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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수입을 토대로 한 조세정책과 이전지출과 같은 재정
지출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두 정책이 소득재분배에 있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
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
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분석
과 달리 소득재분배에 있어 개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 정책
이며 반면 조세의 경우 오히려 개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
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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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

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학

계,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과 소득재분배정책 등 대응방안의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표상으로 볼 때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도 수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평등 해소 등의 

이슈보다는 통계지표와 체감불평등도의 차이와 같이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지표상으로 볼 때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아울러 최근에는 다른 국가와 달리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1).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도는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통계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개선정책 즉 소득재분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와 

같은 체감불평등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득관련 조세정책이 역진

적이거나 재정지출에 있어 공적 이전 등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아 재분배기능을 충분히 수

행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불평등도는 지표가 낮더라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

서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 정책효과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

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소득재

분배 효과라 정의되는 ‘지니갭’(Gini gap=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와 같은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지니계수와 같은 불평등도 척도가 연간자료로 구축되어 있

거나 일관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료상의 제약에 기인한 바 크다. 즉 재정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와 같은 거시현상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계열자료가 필요하지만 

가계소득과 같은 미시자료의 축적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연간자료이

다 보니 이를 엄밀하게 실증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재분배 효과를 

단순하게 지니 갭으로 나타내어 횡단적으로(cross-sectionally)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거나 

단순히 두 시점을 비교하는 정도의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에 한정되고 재정정

책을 지니갭과 같은 총량적인 결과만으로 분석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세부적으로 분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OECD 국가별 패널자료와 우리나라의 분기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

으며 재정정책을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으로 구분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증분석해 보았

1) 소득불평등 추이 등과 관련된 자세한 현황은 3장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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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비록 지표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

지만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는데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실증분석을 위한 관측치 확보를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였

으며 아울러 우리나라를 분석하기 위해 연간자료가 아닌 분기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 척도인 지니갭을 OECD 국가별 지니계수

를 활용하여 구하고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의 결과가 다른 경제적 여건이 불변인 상황에

서 조세와 재정지출 정책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기존연구와의 차

이점은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를 OECD 국가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

여 정책수단별로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분석결과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정책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재정지출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조세정책

의 경우엔 역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의 경우와 

달리 재정지출의 유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조세정책의 역진

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Ⅱ장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개관을 통해 본 연

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도 관련 지

표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살

펴본다. Ⅳ장에서는 먼저, 소득재분배효과를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조

세 정책과 재정지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국가패널 분석결과를 기

반으로 우리나라의 분기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Ⅱ. 기존연구의 개관

우리나라에서 소득분배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화두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

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보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인 소득불평등 경향 및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세계적인 이슈로 제기

되었고(Piketty, 2014; Stiglitz, 2012),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소득불평등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논의 중 

본 연구의 핵심주제라 할 수 있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재분배 정책 관련 주요 연구결과에 초

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기 하기로 한다.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

체적으로 재정지출 보다는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으며 정책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찾아보기 어렵

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효성 측면에서 정책의 유형, 분석 기간,  분석 지역,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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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태성(1996), 반정호(2013), 성명재

(2000, 2007), 임해정·황정호(1989), 현진권(1996, 2001) 등이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를 비롯하

여 특정한 세목이나 일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이러한 정책효과 보다는 외생적인 경기회복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분배구조 개선

을 위한 무리한 조세정책의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임병인(2010)

은 직접적인 조세의 효과가 아닌 보험료 소득공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료 공제 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여 세후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

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조세정책의 역진적인 측면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미경(2013)은 국가의 조

세체계를 비교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인 총조세수준, 노동조세수준, 자본조세의 가시성, 조

세구조의 역진성을 사용하여 OECD 국가들의 조세체제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의 역

진성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상이한 동태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외에도 박승식·박상

연(2014)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재정지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부문의 민

간대상 이전소득이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을 시도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강신욱 외(2014)는 소득불평등 심화 원인을 분석 하면서 특히 정

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

보장부담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10년 사

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2). 한편, 반정호(2013)는 분배지표 변화와 추이 분석을 통해 공

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 효과와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공적이전과 조세제도는 

누진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재분배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들 분석들은 지표의 정의를 활용한 시점 간 단순비교 내지 간접적인 분석 결

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해외연구로는 Cevik and Correa-Caro (2015)와 

OECD(2008, 2011, 2015)가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Cevik and Correa-Caro (2015)

는 중국과 개도국 경제를 중심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 

OECD(2011)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Cevik and Correa-Caro (2015)에 따

르면 중국의 경우 시계열자료 분석 결과 정부 지출의 확대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

고 조세정책은 소득불평등을 완화 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패

널분석의 경우 정부의 조세나 재정지출 정책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어 개도국들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효성이 낮다는 결과를 시사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이 아닌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OECD(2008) 연구를 살펴보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은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계자산의 불평등이 가계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

2) 동 연구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은 확대된 복지제도의 영향으로 10년 사이 평균 19,4%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에 대한 조세의 누진성이 동 기간 중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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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제도적으로 개선되

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OECD(2011)에서는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 증가추

세와 조세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주요 OECD국가

의 최상위층 소득세가 60-70%였던 반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평균 40% 수준으로 하

락하여 이러한 조세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들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의 개혁을 제

시하였으며,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정부의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임을 시사하였

다. 

한편 소득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연구가 아닌 시뮬레

이션을 이용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명재(2015)는 인구 또는 가구특성 

등 여러 요인들의 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경제적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소득불균등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만, 조세, 소득이전 등과 같은 소득재분배 정책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

득분배 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

룬 실증분석 연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유효성을 다루는 연구이니 만큼 보

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효성을 다룬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분석대상인 분배지표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열 자료 

밖에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단순한 기술분석 내지 미시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시자료가 제공되

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계열 분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부족하여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있어 조세 및 재정지출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라 Cevik and Correa-Caro (2015) 등도 소득분배 등 국가 패널자료를 구축하

여 이와 같은 관측치의 한계를 패널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동 연구의 경우 개도

국 대상의 연구이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 한

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별 패널자료와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효과라 할 수 있는 지니갭을 구하고 직접적으로 소득재분배 정

책의 결과에 조세와 재정지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계량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

을 지닌다. 첫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 한정되어 있는 반

면 본 연구는 패널 및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효성을 조세와 재정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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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분배 현황과 추이

1111....    OOOOEEEECCCCDDDD국국국국가가가가

기존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림 1]은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OECD국가 중 G7국가의 지니계수 추이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G7국가의 지니계수는 꾸준히 높

아져 왔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소득불평등도가 꾸준히 악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상대적으

로 우리나라의 경우 G7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지니계수를 보이고 있어 지표상으로 

볼 때 소득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니계수가 2006년

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종합

해 봤을 때 지표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최

근 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3).

