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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

일자리 관련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으로서, 환경정책에서 수량목표 달성 수단으로 사
용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방식을 일자리 정책에 도입하여 고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 정책 구상을 제안
정부가 고용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기업 고용에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되, 통상적 보
조금이 아닌 거래가능한 크레디트(일종의 보조금 청구권)를 이용하는 방식
● 기업은 노동자 채용 시 크레디트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고, 해고할 경우는 크레
디트 구매 의무
● 정부는 고용목표로부터 도출된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갖고, 크레디트 수요자로서 거래시

요약

장에 참여하여 크레디트를 구매
● 정부가 거래시장에서 목표량만큼 크레디트를 구매함으로써 고용목표가 달성되며, 이때의
크레디트 가격이 고용목표를 달성하는 보조금에 해당(정부가 적정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필
요가 없음)
● 크레디트 가격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역행적으로 변동하며, 이 같은 크레디트
가격 변동을 통해 매 시점에서 최적 규모의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
고용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
적·실시간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변동적 실업뿐 아니라, 자동화(4차 산업혁명 등)나 세계화에 따른 실
업 대응에도 효과적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을 실현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병
행하는 방안도 가능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1. 기본 취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적극적 추진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
책혁신(policy innovation) 노력도 중요
수량목표가 존재하는 경우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높은 효율성이 입증된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artificial trading market approach)을 일자리 정책에 도입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은 사회적 합의와 같은 시장 외적 과정을 통해 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시장 기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는
특성
●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의 대표적 사례인 배출권 거래제는 이론적으로 오염억제 수량목표
를 달성하는 최소비용 정책일 뿐 아니라(Baumol & Oates, 1971, Montgomery, 1972,
Tietenberg, 2003)01], 실제로 광범하게 사용 중
*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은 환경정책뿐 아니라 자원관리, 식품생산, 인구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고용정책 분야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환경정책 못지않게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을
도입하기에 유망할 것으로 기대
i) 완전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높은 수량목표가 존재
ii) 고용 변동은 오염배출량보다 측정하기 훨씬 용이
iii) 디지털적 특성을 가지며, 채용과 해고라는 대칭적 행위가 존재
iv) 정책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2.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주요 내용
채용보조금(hiring subsidy)과 거래가능한 크레디트(tradable credit)를 결합한 방식으로서
가칭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를 제안

01] Baumol, W. and W. Oates(1971), “The Use of Standards and Prices f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 73. pp.42~54.
Montgomery, W.(1972), “Markets in Licenses and Efficient Pollution Control Programs”, Journal of Economic
Theory , 5, pp.395~418.
Tietenberg, T.(2003), “The Tradable-permits Approach to Protecting Commons: Lessons for Climate Chang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 19(3), pp.4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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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장에서 크레디트의 가격으로 가변적으로 결정
정부가 고용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기업에 고용 실적에 비례한 금전적 유인을 제공
하되, 통상적 보조금이 아닌 거래가능한 크레디트를 이용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식

w w w. k i e t . re . k r

● 여기서 크레디트는 일종의 보조금 청구권으로, 다만 보조금 규모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거

● 기업은 노동자 채용 시 크레디트를 발급받아 판매하고, 해고할 경우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
가 부과(자발적 이직이나 퇴직의 경우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를 면제)02]
● 정부는 고용목표로부터 도출된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갖고, 크레디트 수요자로서 거래시장
에 참여하여 크레디트를 구매
* 실업률(혹은 고용률) 목표를 설정한 뒤 이로부터 매기(每期, 예컨대 매월 혹은 매주)의 고용창출 목표와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도출

●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해고) 행위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크레디트 거래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거래가 완료된 크레디트는 소멸
● 정부가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 호가 조정을 통해 목표량만큼 크레디트를 구매하면 고용목
표가 달성되는 구조
거래시장을 청산하는 (정부가 크레디트 구매목표를 달성하는) 크레디트 가격이 고용목표를
달성하는 보조금 수준에 해당 : 정부가 고용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필
요가 없음.
크레디트 가격의 경기역행적 변동을 통해 정책 규모와 고용효과가 변동함으로써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
● 일자리가 풍부한 호황기에는 크레디트 공급이 증가하여 크레디트 가격이 하락하고, 불황기
에는 가격이 상승03]
● 크레디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채용 촉진·해고 억제 유인이 확대
이 같은 정책은 일자리의 희소성(고용 부진의 정도)을 반영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행위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경제적 의미를 가질 것

