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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
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
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
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
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
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
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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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
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
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
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
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
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
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
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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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
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
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
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
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
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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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으로 세계경제는 양극화와 부의 편중
현상을 겪게 되었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
러한 사회적 변동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부의 불평등 현상
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후보가 대통
령에 당선된 일이나 영국이 자국 이득 보호를 위해 EU를 탈퇴하겠다는 브렉시
트에 대한 국민투표 가결 등은 기존의 정치 환경에서는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변동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경로
를 벗어난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실질적 배경은 부의 불평등 심화에 따
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는 설명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불평등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온 주제이다. 이 주제와 관
련된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양
극화의 심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원인 분석과 해소 방안 모색이 적극
적인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가운데 Alesina and
Rodrik(1994), Persson and Tabellini(1994), Deininger and Squire
(1996, 1998), Forbes(2000), Barro(2000), Banerjee and Duflo(2003) 등
은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주목을 받았다.
불평등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인효과를 강조하는 전
통적 견해를 중심으로 볼 때에는 불평등의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었지만 근래에
는 불평등이 거시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는 변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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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되고 있다. 특히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이 불평등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부의
불평등을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OECD(2014)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소득 불
평등이 심화될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단일 변수로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
다. OECD(2015)의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지니계수에 회귀 분석
하는 방식으로 수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제
시하고 있다.
IMF의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와 Dabla-Norris et al.(2015)
도 소득의 불평등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OECD
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불평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전반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Piketty and Zucman 2014; OECD
2011; Atkinson, Piketty, and Saez 2011),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만이 아니
라 자산 불평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누적되
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자산 불평등이 추가적인 소득 불평등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더불어 부와 자산의 불평등은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
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대
두하면서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서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불평등의
글로벌화 양상이 편만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내에서 자산 격차가 소득 획득을 위한 기회의 균
등을 저해하고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지대(rent)의 격차가 근로소득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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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압도하여 노동 유인 감소와 노동시장 내의 생산성 경쟁을 가로막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대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경제 변수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어서 불평등에 관련된 다양한 거시경제적 변수에 연계된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자산 가운데 부동산 가
격의 변동이 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의 부의 불평
등과 이에 따른 금융규제 완화를 지목하기도 한다. Rajan(2010)의 가설에 따
라 Bordo and Meissner(2012), Kumhof, Rancière, and Winant(2015),
Rhee and Kim(2018) 등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평등이 금융
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바도 있다.
Kumhof, Rancière, and Winant(2015), Behringer and Treeck(2018)
등은 패널자료 실증분석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동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한국에서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
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 불평등과 국내변수가 연계된 분석에 연구를 집중하여왔
다. 반면 자산 불평등이 대외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적극
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경제 상황에 민감한 한국경제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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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변수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산 불평등은 소득보다 그 정도가 심하며 영향도 더 크기 때문에 자산 관련
불평등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은 중대한 사회경제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관련 연구가 희소한 편이다. 특히 국가간 혹은 국제 지역간 비교연구는 더
욱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기술이 발달
하면서 지금의 국내 거시경제는 대외경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의 불평등은 투자나 소비, 저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상수지, 환율,
금융위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더구나 국내에서는 관련 분석이 더욱 희소하
여 대외변수의 중요성이 높은 한국경제를 고려할 때 시급히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산가격 변동이 소득의 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진 대외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문헌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부의 불평등 결정요인이 식별된다면 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어떤 방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결정요인의 하나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함으로써 소득분배 완화정책
이 대외변수에 미치는 예기치 못한 정책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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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가. 지니계수
경제 성과의 효율적 배분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경제적 불평등도를 제시한
다.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득 불평등이 대표적이며 측정하
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5분위배율 혹은 10분위배율 등을 이용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도 측정지수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높아
질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는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추세로 전
환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
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 가구소득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검색일: 2019. 12. 2).

18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2-1. 한국의 지니계수 최근 변화(2009~17년)1)

처분가능소득
(세후)
시장소득
(세전)

가계금융복지

2009

2010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5

가계동향:전체가구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가계금융복지

-

-

2017

-

0.418 0.411 0.401 0.397 0.396 0.402 0.406

가계동향:전체가구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

주: 1)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냄.
2)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3)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시장소득(세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4) 가계동향조사는 2001년까지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2인 이상 비농가가구로,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함.
5) 2015~17년은 잠정치임.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검색일: 2019. 11. 7).

최근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도입된 「가계금융
복지조사」나 기존의 「가계동향조사」 두 데이터에서 공히 확인되고 있다. 세전
소득과 세후소득을 비교하면 세후소득에서 지니계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정 정책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을 통한 소
득재분배 효과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의 경우 세전에 0.418
이던 지니계수가 세후에는 0.388로 지니계수를 0.03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나
지만 2016년에는 세전의 0.402가 세후에는 0.355로 낮아져서 지니계수를
0.047 낮추었다. 이는 정부가 점차 더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0.355)은 미국(0.391)
보다는 낮지만 그 외 스웨덴(0.282), 폴란드(0.284), 헝가리(0.288), 독일

1)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는 2014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작성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고소득층 표
본 대표성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작성되고 있으며,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결합하고 있다.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 19

(0.294), 캐나다(0.307), 이탈리아(0.328), 호주(0.330), 일본(0.339), 영국
(0.351) 등 다른 주요국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0.402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0.516),
독일(0.505), 미국(0.506), 영국(0.507) 등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북
유럽의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도 0.435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러나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자료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지
니계수를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훨씬 효과가 컸기 때
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다른 주요국 수준에 맞추어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2.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

국가

2015

2016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스웨덴

0.278

0.432

0.282

0.435

헝가리

-

-

0.288

0.455

폴란드

0.292

0.455

0.284

0.459

독일

0.293

0.504

0.294

0.505

프랑스

0.295

0.516

0.291

0.516

한국

0.352

0.396

0.355

0.402

캐나다

0.318

0.435

0.307

0.431

일본

0.339

0.504

0.339

0.504

이탈리아

0.333

0.524

0.328

0.517

호주

-

-

0.330

0.469

영국

0.360

0.520

0.351

0.506

미국

0.390

0.506

0.391

0.507

주: 1) 국가마다 소득 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음.
2) 2016년 자료에서 헝가리는 2014년, 일본은 2015년 자료임.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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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 5분위배율
소득 불평등 지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로 지니계수 외에도 소득 5분위
배율(혹은 소득 10분위배율)이 사용된다. 소득 5분위배율은 최하위 20%에 해
당하는 1분위 소득집단의 소득 대비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집단
의 평균소득 배율을 나타낸다. 즉 5분위 집단의 소득이 1분위 집단 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는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양
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로 간주되고 있다.
[그림 2-2]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로 작성한 전체 가구 자료와 ｢가계금
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2016년의 경우 소득 5분위배
율은 각 자료에 대하여 5.45와 6.98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
를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 20%가 최하위 20%의 7배에 달하는 소득을 얻고 있
는 것이다. 소득 5분위배율도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점차 개선되다가 2016
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 소득 5분위배율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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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 5분위배율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7.0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들인 핀란드(3.7)나 덴마크(3.7)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독일
(4.6), 프랑스(4.3), 네덜란드(4.3)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유럽 국
가들에 비하면 양극화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로는 미국
(8.5)이나 칠레(10.0), 터키(7.8) 등의 나라가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소득 5
분위배율은 OECD 주요국들 가운데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3. OECD 주요국의 소득 5분위배율
(단위: 배)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핀란드

3.8

3.7

3.8

3.7

3.7

3.7

덴마크

3.6

3.5

3.6

3.6

3.7

3.7

벨기에

4.0

3.9

3.9

3.9

4.0

3.9

노르웨이

3.7

3.8

3.8

3.9

4.1

3.9

스웨덴

-

-

4.0

4.1

4.2

4.2

네덜란드

4.2

4.2

4.3

4.5

4.3

4.3

프랑스

-

4.6

4.3

4.4

4.4

4.3

독일

4.4

4.3

4.4

4.4

4.5

4.6

폴란드

4.7

4.6

4.7

4.7

4.6

4.4

한국

8.3

8.1

7.7

7.4

6.9

7.0

캐나다

5.2

5.3

5.5

5.2

5.5

5.1

영국

5.9

5.9

6.0

6.0

6.1

6.0

이탈리아

5.7

5.9

5.8

5.9

6.3

5.9

그리스

6.2

6.2

6.3

6.4

6.4

6.0

스페인

6.3

6.1

6.6

6.6

6.5

6.5

터키

8.0

7.7

7.5

7.7

7.8

7.8

미국

-

-

8.6

8.7

8.3

8.5

칠레

11.3

-

10.6

-

10.0

10.0

주: 1)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2) 2016년에서 덴마크, 터키, 칠레는 2015년 자료임.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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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지니계수나 5분위배율과 같이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수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
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
내는 것으로 사회 내의 빈곤 규모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2017년 상대적 빈곤율은 17.4%
이다. 이 수치는 [그림 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1년 18.6%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큰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6%로 미국의 17.8%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덴마크(5.5%), 핀란드(5.8%)보다는 3배 이상 높은 수치이
며 프랑스(8.3%), 노르웨이(8.2%), 네덜란드(8.3%)보다는 2배 이상 높다. 상
대적 빈곤율은 사회 내 빈곤계층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활이나 생계의

그림 2-3.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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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구 전체 중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숫자가 높은 것은 한국에서 빈곤에 노출된 인구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
여 높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불평등지수 가운데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사
회적으로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해결하
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4.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덴마크

5.8

5.4

5.4

5.5

5.5

5.5

핀란드

7.5

6.5

7.1

6.8

6.3

5.8

프랑스

-

8.5

7.9

8.1

8.1

8.3

노르웨이

7.7

8.1

7.8

8.1

8.1

8.2

네덜란드

6.6

6.9

7.9

7.8

7.8

8.3

스웨덴

-

-

8.6

9.0

9.2

9.1

벨기에

9.7

10.0

9.8

9.1

9.8

9.7

독일

8.7

8.4

9.1

9.5

10.1

10.4

폴란드

10.6

10.2

10.5

10.4

11.1

10.3

영국

10.4

10.5

10.4

10.5

10.9

11.1

한국

18.6

18.3

18.4

18.2

17.5

17.6

캐나다

13.1

13.3

13.3

12.6

14.2

12.4

이탈리아

12.8

13.0

13.3

13.7

14.4

13.7

그리스

15.1

14.9

15.1

14.8

14.9

14.4

스페인

14.7

14.0

15.9

15.3

15.3

15.5

칠레

18.4

-

16.8

-

16.1

16.1

터키

18.6

17.7

17.1

17.3

17.2

17.2

미국

-

-

17.2

17.5

16.8

17.8

주: 1)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2) 2016년에서 덴마크, 터키, 칠레는 2015년 자료임.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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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가. 자산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의 가구당 자산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산은 소득
에서 소비되고 남은 저축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저축이 증가해왔으며 그 결과 순자산도 늘어나게 되
었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은 [그림 2-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점
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가구당 자산은 금융자산이나 실물
자산 모두가 증가해왔으며 부채도 따라서 증가해왔다. [표 2-5]는 2010년 이
후 가구당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은 예외적
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시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 하락이 원인이
되었다.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저축률이 0보다 큰 이상 부의