하지만, 지표상으로 소득불평등의 낮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배경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소득 관련 통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낙년·김종일(2013)은 가계소득에 대한 

표본자료가 아닌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추계하였는데 분석 연도에 따

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상위소득구간에 있는 소득자

들이 과소하게 파악되거나 누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니계수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을 제

기하였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의 경우는 금융소득을 대부분 누락시키고 있는데 금융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불평등도 측정은 하향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지표의 개선도만으로 다른 나라

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작거나 완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

장이 있으며 체감 불평등과 지표 간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 내지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

다.4)

3) 2014년의 경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그동안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2010년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4) 이와 같은 통계상의 지표와 체감 지표의 차이 문제는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따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상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나 평가하기
에는 한계가 있어 해석상의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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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OOOOEEEECCCCDDDD    주주주주요요요요    국국국국가가가가의의의의    소소소소득득득득불불불불평평평평등등등등    추추추추이이이이

주: 소득불평등 지표는 OECD Gini Coefficient(Disposable Income)를 사용함.

자료: OECD, OECD Database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효성이라 할 것이다. OECD국가들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선효

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소득과 정부의 재정정책 이후 가처분소

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비교한다. 아래 <표 1>에 의하면 2011년 OECD 28개국의 시장소득 

기준의 평균 지니계수는 0.474이나, 조세 및 이전지출 후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2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0.162 하락하였고 이를 지니갭이라 지칭하며 

소득재분배정책의 결과 내지 성과로 간주한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34%가 되는데 이

는 재정정책의 소득불평등 개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소득불평등 개선율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마다 상이한데 에스토니아,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에 의해 평균 이상의 개선 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칠레, 뉴질랜

드, 한국,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 비유럽 국가에서는 평균 이하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OECD 28

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0.342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0.311으로 나타나 28개국 중에서 중간 이하인 16위로 높아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의 소득불평등 개선율을 보면 우리나라(9%)는 칠레(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소득불평등 수준은 지표상으로 낮지만,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유효성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상당히 소극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은 모두 0.4가 넘는 시장소득 기준의 높

은 지니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재분배정책 이전의 분배수준은 상대적으로 불평등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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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1 지니계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개선율

오스트리아 0.496 0.282 43%
캐나다 0.438 0.316 28%
칠레 0.532 0.503 5%
체코 0.460 0.256 44%

덴마크 0.431 0.253 41%
에스토니아 0.483 0.323 33%

핀란드 0.483 0.265 45%
프랑스 0.512 0.309 40%
독일 0.506 0.293 42%

그리스 0.555 0.335 40%
아이슬란드 0.406 0.251 38%
아일랜드 0.568 0.302 47%
이스라엘 0.481 0.377 21%
이탈리아 0.502 0.321 36%
대대대대한한한한민민민민국국국국 0000....333344442222    0000....333311111111    9999%%%%

룩셈부르크 0.480 0.276 43%
뉴질랜드 0.453 0.323 29%
노르웨이 0.423 0.250 41%
폴란드 0.466 0.304 35%

포르투갈 0.537 0.341 36%
슬로바키아 0.420 0.261 38%
슬로베니아 0.460 0.245 47%

스페인 0.520 0.344 34%
스웨덴 0.435 0.273 37%
스위스 0.368 0.289 22%
터키 0.474 0.412 13%
영국 0.525 0.344 34%
미국 0.508 0.389 23%

OECD 평균 0.474 0.312 34%

자료: OECD Database

보이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또는 국

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것이

다.  

<<<<표표표표    1111>>>>    OOOOEEEECCCCDDDD국국국국가가가가    지지지지니니니니계계계계수수수수    개개개개선선선선율율율율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작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득재분배 기능

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정책 즉 재정지출 및 조세 정책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비교적 소

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정책

은 크게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법정 재정지

출 뿐만 아니라 재량적 재정지출까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이 중 소득재분배와 관련

이 깊은 재정지출은 사회보장성 지출 중 공적이전지출이 대표적인데, 공적이전 지출은 크게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과 세금환급금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이 소득재분배 효과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하며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개념과 동일하다. 또

한 사회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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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험 및 산재보험 수혜금, 육아휴직급여, 출산장려금을 포함한다. 세금환급금의 경우 세금 

및 건강보험료 환급금,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2015 시행예정)를 포함한

다. 이러한 공적이전 지출은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지출 항목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공적이전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

일수록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사회보장성 이전지출 규모 추이를 OECD국가와 우리나라

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OECD의 SOCX5) 데이터를 이용하여 GDP대비 공공부문 사회

복지지출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OECD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

적으로 보면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980년대부터 최근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주요국 중 프랑스가 가장 높은 수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6) 수준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OECD평균

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이는 곳은 네덜란드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엔 OECD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꾸준히 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수준이 증가하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잠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지출7) 수준을 보이고 있다.

5) OECD의 SOCX의 세부항목은 노령(old age), 유족(survivors), 근로 무능력(incapacity), 보건
(health), 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실업
(unemployment), 주거(housing),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등 9개가 있다.

6) OECD국가 중 실제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인 국가는 벨기에였고, 가장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나타낸 국가는 멕시코였다.