02] 이 경우 기업은 고용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자발적 이직 및 퇴직자의 재충원분만큼 크레디트를 발급받으므로, 기업이 (재충원
율 이상으로)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지 않는 한 기업에 크레디트 순매수 부담(크레디트 발급량 < 크레디트 구매의무량인 경우)이
발생하지는 않음.
03] 크레디트 가격에는 이론적으로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상한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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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 기대효과
‘스마트’ 고용정책적 특성 : 효율성·정밀성·실시간 대응
(효율성 : 최소비용 고용 타기팅)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 고용목표를 최소비
용으로 달성하는 수단
● 배출권 거래제가 오염억제 수량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고용목표를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강두용, 201504])
또한 총수요 효과와 상대가격 효과의 양면에서 고용을 촉진하고, 상대가격 효과의 경우 다시
채용 촉진과 해고 억제의 양면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소요
● 총수요 효과 : 기업에 대한 순 보조금 지급(정부의 크레디트 구매)이 재정지출을 통해 총수
요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을 촉진
● 상대가격 효과 : 고용실적에 비례한 보조금(크레디트 판매 수익과 구매 비용)은 기업이 체
감하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어줌으로써 노동사용적인 생산방식 채택을 유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크레디트 가격 변동을 통해 매 시점에서 최적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기대
(정밀성) 정책당국이 거래시장에서 호가 조정을 통해 크레디트를 구매함으로써 고용목표를
달성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달리 고용목표의 정밀한 달성이 가능
(실시간·신축적 대응) 크레디트 거래시장(거래량과 가격)을 통해 정책당국이 노동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크레디트 가격 변동의 형태로 신축적 대응이 가능
(총수요 자동안정 기능) 고용 크레디트 가격 및 재정투입(정부의 크레디트 구매 총액)이 경기
역행적으로 변동함으로써 총수요 측면에서 강력한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로 기능

전천후적 실업 대응 : 총수요 부족형 실업뿐 아니라, 자동화나 글로벌화
관련 실업에도 효과적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총수요 창출과 상대가격 변화의 양면에서 고용을 촉진한다는 점
에서, 총수요 변동에 따른 실업뿐 아니라, 자동화나 글로벌화 관련 실업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04] 강두용(2015), “인공적 거래시장을 활용한 고용 타게팅 : 스마트 고용정책의 가능성”, 「경제분석」, 21(3), 한국은행, 혹은 강두
용(2015), 「스마트 고용정책」, 이슈페이퍼 2015-382호,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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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동화나 글로벌화 관련 실업과 같은 구조적, 기술적 실업에는 대응능력에 한계
●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노동의 상대가격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 변경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자동화(기계의 노동 대체)나 글로벌화(국외 노동의 국내 노동 대체) 관련
실업에도 효과적 대응 가능

w w w. k i e t . re . k r

● 고용창출 정책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재정지출에 의한 총수요 부양 정책(fiscal stimulus)

구체적으로는 자동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작동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화의 경우는 아래 설명에서 자동화 기술(혹은 기계)을 국외(國外) 노동으로 치환하면
기본 논리는 동일
(노동 대체 속도의 제어) 첫째, 고용 감축 시 금전적 불이익(크레디트 구매 의무)이 부과되는
구조를 통해, 기업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를 제어
● 기술 변화에 따른 실업의 경우 신기술의 도입 속도가 중요한 변수
* 일반적으로 신기술의 노동 대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신기술에 따른 소득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완만하면 고용문제 부담이 완화05]