그림 2-4. 한국의 실질 가구순자산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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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가구 자산 및 부채와 순자산
(단위: 만 원)

연도

실질순자산

명목순자산

실질

명목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2010

25,333

23,066

27,684

5,886

21,798

4,618

3,151

1,468

2011

25,930

24,560

29,765

6,903

22,862

5,205

3,597

1,608

2012

27,767

26,875

32,324

8,141

24,184

5,450

3,684

1,766

2013

27,365

26,831

32,688

8,827

23,861

5,858

3,974

1,884

2014

27,682

27,488

33,539

9,013

24,526

6,051

4,118

1,933

2015

28,429

28,429

34,685

9,290

25,396

6,256

4,361

1,896

2016

29,631

29,918

36,637

9,638

26,999

6,719

4,721

1,998

2017

30,673

31,572

38,671

10,056

28,616

7,099

5,041

2,058

2018

32,592

34,042

41,573

10,512

31,061

7,531

5,446

2,085

주: 1) 가구순자산 = 전체가구의 평균 자산 - 전체가구의 평균 부채.
2) 실질 가구순자산은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함.
3) 2017년부터 개인 및 직장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신용대출에 포함.
4)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 말 기준 자료임.
5) 2018년은 잠정치임.
자료: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검색일: 2019. 11. 7).

축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기
때문이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은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구
의 주요 자산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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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순자산 분위별 점유율(2017년)
(단위: %)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p10

0.5

1.1

4.4

-0.2

1.1

1.2

p20

0.5

2.6

2.0

0.8

2.6

2.5

p30

1.7

4.4

4.3

2.0

4.2

4.1

p40

3.6

5.3

7.0

3.4

5.8

5.7

p50

5.0

6.5

7.1

5.0

7.4

7.3

p60

6.9

7.9

8.1

7.0

9.1

9.0

p70

9.3

9.7

9.5

9.3

10.9

10.9

p80

12.7

11.7

11.2

12.7

13.4

13.4

p90

17.7

16.9

15.3

18

17.1

17.1

p100

42.2

33.9

31

42.1

28.4

28.8

상위 5%

29.2

21.6

20.3

28.8

17.6

17.9

상위10%

11.6

7.8

7.6

11.3

6.0

6.0

자료: 전병유(2019), p. 50.

자산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근로소
득의 경우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격차는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
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근로소득의 격차는 사회적으
로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은 소득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저
량의 개념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며 투기행위를 통해 급속한 증식이 이루
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본이득의 증식 과정에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은
참여 기회 자체가 제한되므로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은 구성원들이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
해 적극적 기여를 하는 경우 그에 부합하는 성과의 분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
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자산의 보유만으로 수취하는 소득이 더 많아질 경우 사
회구성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지대추구(rent-seeking)를 위한 활동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통한 부의 편중 현상은 부의 획득 과정
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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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이러한 수준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비판을 받
아왔다. [표 2-6]에서 상위 30%와 하위 70% 간의 자산격차가 현저하게 나타
나는 것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료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산의 불평등도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집중도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증가하다가 2006년 이후부터는 하락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순자산의 상위 10% 점
유율이나 순자산의 지니계수 등 상이한 지표들이 최근 수년간 공통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불평등 지표들이 보이는 자산 불평등 정도의
완화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없다. 다
만 부동산에 대한 가격규제나 가격안정이 그 이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
도이다.2)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것과 달리 자산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데이터 수집상의 문제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추정하기도 한다. 김낙년(2012)과 전병유(2019)는

그림 2-5. 순자산의 지니계수와 순자산 상위 10%의 점유율 추이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 상위 10%의 점유율)

자료: 전병유(2019), p. 51.
2) 전병유(2019), pp. 51~52.

28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최상층의 금융자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드러난 순자산 규
모가 국민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 비해 79%에 불과3)한 사실 등을 들고 있다.

나. 자산 불평등의 국제비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산 집중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들간의 자산집중도를 비교하면 한국은 상
대적으로 집중도가 심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 순자산 상위 1%, 5%, 10%의
자산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림 2-6]을 보면 한국은 비교적 집중도가 낮은 국가
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산집중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일반 시민들의
경우 자산의 대표적인 형태가 주택인데 유럽 국가들에서는 주택을 개별가구가

그림 2-6. 상위계층의 자산집중도 국제비교(2012년 기준)
(단위: %)

자료: 전병유(2019), p. 51.

3) 전병유(2019),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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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자산을 통해 발생되는 소득이 다른 국가들
에 비하여 높아서 “자산불평등이 전반적인 불평등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
이다.4)
가구당 자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제는 자산 형성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
다는 것이다.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가 새로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다. 저축의 합이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저축률
은 2000년대 들어 한 자릿수로 하락하여 5% 내외를 오가고 있다. 가계저축률
하락은 새로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감소시켜서 기존의 자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간의 간격을 메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가계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표 2-7]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한국저축률의 2.5
배, 독일도 1.5배 정도의 가계저축률을 시현하고 있다.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둔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순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가계의 소
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도 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일정 수준 이
상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
어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필수소비
에 대한 사회적 보장 확대 등이 저소득가정에도 저축 여력을 확대한 것으로 추
정된다.

4) 한겨레신문이 강원대학교 정준호 교수가 자산, 소득, 소비를 결합하여 만든 ‘다중격차지수’를 통해 계산
하여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자산격차 지수, 소득격차의 3배 육박」(2018. 10. 8), http://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48.html#csidxb5d75caad46bd4bb
67a(검색일: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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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가계순저축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11. 5).

표 2-7. OECD 주요국의 가계저축률
(단위: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국

2.8

2.4

3.5

2.9

6.4

6.5

4.5

4.6

1.6

-0.9

폴란드

2.2

2.0

2.1

0.3

2.8

2.4

-1.1 -1.1 -0.1 -0.4 -0.4

1.5

-0.9

일본

3.7

2.7

2.8

2.7

4.2

3.9

4.2

2.9

0.6

0.1

1.4

3.1

2.7

이탈리아

9.1

8.5

8.1

7.8

7.1

4.2

3.7

2.0

3.6

3.9

3.2

3.2

2.3

캐나다

1.5

2.6

2.2

3.4

4.7

4.4

4.3

4.8

5.3

3.6

4.2

1.3

1.8

헝가리

8.0

8.6

4.4

3.7

5.5

6.1

7.0

5.2

7.1

8.0

6.2

8.1

7.3

호주

0.3

0.8

2.5

8.9

6.8

8.4

8.8

7.5

7.9

7.9

6.0

4.9

3.5

미국

3.3

4.0

3.9

5.2

6.3

6.8

7.4

9.1

6.6

7.6

7.8

6.9

6.9

한국

6.0

4.9

3.2

3.3

4.2

2.8

2.2

2.8

4.5

5.9

8.4

7.5

6.5

프랑스

8.5

9.0

9.4

9.3

10.6 10.5

9.9

10.0

8.5

8.9

8.4

8.2

8.5

10.1 10.1 10.2 10.5 10.0 10.0

9.6

9.3

8.9

9.5

9.7

9.8

9.9

독일
스웨덴

5.4

7.1

9.5

4.5

3.7

3.6

11.8 11.0 11.8 12.5 14.4 15.0 16.4 15.0 16.0 15.1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검색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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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가.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경제학과 최근
의 New Keynesian 경제학자들 간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경
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요소일 뿐 아니라 필요조건으로까지 간주하였다. 불평등이 자본을
축적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
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증연구들을 통해 입증
되기도 했다.5) 이러한 견해는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시도
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확
대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견해의 중심에는 시장의 유인체계로서 불평등의 중요성이 놓여 있
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러한 유인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발전
에 실패하고 체제전환을 선언한 1990년대 초에는 시장 유인체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
자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 연결고리로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
를 제기하면서 저소득층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없어서 유능한 인적자원을 사장시키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성장
5)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입장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생각으로 Kaldor(1957),
Lazear and Rosen(1981), Barro(2000) 등을 들 수 있으며 Benhabib(2003)는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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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Easterly(2007)가 이러한 견해를 패널분석
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면서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부정적 연계성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6)
IMF의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와 Berg et al.(2018) 등은 더
확장된 데이터와 더 정교한 분석을 통해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불평등의 해소가 사회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
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과제임을 부각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림 2-8]은 불
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10년 평균성장률로 본 장기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는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기간이 짧아짐을
보임으로써 불평등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림 2-8. 지니계수와 향후 10년 평균성장률(순소득 기준)

자료: Berg et al.(2018), p. 268.

6) 주병기(2019), p. 5는 전통적인 성장론자의 입장을 ‘낡은 경제학’,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
의 경제학을 ‘새로운 경제학’으로 묘사하고 있다. 세계화 이후 불평등의 정도가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과
장기 시계열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진 것 등이 새로운 경제학적 이론을 제기한 배경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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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지니계수와 성장의 지속(순소득 기준)

자료: Berg et al.(2018), p. 269.