7) [그림 2]에 포함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나타냈으
며, 실제로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를 통틀어 살펴보았을 때 멕시코,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
는 하위 3위 수준의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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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GGGGDDDDPPPP    대대대대비비비비    사사사사회회회회복복복복지지지지지지지지출출출출    추추추추이이이이

주: 2014 OECD(SOCX), Social Expenditure (In % of GDP)

자료: OECD Database, OECD SOCX Database

아래 [그림 3]에서 OECD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소득불평등 개선율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78)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의 개선폭도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

며 소득불평등의 개선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극적인 사회복지지출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단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지니계수 

개선도간의 단순 상관관계만을 의미할 뿐 이와 같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경제 

및 사회변수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효과라 할 수 있다.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적 그리

고 사회적 여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엄밀한 분석은 실

증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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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사사사사회회회회복복복복지지지지지지지지출출출출과과과과    지지지지니니니니계계계계수수수수    개개개개선선선선율율율율간간간간의의의의    상상상상관관관관관관관관계계계계

주: 2014 OECD(SOCX), OECD Gini Coefficient(Disposable Income)

자료: OECD Database, OECD SOCX Database

한편, 재정지출 다음으로 재정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 조세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와 같은 누진적 성격의 직접세가 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

으로 소비세와 같은 역진적인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 그리고 조세규모에 따라 소득재분배

의 조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조세 부담을 증가시켜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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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4444]]]]    GGGGDDDDPPPP    대대대대비비비비    조조조조세세세세부부부부담담담담률률률률    추추추추이이이이

주: Total tax revenue(Tax revenue as % of GDP)

자료: OECD Database, OECD Revenue Statistics

한편 앞서의 분석처럼 이와 같은 조세부담률과 소득불평등 개선율 간의 상관관계를 그려

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관계수 역시 사회복지

지출 경우에 비해 다소 낮지만 0.69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부담

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의 개선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Cevik and Correa-Caro (20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 국가의 조세구조 등 사회·

경제적 구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며 동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은 다른 경

제·사회적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장에서는 OECD 국가별 패널자료와 우리나라 분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정

부의 조세 및 정부지출 그리고 기타 다른 경제·사회적 변수들이 소득불평등개선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 개선방향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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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5555]]]]    조조조조세세세세부부부부담담담담률률률률과과과과    지지지지니니니니계계계계수수수수    개개개개선선선선율율율율간간간간의의의의    상상상상관관관관관관관관계계계계

주: OECD Total tax revenue(Tax revenue as % of GDP), OECD Gini Coefficient(Disposable 

Income)

자료: OECD Database, OECD Revenue Statistics

2222....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

본 소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6]에서는 연도별 소득기준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

화 및 분배 개선율 추이를 나타내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시간에 따라 다소 변화가 나타

나고 있으나 2009년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4년 다소 상승하였으나 가

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5분위 배율 역시 지니계수 추이와 대

략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1년까지 지속적으

로 악화되거나 2012년과 2013년 다소 개선된 후 2014년에 대폭 상승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의 경우 2009년까지 상승한 이후 2014년까

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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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6666]]]]    소소소소득득득득기기기기준준준준별별별별    지지지지니니니니계계계계수수수수    및및및및    개개개개선선선선율율율율    추추추추이이이이

주: 좌측은 지니계수 척도, 우측은 개선율(%) 척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그그그림림림림    7777]]]]    소소소소득득득득기기기기준준준준별별별별    5555분분분분위위위위    배배배배율율율율    추추추추이이이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다음에서는 앞서 OECD 국가 분석에서 제기하였던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정책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2005년과 2013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그림 8]에서는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조세 및 공적이

전 항목별 소득기준에 따른 지니계수 추정치를 추정한 후 각 단계별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의 지니계수 개선율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8) 이를 통해 첫 단계인 시장소득 단계부터 마지

막 단계인 가처분소득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각종 재정활동을 통한 공공부문의 소득재

분배 효과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과거와 현재에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추이 또한 일부 파악할 수 있다.

8) 사용된 방법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명재(2015)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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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8888]]]]    2222000000005555년년년년과과과과    2222000011113333년년년년    소소소소득득득득재재재재분분분분배배배배효효효효과과과과    비비비비교교교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연도별 전국 단위 전 가구)

주: 1) 좌측은 연도별 지니계수, 우측은 2013년과 2005년의 각 소득기준별 지니계수 차이

2) 화살표는 각 소득기준 단계에 따른 조세 및 재정이전 지출 항목별 소득재분배효과(남색은 

2013년, 흰색은 2005년)

3) 소득의 정의: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총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가처분소득 = 총소득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 사회보장기여금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5년 0.351에서 2013년 0.421로 2005년 

대비 2013년에 0.07만큼 증대되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경우 2005년 0.333에서 2013년

은 0.359로 0.026만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분

배 개선효과는 2005년에는 5.13%, 2013년에는 14.73%로 모두 (+)로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 

수혜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크기 역시 세 배 가까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경우 , 

2005년은 0.320에서 2013년은 0.350으로 2005년에 비해 2013년에 0.03만큼 더 커졌다. 또한 

각 년도 별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3.9%, 

2013년에는 2.50%로 모두 (+)로 소득세 등 직접세 및 사회보장금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

하고 있으나 그 크기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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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2222>>>>    조조조조세세세세    및및및및    재재재재정정정정이이이이전전전전    지지지지출출출출    항항항항목목목목별별별별    소소소소득득득득재재재재분분분분배배배배효효효효과과과과    비비비비교교교교

조세정책 2005년 2013년 재정지출 2005년 2013년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3.9% 2.5% 공적이전 5.13% 14.73%

자료: 연구자에 의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직접 산출한 값임.

이를 정리해 보면 <표 2>에서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2005년과 2013년의 소득재

분배 효과를 비교하면 재정지출 항목인 공적연금 및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수혜의 소득재분

배 효과는 크게 증대되고 있는 반면 조세정책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금 부담의 경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다

른 경제여건이 두 기간 사이에 동일하다는 강한 가정 하에 나타난 것이므로 해석에 있어 유

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계량분석 기법을 활용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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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111....    OOOOEEEECCCCDDDD국국국국가가가가    패패패패널널널널분분분분석석석석

(1) 사용자료 및 분석전략

본 장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분배 실증분석 연구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장기시

계열 관측치의 부재를 국가패널자료 구축과 패널분석 기법 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선진국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34개국)들의 1980-2012년까지 지니계수 등 관련 변수 데이터를 연간단위로 추출하였

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변수라 할 수 있는 지니 갭은 시장 지니계수에 가처분 지니계수를 

빼 준 값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성과변수로 사용하였다. Cevik and Correa-Caro (2015) 등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가처분소득 지니계