● 또한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자동화 기술의 노동 대체가 고용 호황기(크레디트 가격이
낮은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유인함으로써 고용 변동을 평탄화하는 효과
(노동 대체 방식의 제어) 또한 고용 감축에 대한 크레디트 구매 의무는 기업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때 고용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인
● 예컨대, 기계가 노동력을 단순 대체하기보다 기계와 인간의 상호 보완적 생산방식 채택을
유인한다든가, 혹은 기계의 노동 대체 시 고용 감축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질 것
(신규 고용 촉진) 셋째, 채용 보조금(고용창출 기업의 크레디트 판매 권리)을 통해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을 촉진
자동화 기술혁신을 이상적으로 향유하는 방식은,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술혁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생산성 증가가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증가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를 위해서는 ① 노동 대체 속도(신기술 도입 속도)의 조정, ② 노동 대체 방식의 조정(신
기술 도입 시 고용 감축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③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05] 소위 Engels’ pause(산업혁명의 경우 생산성 증가가 소득 및 임금 상승으로 실현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까지 거
의 한 세기 소요)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고용 구조 변화 등이 대표적 사례. R. Allen(2009), “Engels’ pause : Technical change,
capital accumulation and inequality in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 4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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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기업에 상기 세 가지 대응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자동화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산업·기업정책적 효과
고용증가 실적에 비례하여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산업 혹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
● 신산업이나 신기업의 성장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효과 예상

4. 추가적 논의
일자리 중심 경제 구상의 실현 수단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경제의 고용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요재원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고용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 기조에 적합
● 고용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 기조는 예컨대, GDP 성장률을 가장 우선시하는 방식에
비해 좀 더 포용적(inclusive)인 성장을 가져올 것
일자리 중심 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재정 재원과 정치적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정책 당국이 원하는
고용 수준을 다른 어떤 정책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
● 거시경제 운용의 관점에서는, 동 제도를 통한 완전고용 타기팅과 금융정책을 통한 인플레
이션 타기팅을 양대 축으로 하여 고용과 물가를 관리하는 구상도 생각할 수 있을 것
● 경제활동능력 보유자에게는 동 제도를 통한 일자리 제공(고용을 통한 복지) 중심으로 대응
하고, 소득 지원 중심의 통상적인 복지정책은 경제활동능력 취약 계층(고령자나 장애우 등)에
집중함으로써 복지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구상도 가능

고용의 질 문제/청년실업 등에의 대응
고용 크레디트를 단순히 고용 변동 머릿수 기준으로 운용할 경우 기업은 고용의 양적 증가를
위해 고용의 질 저하를 선택할 유인을 가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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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가중치 부여 방식은 일자리의 질 관리뿐 아니라, ‘청년 고용’과 같이 특정 그룹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

w w w. k i e t . re . k r

이 같은 고용의 질 저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 크레디트에 (임금수준 등을 반영한)

● 청년 고용 관련 크레디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

완전고용과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 실현을 통한 불평등 해소
동 제도를 통해 민스키(H. Minsky)가 주창한 것과 같은 ‘강한 완전고용(tight full-employment)’과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구인 > 구직의 노동시장 구조)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좀 더
야심적인 정책 운용도 가능
● 민스키는 복지정책보다 강력한 고용정책을 통해 ‘강한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것이 빈곤과
불평등을 퇴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 주장(Minsky, 2013)06]
● 이를 위해 민스키는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모든 비자발적 실업자를 고용하는 최종 고용자
정책(Employer of Last Resort)을 제안
●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민스키의 최종 고용자 정책이나 최근 논의되는 기본 일자리 구
상(Basic Job 혹은 Job Guarantee program)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 같은 정책 운용을 통해 고용문제의 해결을 넘어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기대
● 완전고용을 통해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이는 것은 불평
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의 하나(Summers, 2015)07]
● 노동시장의 공급자 우위구조가 실현될 경우 노동자들이 질이 낮은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
이 줄어들 것이란 점에서 고용의 질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강한 완전고용과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을 실현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의 병행도 생
각할 수 있음.
●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은 실업이나 고용 불안의 공포를 상당 정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관련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
● 이 경우 고용 악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술이나 경제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06] Minsky, H.(2013), Ending Poverty : Jobs, not Welfare , Levy Economics Institute.
07] Summers, R.(2015), “Fed looks set to make a dangerous mistake”, Financial Times , Au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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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적인 검토 사항 : 정책의 적용 범위 등
정책의 적용 범위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행정적 편의나 실행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적
일 것으로 생각
● 이 경우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자료를 통해 기업의 고용 변동과 크레디트 거래 간의 일치
여부를 손쉽게 검증 가능
거래시장에서 정책당국의 크레디트 호가 조정 및 구매는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면 프로그
램을 통한 자동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본고에서 제안한 정책 방안은 아직은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된 구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무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추가 검토와 논의가 좀 더 필
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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