한국에서도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근영(2019)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
로 떠오른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그리고 1인당 실질GDP 간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1963년부터 2012년까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지니계수, 일인당
실질GDP의 관계를 VAR과 촐레스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충격반응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소비와 저축률을 줄이고 투자를 낮춰서 경제성장률
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수의 순서를 바꾸거나 시기를 나누
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더 엄밀
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평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의 확대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주장은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기본을 두고 있는데, 소득분배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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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면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되고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 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이 낮
아지기 때문이다. 배성종, 이상호(2006)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05
년까지의 가계소비는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소비와 소득분배구조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시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분배구조가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와 영
세자영업자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인구도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 비중 하락은 소비
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웅, 노영진(2017)은 한국의 소비성향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이
러한 소비성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그러나 평균소비성
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같이 고려하여 분석한 실증연구

그림 2-10. 평균소비성향 추이

자료: 김진웅, 노영진(2017),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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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는 소득분배구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소
득의 10분위를 고려한 분석에서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비성향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니더라도 소
득분위별 소비격차의 존재는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소비지출의 불평
등도를 분석한 연구로는 유경준, 김대일(2003), 김대일(2007), 박기백(2017)
등이 있다. 박기백(2017)은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비 자료를 통해 불평
등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지수는 상호 유사
한 추이를 보였으며 소득의 불평등이 소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소득에 비하여 소비는 계층 내부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났고 특히 소득 5분위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들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어서 연구방법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국내소비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평균소비성향은 2016년에 70.6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내소비의
위축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을 선택한 결과 전통
적으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여왔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구매력 부족으로 국내
수요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1인당 GDP 수준이 3만 달러를 넘
는 지금까지도 대외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높고 재
분배 정책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 국내소비의 증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Global imbalance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
로 대외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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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증분석: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과 거시경제적 변수의
상관관계
한국의 평균소비성향은 2016년에 70.6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내소비의
위축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이론적으로나 경험적
으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국내소비의 위축이다. 그 배경은 저소득층
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실제소득
이 필요소비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부족하여 소득이 모두 소비로 이어진다. 그
러나 고소득층은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는 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이 가능하
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이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부의 불평
등이 확대되면 될수록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
게 되므로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하게 된다.
이미 앞 장에서 소개한 일부 실증연구가 한국사회에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정도를 실제로 측정하고자 실증연구를 시
행하였다.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의 측정을 위해서는 소비함수의 추정
이 필요하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가설을 근거로 하여 실
증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방향과 유사하게 한계소비성향과 평균
소비성향에 대한 분석, 혹은 계층별 소비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류재술(1992), 박종규(2005), 배성종, 이상호(2006), 김동구, 박선영
(2013), 임병인, 윤재형(201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식이 동일한
임병인, 윤재형(2014)이 분석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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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실증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활용한 자료의 기간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이며 분기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총 가구는 21만 687가구이며 별도 표
시가 없는 통계자료는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국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 추가로 발표되고 있는 1인가구는 충분
한 시계열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 조사에서 발표하
고 있는 가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근로자가구 : 도시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인 일반가구(농어가 제외) 중 가
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
ㅇ 도시가구 : 도시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인 일반가구(농어가 제외)
ㅇ 전국가구 : 도시 또는 비도시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인 일반가구(농어가 제외)

본 연구에서는 경상소득으로부터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을 이
용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가구
당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분배지표 작성 시에는 가구당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조정한 균등화소득7)을 활용하고 있다. 가구들의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만
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합한 것에서 조세와 같은
공적인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이다.8) 소득과 지출 통계는 해당 항목 실적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을 사용하였다. 금액자
료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실질금액으로 제시된 자료는 소비
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명목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통계는
7) 개인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 .
8)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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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2016년 12월 발표)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금액 자료를 소급하여 변경한 것을 활용하였다.

2) 분석 모형
실증분석 방법은 임병인, 윤재형(2014)을 참고하였다. 경제학 이론에서 소
비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함수로 가정하고 있으며 소득은 절대소득가설, 상대소
득가설, 항상소득가설, 평생소득가설 중 어떤 가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형
의 설정을 달리해왔다. 그러나 가계의 소비성향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보유
수준, 연령, 학력, 성향, 부양가족 수와 같은 가계별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로는 배미경(1998)이 있으
며 임병인, 윤재형(2014)은 배미경(1998)의 사례를 따라 가계의 특성을 반영
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모형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소
비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log     log           

[식 2-1]

종속변수: log  (로그 소비지출)
설명변수: log  (로그 균등화 경상소득), age(나이), age2(나이제곱),
emp(취업인원 수), 성별(sex)
더미 변수: 직업(job), 교육 수준(school)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성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시적으로
기존의 평균소비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예기하지 못
한 소비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재난이나 재해 혹은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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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경우 평상시의 소비를 벗어난 수준의 지출이 발생한다. 물론 예기치 못한
소비를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소비가 한시적으로 소득을
크게 초과할 경우 소비함수의 추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소비가 소득을 초과
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이 경상소
득의 200% 이상인 경우를 예기치 못한 소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
에서 제외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채택한 임병인, 윤재형(2014)의 방식에서는 종속변수
로는 소비지출을 로그변수로 전환하여 두고 설명변수로는 로그를 취한 균등
화 경상소득, 취업인구 수, 나이, 그리고 가중한 나이(나이제곱)를 두었다. 그
리고 더미변수로 성별, 직업, 교육 수준을 취했다. 이 변수들을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공한 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분석 결과
가) 총소비함수

우리나라 가구의 분기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기간9)에 대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표 2-8]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표의 내용을 통해 간단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소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소득이 소비의 함수라는 가설
을 뒷받침한다.
둘째, 나이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연령 증가가 소득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병인, 윤재형(2014)에서는 2006년 이후
나이가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9)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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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전체 기간과 전체 소득 대상 소비함수 추정 결과
Std. Err.

t

P>t

log

변수

0.583***

0.002

343.9

0.00

0.580

0.586



0.0378***

0.001

30.76

0.00

0.035

0.040



0.0426***

0.001

83.11

0.00

0.042

0.044



-0.0005***

0.000

-94.49

0.00

-0.001

0.000



-0.127***

0.002

-52.29

0.00

-0.132

-0.123

상수

4.818***

0.023

211.18

0.00

4.773

4.863



Coef.

더미변수

[95% Conf. Interval]

job, school, year 포함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상기 표의 결과는 시기를 나누지 않은 결과이므로 시기별 분석은 우리
나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향을 보기
위해 나이의 제곱변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한계소비성향이 약하지만 음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회귀식에 나타난 나이의 영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0.001  +0.0426)10)씩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약 43세까지는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여성가구주가 있는 경우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여
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하여 적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소비행태가 남성보다 절
약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분명하고 강한
음의 효과는 소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 분위별 한계소비성향

[표 2-9]와 [그림 2-11]은 개별연도의 27개년 수치자료를 5년 단위로 평균
치를 구하여 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제시한 내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든
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0년
10) –0.0005  +0.0426  를  로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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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1분위와 2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이 크게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의 평균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1분위부
터 5분위까지 모든 분위에서 한계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분위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분위로 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이론적 가정을 잘 입증하고 있다.

표 2-9. 분위별 한계소비성향 5년 평균(1990~2016년)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모든 분위

`90-`94

0.74

0.61

0.68

0.59

0.52

0.61

`95-`99

0.77

0.69

0.59

0.57

0.53

0.62

`00-`04

0.74

0.62

0.61

0.47

0.48

0.59

`05-`09

0.71

0.56

0.53

0.42

0.39

0.52

`10-`14

0.65

0.50

0.45

0.43

0.41

0.52

`15-`16

0.57

0.67

0.66

0.40

0.37

0.49

자료: 저자 계산.

그림 2-11. 분위별 한계소비성향 5년 평균 추이(1990~2016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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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 분위의 한계소비성향

1분위 소득집단의 한계소비성향은 다른 연도별로 변동성이 높기는 하지만
모든 분위에 비하여 명확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까지는 추세적으로 소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상단이 낮아지면서 하단도 하락하여 한
계소비성향의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분위 소득집단의 한계소비성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다. 심지어 1보다
큰 경우가 세 차례나 나타났고 0보다 낮은 경우도 한차례 나타나서 소비의 불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어
서 소득 불안정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소비성향의 전반
적인 추세는 약간씩 하향하고 있다.
3분위 소득집단도 2분위와 유사한 한계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
로 1보다 높은 한계소비성향이 4번이나 나타났고 0보다 적은 경우도 2번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를 지체 또는 유예시키는 경우거나 소득을 예상

그림 2-12.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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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먼저 소비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이나 수요에 대응하여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변동성은 2분위에 비하여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보이
며 추세적으로도 2분위와 유사할 정도로 약간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3. 2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자료: 저자 계산.

그림 2-14. 3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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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소득집단의 한계소비성향은 3분위에 비하여 절대 수준이 훨씬 낮아지
는 모습을 보인다. 변동성은 모든 시기에 걸쳐 높게 나타나지만 모든 분위의 한
계소비성향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하고 있어서 중위소득집단 가운데 고소득에 해당하는 4분위 소득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미 충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도달한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림 2-15. 4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자료: 저자 계산.

5분위 소득집단의 한계소비성향은 여타 소득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다른 특
성을 보인다. 전 기간에 걸쳐서 모든 분위의 한계소비성향에 비하여 월등히 낮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의 변동성도 크게 낮아졌으며 1보다 높
거나 0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없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수준을 향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추세적으로는 다른 분위에 비하여 하락
추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소득의 변동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함수와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이 소비에 유의하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소득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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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5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자료: 저자 계산.

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
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
사한다. 또한 국내 총소비의 감소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라) 지니계수와 거시경제 변수의 관계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경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자료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한 데
이터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시장소득을 기반으로 한 것과 처분가능소득을 기
반으로 한 것이 있다. 여기서는 가계 실질소득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처분가능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실질경제성장률과 국내소비 증가율, 그리고 대외의존도는 모두 한국은행
ECOS에서 제공하는 국내총생산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모두 실
질성장률을 이용하였으며 전기 대비 자료들이다. 지니계수가 1990년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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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제공되고 있어 모든 자료들은 이 기간에 해당하는 27년간의 연간자료
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들을 통해 불평등과 소득 간의 관계, 불평등과 경제성장
률 간의 관계, 그리고 불평등과 대외의존도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불평등지수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먼저 지니계수와 국내소비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그림 2-17]은 지니계수와 국내소비의 관계를 보이고 있
다. 지니계수가 증가할수록 국내소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관계
는 앞에서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의 추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불평등이 높아
지면 민간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을 확인해준다. 지니계수와 민간소비 간
음의 상관관계는 경제성장률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그림 2-18 참고). 지
니계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은 국내소비의 감소와 유사
하다. 그 이론적 배경은 앞에서 확인한 한계소비성향의 분위별 차이 때문이다.
지니계수의 증가는 불평등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국내소비와 경제성장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17. 지니계수와 한국 민간소비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11. 6);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검색
일: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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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지니계수와 한국 경제성장률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11. 6);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검색
일: 2019. 11. 6).

불평등의 확대는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왔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국내 구매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해외시장을 이용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 국
내의 소비여력이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경제
내부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비여력이 제한되어 있
는 이유 중 하나가 불평등의 확대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의 편중 현상이 심
화되면서 ‘불평등의 확대 → 국내소비 감소 → 경제성장률 감소 → 대외의존도
증가’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2-19]는 지니계수가 증가
할수록 한국경제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으로 나타낸 대외의존도가 증가하는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국내요인보다 해외요인에
의해 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소비 비중 확대가 오
랫동안 정책과제로 제기되어왔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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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지니계수와 한국 대외의존도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11. 6);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검색
일: 2019. 11. 6).