수를 활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니갭

을 활용하였다. 이는 결과해석에 있어서도 용이할 뿐 아니라 국가별 지니계수 통계자체의 

문제, 즉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다거나, 고소득자의 과소추정과 같은 통계자료의 문

제 등과 같은 국가고유의 문제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한편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는 재정지출, 재정수입

과 같은 재정정책 변수는 물론 기존 연구결과(Cevik and Correa-Caro , 2015; OECD, 2011) 

등을 따라 국가의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1인당 GDP, 무역개방도, 1인당 인적자본지수를 고

려하였다. 1인당 GDP 변수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과의 역 U자 형태의 관계를 가정

한 쿠츠네츠 곡선을 감안, 2차식 형태로 추정식에 포함되었다. 또한 금융의 발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Beck, Demirguc-Kunt, and 

Levine(2007) Demirguc-Kunt and Levine(2009)와 Galor and Zeira(1993), Banerjee and 

Newman(1993) Clarke, Xu, and Zou(2006)의 연구10)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OECD국가의 

국내신용(민간부문)을 금융의 발전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도입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아래 표에서 제시되고 있다. 

9) 지니갭 척도의 정의가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이고 국가별로 계산되어 국가 
고유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게 되므로 차분(difference)을 통해 지니계수 자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통계상의 noise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분석하여도 지니갭을 이용한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0) Beck, Demirguc-Kunt, and Levine(2007) Demirguc-Kunt and Levine(2009) 등에 따르면 금융 
산업의 발전은 인적자본 축적을 높이고, 경영자들의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며 동시에 
고용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Galor and 
Zeira(1993), Banerjee and Newman(1993) Clarke, Xu, and Zou(2006) 등은 이와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장기적으로 금융발전은 소득 불평등을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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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3333>>>>    OOOOEEEECCCCDDDD    PPPPaaaannnneeeellll    DDDDaaaattttaaaa    기기기기초초초초통통통통계계계계분분분분석석석석

변수 관측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니갭  
(시장gini - 가처분 gini, GINIGAP)

297 0.162 0.168 0.0476 0.0240 0.269

1인당 GDP
(달러기준, GDPPC)

1,051 22,604 18784.5 17,408 1,246 113,739

외국인 관광객 수
(1000명, INTTOUR)

579 14,311 7185 17,248 190 83,051

정부 지출
(GDP 대비, GEXP)

530 33.33 34.6541 9.180 10.80 59.57

조세 수입
(GDP 대비, GREV)

530 19.57 20.33035 5.835 7.078 34.88

무역개방도
(GDP대비, TRADOPEN)

1,051 75.65 64.4041 45.03 15.92 352.9

국내신용:민간부문 
(GDP대비,  DOMESTICCREDIT))

1,021 84.48 77.6937 48.79 11.11 311.1

1인당 인적자본 지수
(HCI)

1,068 2.878 2.898606 0.363 1.610 3.619

지니계수
(시장소득 기준)

297 0.459 0.467139 0.0460 0.330 0.582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385 0.302 0.293 0.0553 0.198 0.519

국가수 34 34 34 34 34 34

주: 1) OECD 국가(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

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2) 1인당 인적자본 지수는 The  Penn World Table (PWT) 에서 구축하는 지수로, 1인당 인적자본의 

평균 교육기간(Average  year of schooling)과 교육에 대한 수익률에 관련된 지수임.

자료: OECD, OECD Database; World Bank, The World Bank data; IMF,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Penn World Table (PWT 8.1)

추정식은 Cevik and Correa-Caro (2015)를 원용하여 아래 (1)과 같이 동태 패널모형

(Dynamic panel model)을 구축하였다. Cevik, S. and C. Correa-Caro (2015)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지수의 경우 전년도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동태적 속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국가 패널분석의 경우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시계열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다. 따라서 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패널 데이터 내에 1계 자기상관(First-order serial 

correlation)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검정11)을 실시하였고 검정 결과 모형 모두 1계자기상관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태 패널모형을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변수들간 내생성12)을 감안하여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분석 기법을 사용

11) 1계 자기상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Wooldridge-drukker 검정과 더불어 데이터에 대한 이분산성 
검정도 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12) 지니갭의 시차변수 그리고 시간불변효과, 시간더미와 GMM 기법을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내생성
을 감안하려 하였고 아울러 핵심 설명변수인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의 내생성을 감안 시차변수를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에 있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보다 직접적으
로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를 활용한 추정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적절한 도구변수의 부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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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정하였다. 

아래 추정식 (1)을 통해 본 절에서 파악하고 하는 사항은 지니갭으로 나타낸 소득재분배 

성과가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즉  의 

추정치로 두 모수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울러 이들 계수 추정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이다. 통상적으로 소득재분배 성과는 다른 경제적·제도적 여건에 따라 영

향을 받게 되므로 이들 요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재정지출 또는 조세의 증가가 지니갭을 확

장시키는 관계로 나타난다면 즉   이라면 OECD 국가에서 재정지출 내지 조세 정

책은 소득재분배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ln  ln   ln  ln 
lnEXP  ln     (1)

  

 

  지니갭
    기전지니갭
  인당국내총생산
EXP  정부지출
  조세수입
  무역개방도국내신용 민간부문 인당인적자본지수 변수의벡터
  국가별개별효과
  시간효과
  오차항

한편 본격적인 패널분석에 앞서 지니갭 계수 등 사용 변수에 대한 사전 검정(diagnosis 

test)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패널 자료의 경우 가계나 기업과 같은 통상적인 미시자료

와 달리 거시변수를 토대로 자료가 구축이 되는 만큼 기존의 패널분석과 달리 사전분석이 

요구되는데 먼저 패널자료의 시계열적 안정성 검정(stationary test)이 필요하다. 기존의 패

널분석 및 검정이 통상적으로 통계적 점근성(asymtotics)이 시간(t)이 고정인 상황에서 개별

단위(i)가 무한(∞)으로 간다는 가정을 하고 이를 통해 검정통계량의 분포가 구축되고 있어 

패널자료에 있어 시계열적인 속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패널자료의 경우 

개별단위 즉 국가수가 고정이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측치 수가 확보되므로 종종 개별단

위 국가의 수(i)보다 시간(t) 수가 많거나 비슷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패널 

단위근 검정(Panel unit root test)이 사전적으로 요구된다. 검정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단위

근을 갖지 않는 안정적인 자료로 나타나 (1)과 같은 추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13)

리고 분석방법론에 있어 도구변수기법과 동태패널기법의 동시적용 어려움이 있어 적용하지 못하
였다.  

