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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베네수엘라 상점들에 치명타를 입혔나 

 

 

마이애미 해럴드는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베네수엘라 상점의 40%가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저임금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칙인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했다. 하지만 법은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

가 된다. 

 

최근에 개업한 상점들 조차 상품을 처분하기에 바쁜 걸로 보아, 향후 몇 주 내에 일자리 

손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원리 위에 군림하는 정치 

 

미국 또한 비슷한 실업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역시 인정했듯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하지만 2016년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15달러까

지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목적은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

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복스 웹사이트는 “힐러리 클린턴은 15

달러의 최저임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했습니다.”라며 

인정했다. 

 

무디스의 한 경제학자는 15달러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 제조업 분야에서만 16만개의 일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를 놓고 보면 극히 일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가난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서 논의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매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47,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버지니아 주지사 랄프 노샘과 같은 중도성향의 민주당원들 조차 지난 선거에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57%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은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영향 

 

미국 진보주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을 장려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은 기업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비용을 부과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이 인상되면 연방정부로부터 환급 가능한 세금공제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두 배우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4인 가족의 경우, 연방 세금은 4,106달러에서 7,219

달러로 인상된다. 급여 세금은 2,579달러에서 3,869달러로 인상된다. 그리고 2,400달러의  

식품비 공제는 사라지게 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돈에 쪼들리는 가게들은 경비와 직원들을 줄이면서 경제 

생태계를 위협한다. 또한 이는 청결과 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경제학

자 타일러 코웬이 인용한 2017년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3

년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한 시애틀의 식품 시설의 위생 등급과 최저임금이 같은 기간 동

일했던 뉴욕과 비교를 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실제 최저임금이 0.10달러 인상됨에 따라 

전체 위생 위반 점수가 11.45%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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