인 중 하나가 경제 내의 불평등 확대인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의 확대는 사회경
제적 현상이어서 특정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관련 집단들의 이해
관계 불일치 때문에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거시
경제 전반이 성장 친화적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의 해소가 중
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경제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일
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인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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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소비도 이와 연동되어
국내소비 증가율이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론에 따르면
불평등 수준과 국내소비의 관계는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의 차이에 의해 결
정된다.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제로 우리나
라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여부를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해보았다. 소득 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 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 수준
이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위에서 한계소비성
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5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과 거시경제 변수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국
내소비 및 경제성장률의 연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니계수
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내소비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
제성장률과도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이 확대되면 국내소비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불평등이 대외경제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불평등과 대
외의존도의 연관관계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불평등이 증가하면 대외의존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소비와 해외소비가 항상 대체적인 것은 아
니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불평등이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현상을 확인한 것은 정
책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장의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
내는 지니계수를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을
항상 유지해왔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대부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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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재분배 정책이 다른 나라
들에 비하여 적극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
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
적 대응이 요구된다. 불평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의 생계
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1분위 소득집단의 생존 및 생계가 위
협받지 않도록 타깃을 정한 소득 정책이나 사회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부의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므로 외부요인
에 의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축소하려면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불평등 축소
혹은 해소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경제의 펀더멘탈에 아무
런 문제가 없더라도 해외 주요국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통을 겪는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의 국제환경과 같이 미ㆍ중 간 무역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당사국보다 한국의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
을 정도이다. 불평등의 해소는 대외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므로 거시경제적
정책 측면에서라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넷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격차 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 등 불
평등의 원인요소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부의 불평등은 대부분 근로소
득과 자산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달
리 표현하면 자본을 적립할 가능성이나 기회가 적거나 없다. 이러한 현실은 특
목고 진학을 통해 더 나은 학교를 가는 것이나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저소득층이 이러한 시장에 참여할 기회마저 가지지 못하
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
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교육 개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
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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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최근 10여 년 동안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가 세계경제에서 다시 주목을 받
게 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지난 30여 년간 평균적
인 소득 불평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관찰이다(Atkinson, Piketty,
and Saez 2011; Piketty 2014).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배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고 평가되던 선진
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그림 3-1]은 OECD 34개 회원국의 지니계수를 나
타내는데, 1993~ 97년 기간과 2013~17년 기간 평균을 비교 가능한 총 33개
국 중 9개국만이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었고, 나머지 24개국은 소득 불평
등 수준이 악화되었다. 이는 저소득, 경제개발 단계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
되다가 전환점이 되는 소득 수준 이후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된다는 쿠즈네츠 가
설(Kuznets 1955)에 반하는 관찰이어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은 소득이 선진국 수준이 되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그림 3-1. 선진국 34개국 지니계수

자료: Solt(2019) DB(검색일: 2019. 11. 15)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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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의지할 수 없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개입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
고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2008년 일어난 미국의 서
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에서 기인하였다는 Rajan
(2010)의 가설 이후, 소득 불평등이 금융위기를 촉발한다는 가설에 대한 이론
적ㆍ실증적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ordo and Meissner 2012;
Kumhof, Rancière, and Winant 2015; Perugini, Hölscher, and Collie
2016; Rhee and Kim 2018; Stiglitz 2012; Stockhammer 2015). 소득 불
평등이 악화되면 정부는 재분배 정책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 정치적인 부
담이 높은 재분배 정책 대신 금융규제 완화(financial deregulation)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정치적 압력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높이고, 따라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더해 Stiglitz(2012)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최상위
소득분위는 금융 자본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규
제 완화 정책을 관철시켜서 사회가 금융위기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따라 경
제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ndyopadhyay and Tang
2011; Panizza 2002; Fobes 2000).
소득 불평등의 악화와 그 악영향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ard, Lemieux, and Riddell
(2004)과 Lemieux, MacLeod, and Parent(2009)는 노동시장 개혁(labor
market reform)이 임금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보았고, Van Reenen(2011)은
무역 개방이 야기한 기술 변화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의 소득 불평
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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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자산가격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Piketty(2014)와 Palma(2009) 등의 논의에 기반한다. Piketty
(2014)와 Palma(2009) 등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는 상위 1%의 소득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큰데, 특히 금융 소득의 증가가 상위 소득
자의 소득 상승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았다. Tridico(2018)는 1990~2013
년 기간의 OECD 25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금융 산업의 발전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실증 분석하였다. Adam and
Tzamourani(2016)는 유로 회원국의 가계금융 소비 서베이(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에 기반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채권가격의 상승은 분배구조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식가격의 상승은 최고위 소득자들의 소
득을 상승시켜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34개국 OECD의 연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모델 회
귀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Tridico(2018) 및 Adam and Tzamourani
(2016)와 방법론적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각국 재정 정책의 누진성
(progressiveness of fiscal policies)에 따라 자산가격이 소득 불평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첫째 연구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문헌
에서 논의되어온 다양한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들을 제어하여 강건성 검증
(robustness check)을 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강한 국가군
에서는 자산가격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에서는 실질주택가격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실업률 역시 유의한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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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식 3-1]은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추정식이다.

          
           

[식 3-1]

단 하첨자  = 1, 2, ... , 34 는 국가를,  = 1980, 1981, ... , 2017은 연도를
나타낸다. HP는 실질주택가격 변화율, SP는 실질주가 변화율, IR는 장기국채
실질이자율, INFL은 물가상승률, UNEMP는 실업률, GROWTH는 GDP성장
률, GDPPC는 1인당 GDP, X는 그 외 설명변수를 나타내며,  는 국가 고정효
과를,  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내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설명변수 중 실질주택가격 변화율(HP), 실질주가 변화율 (SP), 장기국채 실
질이자율(IR) 등의 계수는 자산가격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낸다. 이 자산가격 변수들이 본 장의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 본 모형은
금융자산의 소유가 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Palma
2009; Stiglitz 2012; Piketty 2014) 금융자산 가격의 상승이 상위 소득자의
금융소득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시켜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증
가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금융자산 가격지수들은 시장거래가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 소유자들이 시장거래를 통해 자산가격 상승
분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일부 자산 소유자들의 금융소득이 증가했음
을 보여준다. 물가상승률(INFL)은 인플레이션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제
어하기 위해 포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채권자 사이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실업률(UNEMP), 경제성장률(GROWTH) 등은 고용시
장과 경기변동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1인당 GDP(GDPPC)는 소득 수
준에 따라 변화하는 분배 수준을 제어하고 있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기타 관련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57

변수를 고려할 때 1인당 GDP의 제곱항도 고려하여 소득 불평등도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역-U자 형을 보인다는 Kuznets(1955)의 가설을 검증한다.
종속변수인 소득 불평등도는 Solt(2019)에 근거한 SWIID(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의 가처분 지니계수(disposable
Gini coefficient)를 사용한다. 경제적 불평등도를 종속변수로 고려할 때 지니
계수 외에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등
의 대안적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SWIID의 지니계수가 연간으로 가장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에 대
한 둘째 논점은 가처분 지니(disposable Gini)와 시장 지니(market Gini)의
차이이다. 시장 지니는 정부 정책 개입 이전의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 분포이고,
가처분 지니는 소득세와 정부 이전지출 이후의 소득 분포를 나타내며, 그 비율
은 정부 재정 정책의 누진성(Progressiveness of fiscal policy)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은 분석 대상인 34개국의 가처분 지니와 시장 지니, 그리고
재정 정책의 누진성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11) [표 3-1]을 보면 모든 국가에서
시장 지니가 가처분 지니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 정책의 누진성으로 판단하면 핀란드와 같이 0.9에 이르는 큰 폭의 소득
재분배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고, 멕시코와 같이 0.03 수준의 미미한 소득 재분
배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가처분 지니는 한 국가의 최종적인 소득 분배 상태
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정부 정책 개입 이후의 소득 분배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가격의 변화가 시장 지니를 악화시키더라도, 어떤 국가에
서는 누진성이 강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금융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득세
로 징수하고 저소득층에 이전하여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수 있고, 다

        
11) 누진율은  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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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가에서는 누진성이 약한 재정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에
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지표의 중위(median) 값을 기준으로 서브 샘플을 나누
어, 자산가격이 소득 불평등도에 작용하는 경로에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3-1]을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 표본 중에서 가처분 지니
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국가는 20.6의 오스트리아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46.82의 칠레이다. 반면 시장 지니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국가는 31.77의 한
국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52.18의 포르투갈이다. 34개국의 평균 가처분 지니
는 30.23이고 평균 시장 지니는 45.54이며 재정 정책 누진성의 평균은 0.55이
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 샘플의 크기를 가능한 비슷하게 나누기 위해 중위 누진
성인 0.518을 기준으로 서브 샘플을 나누었다. 즉 누진성 비율이 0.518보다
작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누진성이 약한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경제로, 0.518
보다 큰 국가들은 누진성이 강한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경제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은 모두 OECD 자료를 사
용하고 있으며, 모두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가격으로 변환한 후 자
연로그를 취하고 1계 차분을 통해 변화율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장기국채
이자율 역시 OECD의 장기국채 이자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로 보정하여 실질이자율의 형태로 사용하였다. 이자율은 채권가격과 역
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OECD의 CPI 인플레이션율을 사용
하였고, 1인당 GDP, 실업률, 정부의 사회 지출 등도 모두 OECD 자료를 활용하
였다.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중등학교 등록률(secondary school
enrollment ratio)을 사용하였고, 무역 개방도는 (수출+수입)/GDP를 사용하
였는데, 두 변수 모두 세계은행(World Bank)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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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34개국의 가처분 지니, 시장 지니, 재정 정책의 누진성
Country