13)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는 <부록>을 참조하시오. 다만 핵심변수라 할 수 있는 지니갭의 경우 자료
가 국가에 따라 또 기간에 따라 결측치(missing data)가 많아 기존의 패널 단위근 검정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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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지니갭 변수가 충분한 국가별 변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국가별 자료인 만큼 통상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추이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패널분석 자체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니 갭 변수가 시간에 따른 고

유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위해 식 (2)와 같이 시간더미()를 통한 회귀분

석 후 회귀식으로부터 (1-)을 구하면 국가별 시간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14) 여기서  
는 국가별 지니 갭 변수에서 각 국별 지니갭 변수의 평균을 빼준 

값이고, 는 1980-2012년 기간 중 시간더미 변수이며 는 추정 더미변수 계수 값을, 그리

고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추정결과, 60%이상이 이와 같은 국가의 개별적 변동에 의해 

지니갭 변수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자료의 시계열적 특성에 대한 고려 외에 횡

단면적 특성을 반영하는 패널분석이 본 연구에 있어 의미를 갖게 됨을 시사한다.


                              (2)

<<<<표표표표    4444>>>>    종종종종속속속속변변변변수수수수((((지지지지니니니니갭갭갭갭))))의의의의    국국국국가가가가별별별별    특특특특성성성성의의의의    설설설설명명명명력력력력

종속변수 개별국가의 시간에 따른 변동

지니갭 0.69

주 : 1) 식 (2)로부터 도출된  를 이용하여 (1- ) 값을 계산

자료: OECD, OECD Database; World Bank, The World Bank data; IMF,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 국가 패널분석 결과

<표 3>에서는 (1)식을 토대로 국가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재

정지출과 조세수입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소득재분배 정책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치의 부호는 재정지출의 경우 (+)로 나타나 국가별 GDP 대

비 재정지출의 확대는 지니갭으로 표시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정책의 경우엔 추가 설명변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지만 부호가 (-)로 

나타나 조세부담의 증대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Cevik and Correa-Caro (2015)의 

14)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들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면 평균을 차감하였다는 의미는 바로 국가별 
시간불변요소()를 통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시간불변인 횡단면적인 변화가 평균을 빼줌으로써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식(2)에서 시간

더미 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순수한 국가고유의 시간변동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Chirinko, R.S. et al. (1999)의 p.58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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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동 분석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는 소득재분배

에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원인 내지 배경으

로 이들 나라의 낮은 재정지출 수준과 인프라 구축과 같은 투자사업이 재정지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 그리고 취약한 조세체계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본 분석에서는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진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사

점은 OECD(2011)과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보았듯이, OECD 국가의 경우 

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조세정책의 경우 

역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재정지출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는 반면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5) 특히 소득세 측면을 살펴봤을 때, 90년대 이후부터 최상위층에 대한 과세

율이 평균 20%p 떨어지는 등의 요인이 조세정책의 역진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타 다른 설명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 내지 사회적 여건 변수들이 지니갭의 시차 변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

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지니갭 시차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1보다 작은 

0.6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정치의 경제적 의미는 횡단면적으로 보았을 때 지

니갭이 낮은 즉 소득재분배 성과가 전기에 낮은 국가의 경우 높아질 가능성이 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전기에 높게 나타난 국가일수록 그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기타 다른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국가별 경제수준은 소득재분배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금융의 발전은 분석결

과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의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개방

도의 경우엔 변수를 추가하면서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떨

어졌다. 1인당 인적자본지수의 경우, 국가의 1인당 인적자본지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이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졌다.16)

15) 성명재(2015)는 영국의 사례분석에서 역진적인 부가가치세도 재분배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역진적인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분배 효과가 더 큰 복지재정 재원으로 사용되어 순효과는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16)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패널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해당 결과는 <부록>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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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5555>>>>    국국국국가가가가    패패패패널널널널분분분분석석석석    결결결결과과과과    ((((OOOOEEEECCCCDDDD))))

변수　 (1) (2) (3)

L.ln(지니갭)
0.566*** 0.620*** 0.659***
(0.0605) (0.0530) (0.0701)

ln(1인당 GDP)
-4.936 -4.557 -5.432
(4.503) (3.913) (3.943)

ln(1인당 GDP)^2
2.439 2.229 2.659

(2.246) (1.948) (1.960)

ln(정부 지출)　 0.199*** 0.174** 0.193***
(0.0672) (0.0675) (0.0747)

ln(조세 수입)　
-0.276** -0.244** -0.202*
(0.118) (0.124) (0.115)

ln(국내신용:민간부문)
0.0619 0.0528

(0.0393) (0.0364)

ln(무역개방도)
0.0212 -0.00378

(0.0748) (0.0684)

1인당 인적자본 지수 0.146
(0.103)

상수항 -0.0732 0.0526 -0.186
(0.860) (0.777) (0.828)

관측치 153 145 143
국가 수 26 25 25

주 : 괄호 안은 이분산 가정17) 표준편차를 나타냄, ***  p<0.01, ** p<0.05, * p<0.1에서 유의함 
의미

자료: OECD, OECD Database; World Bank, The World Bank data; IMF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Penn World Table (PWT 8.1)

2222....    시시시시계계계계열열열열분분분분석석석석

(1) 사용자료 및 분석전략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했던 OECD국가 패널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실

증분석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자료를 이용하

게 되면 시계열 분석에 충분한 관측치를 얻는 것이 어려워 본 절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

사 분기자료를 활용하여 지니갭 변수를 구하여 제한적이나마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와 같은 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 거시변수의 경우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와 한국은행 통

계시스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94년 1/4분기부터 2014년 4/4 분기이다.18) 주

요 설명변수로는 앞서 1인당 GDP, 재정지출, 조세수입19)을 사용하였으며 이 밖에도 앞선 

OECD 패널분석과 유사하게 동일한 변수에 대한 분기별 자료를 구하였으며, 분기별 데이터

17) 모형의 변수에 대해 동분산 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동분산을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여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을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18)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2분기가 가장 최근자료로 입수가능 하였으나 다른 소득관련 변수들의 경
우 2014년 4분기까지 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19) 정부의 재정지출과 조세수입 간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분석을 통해 
검정한 결과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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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니갭
(시장gini - 가처분 gini, GAPGINI)

