratio, labor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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