Disposable Gini

Market Gini

Progressiveness Ratio

Australia

30.82

45.75

0.48

Austria

20.6

44.33

0.66

Belgium

25.04

46.75

0.87

Canada

29.75

44.41

0.49

Czech Republic

24.03

43.01

0.79

Denmark

23.75

44.55

0.88

Finland

23.28

44.13

0.9

France

29.3

48.16

0.65
0.76

Germany

26.8

47.2

Greece

33.94

49.2

0.45

Hungary

26.07

48.17

0.85

Iceland

27.83

40.87

0.47

Ireland

31.08

49.86

0.61

Italy

32.65

46.84

0.43

Japan

29.27

41.01

0.4

Republic of Korea

29.31

31.77

0.08

Mexico

46.61

47.85

0.03

Netherlands

25.79

45.93

0.78

New Zealand

31.25

45.09

0.45

Norway

24.29

41.89

0.72

Poland

29.35

46.86

0.6

Portugal

33.78

52.18

0.54

Slovak Republic

23.67

40.99

0.75

Spain

31.69

45.81

0.45

Sweden

23.67

46.25

0.96

Switzerland

29.76

40.01

0.35

Turkey

42

44.91

0.07

United Kingdom

32.62

50.97

0.56
0.34

United States

35.74

47.9

Chile

46.82

51.9

0.11

Estonia

33.1

48.02

0.45
0.43

Israel

33.83

48.31

Latvia

32.6

45.75

0.41

Slovenia

23.54

39.03

0.66

Mean

30.23

45.54

0.55

자료: Solt(2019) DB(검색일: 2019. 11. 15)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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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전체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표 3-3]과 [표 3-4]는 각각 약
한 누진성 표본과 강한 누진성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12)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은 모두 2015년을 100으로 표준화한 지수로, 주택가격의 최댓값인
173.46은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1991년의 일본의 수치로, 일본은 이후 장기
디플레를 거치며 2017년에는 104.83 수준이 되었다. 주택 가격의 최솟값은
1980년의 뉴질랜드로, 뉴질랜드의 주택가격은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121.2 수준이 되었다. 주식가격의 최댓값은 자산 시장 버블이 심각하던 2007
년의 그리스로 657.82에 달하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폭락하여 2017년
100.1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주식 가격의 최솟값은 0.001 수준의 멕시코로
이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현재 111.6 수준으로 상승해 있다. 주택
가격의 최댓값을 기록한 일본과 주식가격의 최댓값을 기록한 그리스는 모두 누
진성이 약한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표 3-2. 전체 표본의 기초 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GINI (disposable)

1197

30.22832

5.995711

17.4

48.5

House Price

971

71.27262

35.40368

6.166281

173.4632

Share Price

1161

66.15564

61.64554

0.001477

657.8223

Interest Rate

932

5.809763

3.564155

-0.362

22.4975

Inflation Rate

1260

11.26914

56.7482

-4.4781

1281.444

GDP per capita

1219

24918.5

13451.18

2400.824

83081.13

Growth

1185

0.046608

0.036749

-0.26505

0.301944

Unemployment Rate

1001

7.778702

3.964803

1.558333

27.49167

Trade Openness

1236

75.04721

37.23958

16.01388

226.0414

Credit to GDP

943

87.40339

49.34489

0.1858704

308.98

Social Spending

1144

18.56769

6.297707

1.649

34.178

Secondary School Enrollment

1147

100.3929

17.91641

37.56353

163.9347

자료: 저자 계산.
12) [부록 1]은 OECD 각국의 가처분 지니(disposable Gini)와 시장 지니(market Gini) 계수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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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약한 누진성(Progressive ratio<0.518) 표본의 기초 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GINI (disposable)

564

34.04592

5.763378

24.6

48.5

House Price

416

72.67997

35.16461

8.233083

173.4632

Share Price

528

68.13691

78.76856

0.001477

657.8223

Interest Rate

372

6.068439

3.523838

-0.06917

16.90917

Inflation Rate

556

10.65182

27.75824

-1.35284

373.2157

GDP per capita

538

23008.96

12482.55

2400.824

63938.96

Growth

524

0.046786

0.040916

-0.26505

0.213651

Unemployment Rate

426

7.665286

4.186576

2.008333

26.11667

Trade Openness

557

58.57698

28.78195

16.01388

170.4283

Credit to GDP

459

95.46726

54.04468

11.20776

308.9863

Social Spending

513

14.79177

5.394357

1.725

28.481

Secondary School Enrollment

474

95.19198

15.77032

45.26966

157.1677

자료: 저자 계산.

[표 3-3]과 [표 3-4]의 서브 샘플 통계량을 비교하면 누진성이 강한 표본이
평균적인 불평등도가 낮고,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으며, GDP 대비 국내 신용으
로 대표되는 금융업의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평균 가처분 지니계수는
강한 누진성을 가진 국가에서 26.83인 데 반해 약한 누진성을 가진 국가에서는
34.0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다. 1인당 평균 GDP는 강한 누진성 표본과 약한
누진성 표본에서 각각 2만 6,427달러와 2만 3,008달러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강한 누진성 표본의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GDP 대비 국내 신용은
두 표본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76.76% 수준인
데 반해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는 95.47% 수준으로 누진성이 강한 국가의 부
채 수준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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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강한 누진성(Progressive ratio≥0.518) 표본의 기초 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GINI (disposable)

564

34.04592

5.763378

24.6

48.5

House Price

416

72.67997

35.16461

8.233083

173.4632

Share Price

528

68.13691

78.76856

0.001477

657.8223

Interest Rate

372

6.068439

3.523838

-0.06917

16.90917

Inflation Rate

556

10.65182

27.75824

-1.35284

373.2157

GDP per capita

538

23008.96

12482.55

2400.824

63938.96

Growth

524

0.046786

0.040916

-0.26505

0.213651

Unemployment Rate

426

7.665286

4.186576

2.008333

26.11667

Trade Openness

557

58.57698

28.78195

16.01388

170.4283

Credit to GDP

459

95.46726

54.04468

11.20776

308.9863

Social Spending

513

14.79177

5.394357

1.725

28.481

Secondary School Enrollment

474

95.19198

15.77032

45.26966

157.1677

자료: 저자 계산.

3. 실증분석 결과
[표 3-5]는 전체 표본, 약한 누진성 표본, 강한 누진성 표본 각각의 기본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전체 표본에서는 주택가격, 주식가격, 이자율 모두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1인당 GDP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가 추정
되었다. 즉 전체 샘플에서는 1인당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효과만이 관찰되었다.13) 그러나 이 전체 표본에서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자산 소득 상승의 영향을 가리고 있을 가능성
이 크다. 예를 들어 자산가격 상승이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만을 증가시켜 시장
지니계수가 높아지더라도, 정부가 강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여 고소득층의 소
13) 이는 소득 불평등 쿠즈네츠 곡선의 오른쪽 효과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본이 모두
OECD 가입국임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모두 쿠즈네츠 곡선상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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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증가분을 저소득층에 이전한다면 가처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둘째 열과 셋째 열의 서브 샘플 분석에서 입증
된다. 둘째 열의 누진성이 약한 표본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고, 셋째 열의 누진성이 강한 표본
에서는 두 변수 모두 다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누진성이 약한 국가
표본에서는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과 실업률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기본모형 추정 결과

∆(Real House Price)
∆(Real Share Price)
Real Interest Rate
Inflation
Unemployment Rate
GDP growth
GDP per capita
Constant

Full Sample

Subsample 1:
Low Progressiveness

Subsample 2:
High Progressiveness

-0.621

2.787**

-0.373

(-1.132)

(-1.078)

(-1.639)

-0.097

-0.109

0.104

(-0.321)

(-0.289)

(-0.374)

-0.1

0.042

-0.11

(-0.06)

(-0.069)

(-0.094)

-0.064

0.099

0.013

(-0.091)

(-0.084)

(-0.107)

0.033

0.172**

-0.011

(-0.051)

(-0.061)

(-0.059)

1.036

0.591

4.072*

(-1.542)

(-1.71)

(-2.089)

-4.392*

2.451

-4.731

(-2.39)

(-2.316)

(-3.046)

76.530***

6.294

69.965**

(-25.753)

(-24.998)

(-28.298)

Observations

726

309

417

R-squared

0.498

0.765

0.338

Number of ccode

34

15

21

주: 1) 모든 추정에는 국가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가 고려되었음.
2) 서브 샘플은 Progressiveness ratio < 0.518인 경우 누진성이 약한 국가로, 나머지는 누진성이 강한 국가로 분류하였음.
3) 괄호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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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재정 정책 누진성이 약한 국가 표본 강건성 검증

∆ (Real
∆ (Real

House Price)

Share Price)

Real Interest Rate

Inflation

Unemployment Rate

GDP growth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²

(1)

(2)

(3)

(4)

(5)

2.651**

2.786**

3.019**

2.799**

3.120**

(-1.151)

(-1.072)

(-1.22)

(-1.068)

(-1.334)

-0.133

-0.105

-0.304

-0.109

-0.087

(-0.265)

(-0.296)

(-0.288)

(-0.29)

(-0.239)

0.034

0.041

-0.057

0.042

-0.001

(-0.072)

(-0.069)

(-0.068)

(-0.07)

(-0.058)

0.081

0.099

-0.006

0.1

0.104

(-0.087)

(-0.081)

(-0.097)

(-0.084)

(-0.084)

0.170**

0.173**

0.149*

0.169**

0.203***

(-0.064)

(-0.063)

(-0.072)

(-0.064)

(-0.059)

0.294

0.604

1.085

0.688

-0.172

(-1.665)

(-1.732)

(-2.328)

(-1.605)

(-2.022)

-11.401

2.44

-0.404

2.403

2.705

(-12.645)

(-2.305)

(-2.723)

(-2.214)

(-2.135)

0.698
(-0.631)

Trade Openness

-0.119
(-0.808)

Credit to GDP

1.091
(-0.745)

Social Spending

0.146
(-0.83)

Education

-3.114*
(-1.682)

Constant

74.65

6.869

32.409

6.404

16.074

(-66.038)

(-24.081)

(-28.317)

(-24.76)

(-24.555)

Observations

309

309

270

309

240

R-squared

0.768

0.765

0.778

0.765

0.753

Number of ccode

15

15

15

15

14

주: 1) 모든 추정에는 국가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가 고려되었음.
2) Progressiveness ratio < 0.518인 경우임.
3) 괄호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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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재정 정책 누진성이 강한 국가 표본 강건성 검증

∆ (Real
∆ (Real

House Price)

Share Price)

Real Interest Rate

Inflation

Unemployment Rate

GDP growth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²

(1)

(2)

(3)

(4)

(5)

-0.457

-0.393

-0.594

-0.899

-0.26

(-1.566)

(-1.587)

(-1.334)

(-1.631)

(-1.675)

0.119

0.14

-0.034

0.01

0.107

(-0.356)

(-0.396)

(-0.608)

(-0.298)

(-0.382)

-0.096

-0.109

-0.072

-0.105

-0.105

(-0.095)

(-0.095)

(-0.063)

(-0.079)

(-0.09)

-0.011

0.008

-0.08

-0.059

0.016

(-0.107)

(-0.107)

(-0.086)

(-0.075)

(-0.106)

-0.03

-0.011

0.027

0.05

-0.012

(-0.047)

(-0.059)

(-0.064)

(-0.051)

(-0.06)

3.744*

4.415***

1.628

0.411

4.054*

(-1.9)

(-1.323)

(-1.497)

(-2.01)

(-2.062)

-33.392**

-4.699

1.221

-6.114**

-4.717

(-14.219)

(-2.973)

(-2.296)

(-2.457)

(-3.158)

1.390*
(-0.711)