84 0.0277 0.027 0.0144 0.007 0.067

1인당 GDP
(만원기준, GDPPC)

84 516.8 518.5  121.5 309.1 718.4

정부 지출
(GDP 대비, TOTEXP)

84 39.5 45.8 19.7 7.49 80.6

조세 수입
(GDP 대비, TAXREV)

84 29.3 33.4 14.1 7.8 56.9

무역 개방도
(GDP 대비, TRADOPEN)

84 77.0 76.1 20.2 44.4 108.3

국내 신용: 민간부문
(GDP 대비, DOMCREDIT)

84 521.6 507.6754 139.7367 262.0811 782.2433

지니계수
(시장 지니계수)

84 0.344 0.343 0.037 0.283 0.439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84 0.316 0.314 0.026 0.27 0.401

외환위기
(시간더미, IMF)

84 0.20 0 0.40 0 1

글로벌금융위기
(시간더미, GCRISIS)

84 0.34 0 0.47 0 1

가 없는 무역 개방도와 국내 신용도의 경우 이에 대한 대용변수를 직접 산출20)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시간더미를 변수로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

써 국내경기에 큰 영향을 주었던 대외여건 역시 모형 내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음 <표 6>

에서는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표표표    6666>>>>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    시시시시계계계계열열열열    분분분분석석석석    자자자자료료료료의의의의    기기기기초초초초통통통통계계계계량량량량

주 : 각 지니계수는 직접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통합재정수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 ECOS

계량분석을 위한 추정식은 앞서 살펴본 OECD 국가패널분석과 유사하게 Cevik and 

Correa-Caro (2015)를 원용하여 식(3)과 같이 구축하였다. 시계열 분석의 경우 시계열 데이

터의 특성상 자료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검정이 중요하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시계열 

데이터 내에 단위근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검정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로그차분을 수행한 후, X-12 ARIMA방법을 통해 각 변수들의 계절성

(seasonality)을 제거하였다. 그 이후 데이터 내의 단위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ADF(Augmented Dickey-Fuller tes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

한 더빈 왓슨 검정(Durbin-Watson test)을 통해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결과 오차

20) 무역개방도와 민간부문 국내신용도의 경우엔 분기별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용변수
를 직접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개방도는 무역수지를 분기별 GDP로 나누어 준 변수를, 국내
신용도는 Lf를 분기별 GDP로 나누어 준 변수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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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21) 

 ln  ln ln lnEXP 
ln ln  ln  (3)

  지니갭
  인당국내총생산
EXP  정부지출
  조세수입
  무역개방도국내신용 민간부문벡터
  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오차항

(2) 시계열 분석 결과

<표 7>은 앞서 설명한 추정식을 토대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로그차분 분석기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차와 내

생성을 고려하여, ARDL 분석을 수행하였다.22)

분석결과 로그차분한 모형에서는 조세수입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정책의 경우엔 앞선 분석과 같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

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OECD 국가에서 유의하게 (+)로 나타났던  재정지출의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최적 시차를 적용하여 ARDL분석을 실시한 경우

에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분기에 따라 효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의 조세정책이 현재기와 2분기전의 경우엔 (-) 영향을 주지만, 최적 시차인 11기에는 

(+)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

타났다. 한편 재정지출의 경우 1분기전의 경우엔 (+)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나머지 기

간에는 모두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23) 

패널분석과 달리 우리나라를 대상을 할 경우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하지 못해 해석상에 

있어 주의를 요하지만 이와 같은 시계열 분석 결과는 OECD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조세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들에게서 유효하게 나타났던 재정지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존 논의들을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는데 

먼저 반정호(2013)는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 프로그램이 갖는 재분배 효과가 급여의 비관대

성, 낮은 조세부담률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21) ADF검정(Augmented Dickey-Fuller test)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2) 재정정책의 정책적 시차에 관해선 최적시차검정을 통해 약 11분기(약 3년)가 최적 시차로 나타났

으며, 검정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3) ARDL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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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Log차분 (2)Log차분 (3)ARDL

L .ln(지니갭) -0.0545
(0.117)

ln(1인당 GDP) 1.819 4.104* 2.329
(1.599) (2.224) (3.052)

ln(1인당 GDP)^2 -0.256 -0.328 -1.042***
(0.333) (0.344) (0.355)

ln(정부 지출)　 0.203 0.292 0.0781
(0.166) (0.180) (0.169)

ln(조세 수입)　 -0.414** -0.333* -0.394**
(0.163) (0.178) (0.163)

ln(무역개방도)　 -0.744 0.710
(0.957) (0.986)

ln(국내신용도)　 2.093 1.006
(1.814) (2.462)

Constant 2.624 -1.400 1.320
(2.985) (4.720) (7.004)

관측치 83 83 72

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공적이전과 조세제도의 누진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분배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성명재

(2015)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득세의 경우 누진도

는 높지만 세수가 작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24) 

한편 재정지출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이들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25)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보인다. 

<<<<표표표표    7777>>>>    시시시시계계계계열열열열분분분분석석석석    결결결결과과과과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p<0.01, ** p<0.05, * p<0.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모든 모형에 있어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시간변수를 고려해 분석을 실시하

였으나, 핵심변수인 재정정책의 결과는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Ⅴ. 요약 및 결론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소득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경제·사회

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OECD 주요 국가들도 불평등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의 

24) 성명재(2015)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진도(세금 1원당 재분배 효과)’×세수‘의 형태로 정의하고 우
리나라는 누진도는 등락은 있으나 2009년에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시기에 누
진도는 높지만 세수가 작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5)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
출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적절한 비교를 위해 경제 여건 등
을 감안한 국제비교지수(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역시 OECD 30
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수 (2015)를 참조하시오. 