Trade Openness

-0.437
(-1.952)

Credit to GDP

0.968*
(-0.561)

Social Spending

-5.219**
(-2.13)

Education

0.059
(-1.198)

Constant

216.575***

71.553**

9.937

99.318***

69.484**

(-71.987)

(-27.139)

(-23.015)

(-25.551)

(-32.81)

Observations

417

417

319

417

407

R-squared

0.356

0.339

0.587

0.493

0.34

Number of ccode

21

21

21

21

21

주: 1) 모든 추정에는 국가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가 고려되었음.
2) Progressiveness ratio > 0.518인 경우임.
3) 괄호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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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과 [표 3-7]은 각각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약한 국가 표본과 누진성
이 강한 국가 표본의 기본모형에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고려하여 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검증한 추정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두 표본 모두 추가적인 변
수를 제어한 이후에도 [표 3-5]의 기본모형 추정 결과가 유지되었다. 누진성이
약한 국가 표본에서는 추가적인 설명변수의 고려와 관계없이 실질 주택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증가가 유의하게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켰지만, 누진성이 강
한 국가 표본에서는 일관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추가적으로 고려된 변
수 중에 누진성이 약한 국가 표본에서는 교육 수준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를
유의하게 낮추었으며, 누진성이 강한 국가 표본에서는 1인당 GDP의 제곱
항,14) GDP 대비 국내신용,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소득 불평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자산가격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1980~
2017년 동안의 34개 OECD 회원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
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
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자산가격의 변화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불평등도에는 영
향을 미치더라도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를 모두

14) 본 항은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는 단계를 거치다가, 전
환점이 되는 소득 수준을 넘어선 단계부터는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역-U
모양의 쿠즈네츠 곡선을 검증하기 위해 고려되었으나, 추정된 곡선의 형태는 U자형이다. 2차 곡선의
최저점이 1인당 소득 14만 달러가 넘는 수준이어서, 주어진 구간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소득 수준 상승
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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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된 재정 정책 누진성 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
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된다는
쿠즈네츠 가설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가깝다. 본 장의 실증분석은 소득 불평등
도는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의지가 있어야 개
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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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불평등은 국내적 문제로 다뤄져왔다. 자연히 불평등과 관련된 연
구 주제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나 조세 정책에 대한 탐구
가 주를 이루었다. 불평등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중요한 연구의 한 갈
래로서 지속되어왔지만 불평등이 한 국가의 성장이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불평등이 대외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갈래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Cingano(2014)는 OECD 34개 회원
국에서 1985~2005년 사이에 심화된 소득 불평등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의 누적 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소득
불평등 확대로 해당기간 누적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고 영국, 이탈리아
및 미국은 6~9%포인트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
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는 소득 재분배와 불균형, 성장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지난 30년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 패널을 분석한 이 연구에 따
르면, 불평등의 증가는 인적자본 축적과 수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낮추었다.
또한 불평등을 줄이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성장률을 낮춘다는 증거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득 불평등 분석은 불평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고려해보면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위축시켜 총 소비의 감소를 야기한다.
Pressman(1997)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후 소득 분포가 소비의 유의한
결정요인이었으며, Brown(2004)은 소득 불평등이 미국의 유효수요에 상당한
음의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유사하게 Schmidt-Hebbel and Serven
(2000)은 소득 불평등과 총 저축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소득 불평등이 총 저
축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소득 불평등이 국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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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득 불평등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소득 불평등이
소비, 저축, 투자 등의 경로를 통해 성장 및 소비뿐만 아니라 대외변수와 상호
작용하는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대내
적인 성장이나 소비 및 저축뿐만 아니라 대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들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Basu and Guariglia(2007)는 외국인직접투
자, 불평등, 성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만약
경제의 초기 인적자본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있다면 FDI 유입은 불평등과 성
장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Broer(2010)는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과
미국의 경상수지 감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 위험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와 총자산 보유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미국
의 개인 소득 위험 증가가 상당한 순 해외자산 감소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
다. Ranciere et al.(2012), Al-Hussami and Remesal(2012) 등은 패널 자
료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대부분의 경상수지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장에서는 Ranciere et al.(2012), Al-Hussami and Remesal(2012)
등과 같이 경상수지 결정요인 중 하나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였다. 앞서 연구
들은 상위 1%, 5% 소득의 비중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였는데 소득
상위계층이 점유하는 소득의 비중은 일부 소득계층의 정보만 고려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lt(2019)가 구축한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제공하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이용하
였다. SWIID은 소득 불평등 자료의 비교를 용이하게 다음 위해 국가 및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세계소득 불평등 데이터15)가 정리된 데이터베
이스이다.

15) Solt(2019) DB(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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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이 미치는 효과를 식별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29개 회원국16)을 대상으로 동태패널(dynamic panel) 모형
을 설정하였다. 추정 결과 첫째, 높은 지니계수는 유의하게 경상수지를 낮추었
다.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경우 지니계수가 0.01 증가할 때 GDP 대비 경상수지
가 0.177%포인트, 지니계수가 0.37 이하인 표본을 이용하였을 때는 –0.361%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니계수와 경상수지의 2차 함수 관계를 고려했
을 때는 지니계수가 0.01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0.362에 이를 때까지 경상수
지가  ×    만큼 감소하였다. 둘째, 유년부양비율 증가, 순대외
자산의 증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며 물
가상승률과 세계 대비 GDP 비중은 경상수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었다. 셋째,
경상수지는 부분조정 메커니즘을 따르며 한 기 전 시차 값에 대한 계수가
0.76~0.78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의 관계를 지닐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의 많
은 현상들은 변수들간에 양의 관계 혹은 음의 관계와 같이 선형관계를 보일뿐
만 아니라 그 부호가 U자 곡선과 같이 음에서 양으로, 혹은 역 U자 곡선과 같
이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쿠즈네츠는 일인당 국
민소득이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 U자 모형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지니계수를 횡축으로, GDP 대비 경상수
지를 종축으로 하여 산포도를 도시한 결과 지니계수가 높아지며 경상수지가 감
소하다 다시 확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자 비선형을 고려하는 두 가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비선형관계
가 관찰되었다.

16)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
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
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72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이론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저축을 감소시키
고 해외로부터 가계의 차입을 증가시킨다. 즉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상수
지는 적자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0여 년간 OECD 회원국에서도 관
찰된다. [그림 4-1]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OECD 30개국의 지니계수와
경상수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을 통해 세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첫째, 경상수지와 소득 불평등은 음의 선형 관계를 지닌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변수간 상관관계를 구해보았더니 –0.32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상수지와 소득 불평등은 임계치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선형
관계를 보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계치는 약 0.37이며 임계치를 전
후로 지니계수가 0.37 이하인 그룹과 0.37을 초과하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두 그룹의 상관관계는 각각 –0.40과 0.43으로 서로 다른 부호를 보였다. 지
니계수가 0.37 이상인 국가는 주어진 표본에서는 칠레, 멕시코, 터키였다. 셋
째, 경상수지와 소득 불평등은 이차함수의 관계를 지닌다. 지니계수가 증가할
때 경상수지는 감소하지만, 지니계수가 일정 수준(약 0.37)을 넘어서면 지니계
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가 함께 증가한다.
[그림 4-1]에서 대략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
데,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은 여기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인과관계라기보다 상관관계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일반적인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모형에 소득 불평등 지표를 추가하
여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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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
[선형 적합]

[2차 적합]

주: 지니계수가 0.37이상인 국가는 칠레, 멕시코, 터키.
자료: World Bank; Solt(2019) DB(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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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모형 설정
가. 모형 및 분석 방법
OECD 패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Ranciere et al.(2012)에 기초해 다음
과 같은 동태 패널모형 식을 설정하였다.

                  

[식 4-1]

여기서  는 국가,  는 시점을 나타내며  는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고

 는 개별개체의 특성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을 나타
낸다.    는 시간과 개체에 따라 변화하는 순수 오차를 나타낸다.  는
Solt(2019)가 계산한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이고  는 음의 부호가 예상된다.
[식 4-1]을 살펴보면 경상수지의 시차 값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경상수지가 갑
자기 변화하지 않고 전기의 값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부분조정 메커니즘
(partial adjustment mechanism)을 따른다는 가정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
서  는 1보다 작은 양의 값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는 일반적
인 경상수지 결정요인으로 Chinn and Prasad(2003), Chin and Ito(2007)
등에서 다뤄지는 대표적인 경상수지 통제변수이다. 먼저 인구구조요인으로 노
인부양비(old)와 유년부양비(young)를 포함하였다. 노인부양비와 유년부양비
의 계수는 음의 부호가 예상된다. Modigliani(1970)의 생애주기이론(Lifecycle Hypothesis) 등 소비함수 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와 유년기는 음의 저축
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노인부양비 비율과 유년부양비 비율이 증가하면 저
축률이 하락하여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한다. Coale and Hoover(1958)
는 유년 부양인구가 증가하면 가계의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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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e-Hoover hypothesis’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Lührman(2003)은 유년
및 노인 부양비가 높은 국가들은 해외로부터 자금 차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음을 발견하였다. 즉 부양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다. 그
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은퇴 후 소비에 대비하기 위
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인구구조의 영향은 인구의 구성과 사회복
지 제도 및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외요인으로는 대외개방도와
순대외자산을 고려하였다. 무역개방도(trade)의 계수는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
가일수록 해외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가설에 따라 음
의 부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순대외자산(nfa)의 축적은 경상수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본원소득 수지를 개선시켜 경상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Kindleberger(1958)의 국제수지 발전단계 순환에 따르
면 성숙 채무국과 미성숙 채권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미성숙 채무국과 성숙 채
권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순대외자산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 국가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Engel and Rogers(2006)의 연구는 대외부채와 경상수지의 관계를 분석하였
는데 거의 모든 시점에서 대외부채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요인으로는 환율과 국내신용을 추가하였다. 실질실효환율(reer)은 전통적
으로 경상수지와 음의 관계라고 알려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실질실
효환율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양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
가 보고되고 있어 양방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내신용(credit)은 금융에 대
한 접근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차입 제약이 완화되어 국내신용이 증가
하였다면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줄어들어 경상수지를 감소시킬 것이다. 정책
요인으로 정부 부채(debt)를 고려하였으며 정부 부채의 증가는 경상수지에 음
의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부채가 높다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이전하여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미래로부터 차입하여 소비하므로 경상수
지 적자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물가(deflator), 경제 규모(pppsh), 경기변동

76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gap) 등 거시경제 요인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물가는 경상수지 적자를 개
선시키고 경제 규모는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변동은
수입수요 변화를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이 되면 수
입이 증가해 경상수지가 감소하고 gap의 계수는 음의 부호를 지닐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림 4-1]에서 확인된 지니계수와 경상수지의 비선형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추정 모형을 고려하였다. 첫째는 [식 4-1]을 지니계수의
값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각각 추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때 지니계수가 0.37
을 초과하는 그룹은 표본이 작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둘째 방법은 전체 표본
을 사용하여 [식 4-2]를 추정하였다.

                          

[식 4-2]

[식 4-2]는 이차항    을 포함하며, 지니계수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가
U자의 모양을 보인다면  은 음수,  는 양수로 추정될 것이다.
[식 4-1], [식 4-2]로 설정된 동태패널 모형은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
정하였다. 시차 종속변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경우 내생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GMM 추정이 일반적이다. Arellano and Bond(1991)는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하여 일치추정량을 구하는 차분 GMM을 제안하였고,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는 종속변수의 수준변수와 차분변
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하는 시스템 GMM을 제안하였다. Arellano and
Bond 추정량은 종속변수가 임의보행(random walk)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차분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추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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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추정을 위해 OECD 29개 회원국의 1996년부터 2017년까지로 구성된 연간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각
각 [표 4-1]과 [표 4-2]에 나타나 있다. 분석에 이용된 지니계수(Gini)는 처분
가능소득 지니계수이며 0과 1사이의 값을 지닌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지수이
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큰 국가를 의미한다. 분석에서는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니계수에 100을 곱하여 이용17)하였다. 100을 곱하기
전 원래의 정의에 따른 지니계수는 0.21부터 0.49까지의 값을 보여주었다. 지
니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터키였으며 0.37에서 0.50 사이의
값을 지녔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등이 있었으며 지
니계수가 0.2 초반에 불과하였다. 모든 국가의 지니계수 평균은 0.31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1994년 0.28에서 2017년 0.32까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가
중 소득 불평등 정도가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노인부양비(old)는 생산가능 인
구(15~64세)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 유년부양비(young)는 생산가능 인구
중 14세 이하의 비로 정의된다. 노년부양비가 높고 유년부양비가 낮을수록 고
령화된 사회라고 정의하면 가장 고령화된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젊
은 국가는 멕시코였다. 무역의존도(trade)는 GDP 대비 수출과 수입 합계의 비
중이고 국가 혹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대외개방도가 낮은 국가는
15%에 불과하였으나 높은 국가는 180%에 이르렀다. 순대외자산(nfa)도 GDP
대비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trade와 마찬가지로 편차가 컸다. reer는 실질실
효환율이며 정의에 의하면 높을수록 화폐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타 변수로
국내신용(credit)은 GDP 대비 국내신용의 비중, 정부 부채(debt)는 GDP 대
17) 일반적인 계수  의 해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설명변수 1단위 증가에 따른 평균적인 종속변수의
변화가  단위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1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지니계수를 이용
하면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니계수에 100을 곱하였으며 이 경우 지니계수 0.01
이 증가할 때 경상수지가  단위로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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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부 부채의 비중, 물가(deflator)는 GDP 디플레이터의 연간 증가율, 경제
규모(pppsh)는 ppp 기준 세계 GDP에 대한 패널 개체의 상대적 GDP 비중,
경기변동(gap)은 잠재 GDP 대비 산출 갭의 비중이다.

표 4-1. 경상수지 결정요인
요인

세부 요인

설명변수

불평등
구조 요인

대외 요인
금융 요인

인구구조

Gini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100

old

노인부양비

young

유년부양비

trade

GDP 대비 수출입

순대외자산

nfa

GDP 대비 순대외자산

환율

reer

실질실효환율

대외개방도

국내신용

credit

GDP 대비 국내신용

정책 요인

정부 부채

debt

GDP 대비 정부 부채

물가

deflator

GDP 디플레이터

거시 경제

경제규모

pppsh

세계 GDP 대비 국가 GDP(PPP 기준)

경기변동

gap

잠재 GDP 대비 산출 갭

자료: 저자 작성.

표 4-2. 기초 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16.19

CA

514

0.42

5.65

-24.23

Gini

514

0.31

0.06

0.21

0.49

old

514

22.81

6.21

8.14

42.66

young

514

27.76

7.36

18.14

61.21

trade

514

65.12

33.22

15.95

180.89

nfa

514

10.98

21.61

-97.34

76.67

reer

514

99.94

13.35

60.71

164.36

credit

514

99.40

47.26

12.88

308.99

debt

514

61.77

39.47

3.88

236.07

deflator

514

2.59

3.21

-5.21

26.55

pppsh

514

1.14

1.32

0.01

7.22

gap

339

-0.51

2.77

-15.81

6.05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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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는 SWII, WDI, IMF에서 획득할 수 있다. 먼저 지니계수는 solt
(2019)가 고안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이용하였으며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SWIID)에서 획득하였다. 정부 부채
(debt) 와 상대적인 경제 규모(pppsh), 경기변동(gap)을 나타내는 변수는
IMF에서 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표 4-3]에는 지니계수와 경상수지의 선형관계를 고려한 추정 결과를 제시
하였다. 기본모형 (1)은 일반적인 경상수지 결정요인 모형이며 Gini 변수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Gini 모형 (2)는 모형 (1)에 Gini 변수항이 추가되었다.
Gini + Gap 모형 (3)은 모형 (2)에 경기변동을 식별하는 gap 변수가 추가되었
다. (3)을 별도로 추정한 이유는 gap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gap을 추가하
면 표본 수가 514에서 339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표 4-3]의 하단에는 모형 설정의 적합성을 가늠하기 위한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시스템 GMM에서 도구변수가 적절한지, 즉 적률 조건이 타
당한지를 검정하기 위해 Sargan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Sargan 검정의 귀
무가설은 과대 식별 제약이 적절하다는 것인데 [표 4-3]의 결과에 따르면 귀무
가설이 기각된다. 그러나 Allerano and Bond(1991)는 오차항    에 이분산
성이 존재하는 경우 Sargan 검정의 검정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이분산성으로 기각되었는지 과대 식별 제약이 타당하지 않
아 기각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Arellano and Bond 검정은 차
분 오차항    의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에 자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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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추정 결과: 선형 관계
(1) 기본모형

(2) Gini

(3) Gini + gap

L.CA

0.787***

(0.000)

0.779***

(0.000)

0.780***

(0.000)

L2.CA

0.018

(0.598)

0.016

(0.649)

-0.045

(0.247)

Gini

-0.177*

(0.023)

-0.212*

(0.012)

old

0.018

(0.823)

0.017

(0.827)

0.101

(0.116)

young

-0.153*

(0.021)

-0.092

(0.197)

0.089

(0.271)

trade

0.013

(0.298)

0.020

(0.134)

0.046***

(0.000)

nfa

-0.056***

(0.000)

-0.055***

(0.000)

0.015

(0.460)

L.nfa

0.068***

(0.000)

0.066***

(0.000)

-0.046*

(0.022)

reer

-0.045***

(0.000)

-0.043***

(0.001)

0.000

(0.981)

credit

-0.008

(0.130)

-0.009

(0.067)

-0.003

(0.671)

debt

0.037***

(0.000)

0.036***

(0.000)

-0.009

(0.314)

deflator

0.238***

(0.000)

0.253***

(0.000)

0.592***

(0.000)

pppsh

0.243

(0.341)

0.452

gap

-

상수

3.580

(0.302)
-

(0.219)

7.324

(0.059)

0.782**

(0.007)

-0.418***

(0.000)

-2.859

(0.587)

표본 수

514

514

339

국가 수

29

29

20

0.000

0.000

0.013

1계

0.000

0.000

0.000

2계

0.248

0.248

0.941

사후 검정(p-value)
Sargan 검정
Arellano∙Bond 검정

주: ( ) 안은 p-value, *p<0.05, **p<0.01, ***p<0.001.
자료: 저자 계산.

이 없다면   은 1계 자기상관을 지니지만 2계 자기상관을 가지지 않을 것이
다. Arellano∙Bond 검정 결과    에 1계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5%
유의 수준에서 기각되고, 2계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은 5% 유의 수준에서
기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료는    에 1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핵심 변수인 gini 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모형 (1), (2) 모두에서 –0.2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지니계수가 0.01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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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상수지가 약 0.2% 악화된다는 의미이며 이전의 분석 결과들과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Ranciere et al.(2012)에서는 상위 5%의 소득 비
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0.11%포인트 감소하고 상위 1%의 소득
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0.122%포인트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계 저축성향은 (1-한계소비성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크고 한계저축성향이 낮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확
대로 전체 인구 가운데 한계저축성향이 높은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저
축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요인이 된다.
gini 이외의 변수 중에는 경상수지 시차항의 계수가 약 0.78로 추정되어 현
재의 경상수지를 설명하는 데 전기의 경상수지 수준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인구구조 요인 중 노인부양비율의 계수는 양수로 추정되어 노인부양비율의
증가가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인부양비의 계수는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유년부양비율은 부호
가 혼재되어 나타났는데 기본모형에서는 –0.153으로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나 (2), (3) 모형에서는 계수가 양수로 추정되었다. 다만 (2), (3) 모
형은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외개방도의 확대는 경
상수지를 개선시켰다. 순대외자산의 경우 (1), (2) 모형에서는 0.1% 유의 수준
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 국가들이
OECD 회원국이므로 Kindleberger(1958)의 국제수지 발전 단계에서 성숙
채권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질실효환율은 (1), (2) 모형에서 경
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화폐가치의 상승이 국내 구매력
을 높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출재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감
소하는 전통적인 경로가 성립하였다. 국내신용의 확대는 경상수지의 적자요인
으로 작용하였고 정부 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세계 대비 상대 GDP의 비중은
경상수지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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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는 [그림 4-1]에서 나타난 비선형 관계의 가능성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4)는 지니계수가 0.37 이하인 부분 표본(subsample)을 모형
(2)로 추정하였고 모형 (5)는 지니계수가 0.37을 초과하는 표본을 모형 (2)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사후 검정결과는 선형 관계를 분석한 [표 4-3]과 대동소
이하였다. 즉 Sargan의 적률조건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오차항
의 자기상관 여부를 위한 Arellano and Bond 검정에서는 오차항에 1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추정 결과: 비선형 관계

L.CA

(4) 선형적합(≦0.37)

(5) 선형적합(>0.37)

0.780***

0.082

(0.000)

(0.806)

(6) 2차적합
0.761***

(0.000)

L2.CA

-0.004

(0.902)

0.235

(0.457)

0.019

(0.583)

gini

-0.361***

(0.001)

0.030

(0.975)

-2.027***

(0.000)

gini2

0.028***

(0.000)

old

0.015

(0.844)

-5.766

(0.260)