- 25 -

심각성을 절감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26) 우리나라의 경우 수치적으로 

낮은 불평등도로 인해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

은 본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차별적으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세분하여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달리 OECD 국가의 경우 최근 역진적인 조세개혁으로 인

해 조세로 인한 재분배 효과는 약화되거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지출 

등의 공적 이전의 확대가 재분배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측면의 효과는 OECD 국가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재정지출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으로 인해 재분배 효과는 미약하거

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

록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소득재

분배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조세체계의 역진적인 측면과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부담 그리

고 낮은 사회복지지출 비중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을 토대로 소득재분배 관련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먼저 

OECD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각 정책들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모색이 중

요하며, 다음으로 성명재(2015)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 선택 내

지 혼합(mix) 관련해서는 주된 수단은 재정지출 특히 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지출을 통

해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세정책은 재정수입 조달이라는 주기능에 충실하면서 보조적으

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도와 정부 통계의 괴리가 발생하는 요

인은 소득불평등 관련 통계 자체의 미비점 이외에도 이와 같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유효성 여부일 것이다. 시장 경제가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분배자로서 정부가 맡고 있는 역할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향후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 나아가 경제·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의 채널 중 어느 부분에서 작동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처럼 작동하지 않는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미시적 분석이 수

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6) 최근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OECD(2015)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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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

<<<<부부부부표표표표    1111>>>>    WWWWoooooooollllddddrrrriiiiddddggggeeee----DDDDrrrruuuukkkkkkkkeeeerrrr    검검검검정정정정    결결결결과과과과

Wooldridge검정(페널 데이터의 1계자기상관 검정)
귀무가설 (H0):  no first-order autocorrelation 

모형(1) 모형(2) 모형(3)

종속변수 : ln(Gini 갭) 

설명변수 : ln(1인당 GDP), 
ln(1인당 GDP)^2, ln(정부지출), 
ln(조세수입)

종속변수 : ln(Gini 갭) 

설명변수 : ln(1인당 GDP), 
ln(1인당 GDP)^2, ln(정부지출), 
ln(조세수입),  ln(국내신용),   
ln(무역개방도)

종속변수 : ln(Gini 갭) 

설명변수 : ln(1인당 GDP), 
ln(1인당 GDP)^2, ln(정부지출), 
ln(조세수입),  ln(국내신용),   
ln(무역개방도), 인적자본지수

F( 1,  25) =    180.914 F( 1, 24) =     212.833 F( 1, 24) =       75.631
Prob > F =      0.0000 Prob > F =      0.0000 Prob > F =      0.0000

<<<<부부부부표표표표    2222>>>>    이이이이분분분분산산산산성성성성    검검검검정정정정    결결결결과과과과

Wald 검정(이분산성 검정)
귀무가설 (H0): sigma(i)^2 = sigma^2 for all I 

모형(1) 모형(2) 모형(3)

종속변수 : ln(Gini 갭) 

설명변수 : ln(1인당 GDP), 
ln(1인당 GDP)^2, ln(정부지출), 
ln(조세수입)

종속변수 : ln(Gini 갭) 

설명변수 : ln(1인당 GDP), 
ln(1인당 GDP)^2, ln(정부지출), 
ln(조세수입),  ln(국내신용),   
ln(무역개방도)

종속변수 : ln(Gini 갭)
 
설명변수 : ln(1인당 GDP), 
ln(1인당 GDP)^2, ln(정부지출), 
ln(조세수입),  ln(국내신용),   
ln(무역개방도), 인적자본지수

chi2 (32)  =    6.8e+30 chi2 (32)  =    7.3e+28 chi2 (32)  =   10742.29
Prob>chi2=        0.0000 Prob>chi2 =      0.0000 Prob>chi2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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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표표표표    3333>>>>    패패패패널널널널    단단단단위위위위근근근근    검검검검정정정정결결결결과과과과

Panel (Fisher-type) unit-root test (ADF 검정에 기반)
귀무가설 (H0) : All panels contain unit roots
대립가설 (Ha) : At least one panel is stationary
AR  parameter : Panel-specific Asymptotics: T -> Infinity
Panel means : Included
Time trend : Not included Cross-sectional means removed
Drift term : Included ADF regressions: 1 lag
1인당 GDP(LGDPPC)   패널수 = 34 평균 기간 = 30.91

Statistic p-value
Inverse chi-squared(68) P 247.6029 0
Inverse normal Z -10.9304 0
Inverse logit t(174) L* -11.5537 0
Modified inv. chi-squared Pm 15.4008 0
1인당 GDP^2(LGDPPC^2)   패널수 = 34 평균 기간 = 30.91

Statistic p-value
Inverse chi-squared(68) P 247.553 0
Inverse normal Z -10.9297 0
Inverse logit t(174) L* -11.5514 0
Modified inv. chi-squared Pm 15.3965 0
정부지출(LGEXP)   패널수 = 34 평균 기간 = 15.59

Statistic p-value
Inverse  chi-squared(66) P 208.7246 0
Inverse normal Z -8.4504 0
Inverse logit t(169) L* -9.3678 0
Modified inv. chi-squared Pm 12.4226 0
조세수입(LGREV)   패널수 = 34 평균 기간 = 15.59

Statistic p-value
Inverse  chi-squared(66) P 270.4164 0
Inverse normal Z -10.983 0
Inverse logit t(169) L* -12.7165 0
Modified inv. chi-squared Pm 17.7922 0
국내신용:민간부문(LDOMCREDIT)   패널수 = 34 평균 기간 = 30.03

Statistic p-value
Inverse chi-squared(68) P 181.0798 0
Inverse normal Z -7.7732 0
Inverse logit t(174) L* -7.9244 0
Modified inv. chi-squared Pm 9.6965 0
무역개방도(LTRADEOPEN)   패널수 = 34 평균 기간 = 30.91

Statistic p-value
Inverse chi-squared(68) P 247.0059 0
Inverse normal Z -10.2941 0
Inverse logit t(174) L* -11.3224 0
Modified inv. chi-squared Pm 15.3496 0
인적자본지수(HCI)   패널수 = 34 평균 기간 = 31.41

Statistic p-value
Inverse chi-squared(68) P 234.8398 0
Inverse normal Z -10.1007 0
Inverse logit t(174) L* -10.8157 0
Modified inv. chi-squared Pm 14.3064 0
P  statistic requires number of panels to be finite. Other statistics are suitable for finite or 
infinite number of panels.

주 : 각 변수들이 Unbalanced Panel이기 때문에 Fisher Type unit root test 실시하고 있으나 동 
검정통계량은 낮은 검정력으로 인해 해석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부부부부표표표표    4444>>>>        OOOOEEEECCCCDDDD    PPPPaaaannnneeeellll    DDDDaaaattttaaaa    분분분분석석석석    ((((한한한한국국국국제제제제외외외외))))

변수　 (1) (2) (3)

L.ln(지니갭)
0.563*** 0.597*** 0.591***
(0.0590) (0.0443) (0.0417)

ln(1인당 GDP)
-5.504 -5.294 -5.389
(4.419) (4.087) (3.906)

ln(1인당 GDP)^2
2.722 2.594 2.634

(2.207) (2.036) (1.945)

ln(정부 지출)　 0.200*** 0.179** 0.195**
(0.0763) (0.0737) (0.0831)

ln(조세 수입)　
-0.286** -0.267* -0.249**
(0.140) (0.137) (0.125)

ln(국내신용:민간부문)
0.0588 0.0369

(0.0398) (0.0363)

ln(무역개방도)
0.0450 0.0364

(0.0808) (0.0691)

1인당 인적자본 지수 0.134
(0.0851)

상수항 -0.0180 0.0631 -0.169
(1.018) (0.853) (0.895)

관측치 149 141 139
국가 수 25 24 24

주 : 괄호 안은 이분산 가정 표준편차를 나타냄, ***  p<0.01, ** p<0.05, * p<0.1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OECD, OECD Database; World Bank, The World Bank data; IMF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Penn World Table (PWT 8.1)

<<<<부부부부표표표표    5555>>>>    VVVVIIIIFFFF    분분분분석석석석    결결결결과과과과    

변수 VIF

ln(1인당 GDP) 1.32

ln(1인당 GDP)^2 1.38

ln(정부 지출)　 2.02

ln(조세 수입)　 1.95

평균 VIF 1.67

<<<<부부부부표표표표    6666>>>>    AAAADDDDFFFF검검검검정정정정    ----    지지지지니니니니갭갭갭갭

Dickey-Fuller 검정
관측치 수   =        78

검정통계량 1%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0% 유의수준

Z(t) -11.630 -3.535 -2.904 -2.587
MacKinnon approximate p-value for Z(t)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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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RDL

L.ln(종속변수)
-0.0545
(0.117)

ln(1인당 GDP)
2.329

(3.052)

ln(1인당 GDP)^2
-1.042***

(0.355)

ln(조세 수입)　
-0.394**
(0.163)

L.ln(조세 수입)　
-0.134
(0.156)

L2.ln(조세 수입)　
-0.721***

(0.162)

L3.ln(조세 수입)　
-0.221
(0.164)

L4.ln(조세 수입)　
-0.129
(0.162)

L5.ln(조세 수입)　
-0.173
(0.160)

L6.ln(조세 수입)　
-0.0276
(0.161)

L7.ln(조세 수입)　
-0.130
(0.164)

L8.ln(조세 수입)　
0.174

(0.190)

L9.ln(조세 수입)　
-0.201
(0.193)

L10.ln(조세 수입)　
0.0667
(0.193)

L11.ln(조세 수입)　
0.495**
(0.191)

ln(정부 지출)　
-0.0781
(0.169)

L.ln(정부 지출)　
0.356*
(0.183)

L2.ln(정부 지출)　
0.0560
(0.189)

L3.ln(정부 지출)　
0.334

(0.217)

<<<<부부부부표표표표    7777>>>>    최최최최적적적적시시시시차차차차    검검검검정정정정    결결결결과과과과

lag LL LR df p FPE AIC HQIC SBIC
0 -1488.24 4.60E+09 42.1194 42.2081 42.3425
1 -1446.94 82.598 49 0.002 5.80E+09 42.3364 43.0461 44.121
2 -1398.42 97.032 49 0 6.10E+09 42.35 43.6807 45.6962
3 -1343.77 109.3 49 0 5.80E+09 42.1908 44.1425 47.0986
4 -1293.01 101.52 49 0 6.70E+09 42.1412 44.7139 48.6106
5 -1213.35 159.33 49 0 4.10E+09 41.2774 44.4711 49.3084
6 -1169.03 88.64 49 0 8.80E+09 41.4093 45.2239 51.0017
7 -1079.32 179.43 49 0 8.00E+09 40.2624 44.698 51.4165
8 -922.966 312.7 49 0 2.50E+09 37.2385 42.2951 49.9541
9 -523.033 799.87 49 0 5.9e+06* 27.3531 33.0306 41.6302
10 13983.7 29013 49 0 . -379.906 -373.607 -364.067
11 14266.3 565.24* 49 0 . -387.867* -381.568* -372.028*
12 14183.9 -164.77 49 . . -385.546 -379.248 -369.708

<<<<부부부부표표표표    8888>>>>    AAAARRRRDDDDLLLL    분분분분석석석석    결결결결과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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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ln(정부 지출)　
0.316

(0.237)

L5ln(정부 지출)　
-0.155
(0.229)

L.6ln(정부 지출)　
-0.139
(0.229)

L.7ln(정부 지출)　
-0.163
(0.228)

L.8ln(정부 지출)　
-0.326
(0.246)

L.9ln(정부 지출)　
0.0334
(0.236)

L.10ln(정부 지출)　
0.0863
(0.238)

L.11ln(정부 지출)　
-0.0218
(0.200)

ln(무역개방도)　
0.710

(0.986)

ln(민간부문:국내신용)　
1.006

(2.462)

IMF
11.75

(7.131)

GCRISIS
-0.698
(4.252)

상수항
1.320

(7.004)
관측치 7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p<0.01, ** p<0.05, * p<0.1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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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bbbbssssttttrrrraaaaccccttt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using 
a panel of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1980~2013 and Korea quarterly and yearly 
data(1994~2014), with a focus on the redistributive contributions of specific fiscal policies. 
Using dynamic panel model with OECD data, we find that fiscal policy has redistributive 
contribution although government spending and taxation have the opposing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While taxation appears to have a worsening impact, government 
spending improves income distributio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fiscal policy in Korea 
appears to be weaker than what we identify in the OECD countries panel mostly due to 
the low social welfare expenditure compared to the economy size and the regressive tax 
system. Thus, the government efforts for improving this redistributive policy especially 
regarding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seems to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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