-0.023

(0.764)

young

-0.008

(0.931)

-2.209

(0.368)

-0.245**

(0.002)

trade

0.025

(0.056)

-0.437

(0.225)

0.015

(0.264)

nfa

-0.061***

(0.000)

-0.141

(0.732)

-0.055***

(0.000)

L.nfa

0.071***

(0.000)

-0.394

(0.126)

0.065***

(0.000)

reer

-0.028*

(0.028)

-0.252

(0.235)

-0.037**

(0.003)

credit

-0.009

(0.090)

-0.180

(0.186)

-0.008

(0.127)

debt

0.042***

(0.000)

-0.286

(0.297)

0.038***

(0.000)

deflator

0.244***

(0.000)

0.146

(0.578)

0.250***

(0.000)

pppsh

0.977*

(0.028)

0.571

(0.952)

0.236

(0.590)

상수

6.881

(0.195)

231.835

(0.224)

42.141***

표본 수

471

43

514

국가수

27

2

29

(0.000)

사후 검정(p-value)
Sargan 검정
Arellano∙Bond 검정

0.000

1.000

0.000

1계

0.000

0.162

0.000

2계

0.163

0.160

0.202

주: ( ) 안은 p-value, *p<0.05, **p<0.01, ***p<0.001.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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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에서 0.37을 분기점으로 하였을 때 우하향하는 표본보다 우상향
하는 표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모형 (4)의 추정 결과는 모형 (2)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다만 표본에서 지니계수와 경상수지가 양의 관계를 보이는 표본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gini에 대한 계수 추정치가 –0.177에서 –0.361로 크게 증
가하였다. 모형 (5)는 표본의 수가 적지만 모형 (4) 및 (2)와의 비교를 위해 참고
용으로 제시하였다. 예상되었듯이 gini의 계수 추정치가 양수인 0.030으로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었다.
모형 (6)은 모형 (5)의 소표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에 대해 두 변
수간 2차 관계를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Gini의 제곱 항을 추가하였다. 지니
계수는 –2.07, Gini 제곱 항은 0.028이므로 지니계수 0.01 단위 증가에 대해
경상수지가  ×    18) 만큼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추
정된 U 곡선의 최저점은 약 36.2(지니계수로는 0.362)로 모형 (4) 및 (5)에서
설정한 분기점과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old 및 young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의 계수 추정치가 모형 (2)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가구의 높은 빈곤율이 동반되며 진행되고 있다. 사회
가 고령화될 때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 저축이 증가하면 경상수지 흑
자가 되는 요인이지만 한국과 같이 빈곤 노인이 증가하며 고령화가 진행될 때
는 총저축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를 함께 고려해볼 때 고령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 확대가 함께 진행되면 경상수
지 감소가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분석 결과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분기점을 넘어서면 지니계수가 경상수지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
지만 한국이 터키, 멕시코, 칠레와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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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4년
부터 2017년까지의 29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으
며 동태패널 모형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지니계수를 불평등 지표로
정의하였으며 불평등의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그림 4-1]과 모형 (6)의 추정 결과가 암시하듯이 소득 불평등의 확대
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
라 경상수지는 U자의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
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후퇴기가 경상수
지를 축소시켰다.
본 장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
되는 시점이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장기 경상
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추정한 바 있는데
이때 주로 인구구조를 주요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윤덕룡, 김효상,
이진희(2017)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한국의 경상수지 흑
자가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 이르러서는 인구구조가 경상수지의 적자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만약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 불평등을 동반한다면 윤덕룡, 김
효상, 이진희(2017)에서 추정한 2030년보다 적자 시점이 이르게 다가올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은 모든 경제활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 경
제적 현상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를 낮추거나 혹은 높이기 위해 소
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다만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설
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대외변수, 특히 경상수지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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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요약
21세기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 혹은 부의 불평
등이다.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아니더라도 이미 OECD, IMF
같은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소득
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
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의 불평등과 국내경
제 변수에 연계된 분석에 집중되어왔으며 대외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
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부의 불평등은 국내적으로 투자나 소비, 저축
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 환율, 금융위기 등과도 밀접
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
들이 많지 않으며 더구나 국내에서는 관련 분석이 더욱 희소한 실정이다. 대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높고 대외경제 상황에 민감한 한국경제로서는 불평등이
대외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990~2016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적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 중에
서 지니계수와 우리나라 국내소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불평등도가
높아지면 소비 증가율이 하락하는데 그 이유는 저소득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 계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가 한국경제에 존재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했다. 소득 수준을 5분위
로 나누어 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 수준이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
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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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위에서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지만 5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가파
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과 거시경제 변수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국
내소비 및 경제성장률의 연관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내소비 및 경제성장률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 대외의존도와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자산가격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1980~
2017년의 기간 동안의 34개 OECD 회원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34개국 OECD의 연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모델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Tridico(2018)와 Adam and Tzamourani
(2016)에 비해 방법론적 개선을 추구했다. 또한 본 연구는 각국 재정 정책의 누
진성(progressiveness of fiscal policies)에 따라 자산가격이 소득 불평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첫째 연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문헌
에서 논의되어온 다양한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들을 제어하여 강건성 검증
(robustness check)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강한 국가군에서는 자산가격의 상승이 소
득 불평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에서는 실질 주택가격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에 유의하게 기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실업률 역시 유의한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자산가격의 변화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불평
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
를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지니는 경제학적 영향을 대외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 국가 중 자료가 가용한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6년부
터 2017년까지의 패널 분석을 하였다. 소득 불평등은 많은 거시경제 변수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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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외경제 변수, 특히 경상수지에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
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득 불평
등과 경상수지가 지니는 비선형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수
록 경상수지가 감소하나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경상수지
가 확대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제2장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만들 필요
가 있다.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인 한
국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위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한국의 재분배 정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적극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
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 안정을 위한 정
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분위 소득집단은 한계소비성향이 평균 대비 가장
높은 집단이므로 이 집단의 소득 증가는 경제성장 제고에도 기여가 크다. 근로
소득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원을 고려한 소득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1분위
소득집단의 생존 및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소득 정책
이나 사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부의 불평등은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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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
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국제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당사국보
다 더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대외의존도를 줄여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도
모하기 위해서라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넷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격차 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 등 불
평등의 원인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서
자본을 적립할 가능성이나 기회가 적다. 자산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개선, 부동산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
행해갈 필요가 있다.
제3장의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재정 정책의 누진성 강화이다. 본 장에서 사용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
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가격의 증가가 여과 없
이 소득에 반영되고 있는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장의 분석 결과에 의
하면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소득 불평등
도가 개선된다는 쿠즈네츠 가설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나듯 재정 정책의 누진성에 따라 최종적인 경제적 불평등도
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 불평등도는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의지가 있어야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의 재분배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및 금융 소득에 대한 조
세 누진성 강화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강화 등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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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근로소득 인상을 통한 소득 정책은 생산성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조세의 누진성 강화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를 사회 정책적
방법을 통해 재분배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자산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시
장은 필수 소비재인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 제한으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산격차를 심화하
고 경제적 불평등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의 노력이 요구된다.
제4장으로부터는 향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서 고령
화가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면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
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경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불
평등 심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격차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국내소비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대외의존도
증가와 같은 거시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또한 현실에서는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생존이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 정도가 커질
수록 기회의 불평등까지 초래하여 불평등이 세습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자산가격의 상승은 이러한 위험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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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다양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불평등의 확대는 정책적 노
력을 통해 제어하고 축소시켜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쿠즈네츠
커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의 자연적 해소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재정 정책의 누진성 면에서 아직 상당한 정책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적어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소득의 재분배 정책이 가장 열악한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없이는 불평
등의 해소도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
지가 필요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 특
히 부동산시장이나 교육 분야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분야이므로 섬세한 정책
구상과 목표 지향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식을 확인
하는 연구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장의 연구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미시적인 차원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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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f the Effects of Asset Price Changes on
Economic Inequality and External Economic Variables
Deok Ryong Yoon, Dong-Eun Rhee, and Jinhee Lee

The world economy has experienced rapid polarization and
concentration of wealth that has progressed rapidly over the past
30 years. Wealth inequality has caused a variety of socio-economic
changes, and economic inequality remains unresolved. Wealth inequality impacts not only economic growth, but also various socio-economic phenomena. It can also affect external economic
variables in addition to domestic macroeconomic variables.
Therefore, in regard to economic inequality, it becomes an important task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nd analyze its determinants and effects.
Korea’s Gini coefficient showed a downward trend after 2011
but has remained stagnant since 2016. Even when compared internationally, Korea’s Gini coefficient appears relatively high, with
Korea ranking 31st among the 35 OECD member countries in 2017.
Assets are known to be more concentrated on the upper level than
income. In Korea, the top 1% occupies 11.3% of net assets and the
top 5% occupies 28.8% of net assets. The top 10% owns 42.1% of
net assets.
Traditional economic growth theory has shown that inequality
can stimulate growth by motivating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106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recent years, however, New Keynesian economists have raised the
view that inequality can negatively affect education or human capital investment, which can undermine economic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Gini coefficient and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lso seems to be close to the latter, meaning inequality is
likely to hinder economic grow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consumption, it is known that the expansion of inequality according to Keynes’ theory of consumption shrinks
consumption. To confirm this,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was estimated by income quintile, and it was confirmed that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decreases as income increa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s wealth inequality intensifies, thi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gross domestic product
and a decrease in gross domestic consumption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gain.
Next,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the effect of
changes in asset prices on income inequality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progressiveness of fiscal policy.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n countries with relatively weak progress in fiscal policy,
rising housing prices and rising unemployment contributed to worsening income inequality, but in countries with strong progression,
most factors did not affect income inequality. Korea maintains a
fiscal policy that is less progressive than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Therefore, Korea’s deteriorating income inequality
could be attributed to the rapid rise in real estate prices.
Finally,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current account was
analyzed.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has been a factor in reducing the current account bal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account improves when the threshold is exceeded. In other
words, as income inequality intensifies, the current account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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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hape. In addition to the Gini coefficient, the increases in child
support, net foreign asset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domestic credit, as well as recession, were all shown to reduce the
current accou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nsifying wealth inequality in Korea can hinder economic growth, meaning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vorable economic environment for growth through
active redistribution policies. In addition, the inequality of wealth
in Korea is shrinking domestic consumption and contributing to
instability in the consumption of low-income groups, making it
necessary to seek policy measures to stabilize consumption in the
quintile income group.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in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tax progressiveness on sources of
financial income such as real estat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such as strengthening social
expenditures for low-income people, it can be said that the price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is important.
Lastly, if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other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continue to increase income inequality,
Korea could record a current account deficit sooner than forecast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ly on the demograph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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