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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회평등은 동일한 능력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처한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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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인의 성취(成就)는 노력, 환경, 그리고 운(運)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

다. 존 롤즈(John Rawls)는 동일한 천부적 능력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

의 가정환경, 상속된 부의 크기, 인종, 성 등과 무관하게 동등한 성취의 전망(前
望, prospects of success)을 가질 때“공정(公正)한 기회평등”이 보장된다고 하

였다.1)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드워킨(Ronald Dworkin), 아네슨(Richard Arneson), 

코헨(Gerald A. Cohen), 로머(John Roemer) 등에 의하여 평등주의의 대표적인 분

배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2)

노력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개인이 책임져야 하겠지

만 개인의 의지(意志)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

서까지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전체에 일관된 기

회평등(機會平等)에 대한 기본 입장이다.3) 즉,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이 없는 환경

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립적(中立的)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더 이로운 환경도 더 불리한 환경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평등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복

지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기회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지나 선택과 관계없이 타고난 사회·경제

적 환경이 그 사람의 성취 전망의 우열을 결정하게 된다. Lefranc et al.(2008, 

2009)은 환경 별로 얻어진 성취(소득) 분포들 간의 “확률지배관계”가 존재할 

경우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정의하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 소득자료를 통

하여 소득기회불평등의 존재와 크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러

한 Lefranc et al.의 실증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 기회불평등의 

존재와 크기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1990년대 초반기 낮

은 수준을 유지해 왔었고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기회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중등 교육의 보편화가 급속히 이루어졌고 공교육 중심의 

평준화된 교육체계의 영향으로 교육적 성취와 대학입학에 있어서 가구환경의 영

향은 크지 않았으며 빠른 경제 성장은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

리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가 모든 사회계층

에 골고루 주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고성장-저불평등의 구조는 1990년대 중반이후 깨지기 시작하여, 2000년

1) J. Rawls (1971), (1999, p.63).
2) R. Dworkin (1981), G.A. Cohen (1989), R. Arneson (1991)
3) J. Roemer (199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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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구주의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변화.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득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다. 높은 불평등

과 양극화를 겪으면서 기회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약화되었고 자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통계청의 「사회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

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주의 비율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 10%이하에서 2015년 50%까지 높아졌고,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80%

에 가까운 수준에서 30%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

게 나타났고, 부정적 응답비율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30대의 경우 가장 높아

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경제의 국내외 여건,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가 지속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급격한 변화와 달리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여러 선

행연구들은 비교적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한 한국노동패

널 자료를 이용한 최지은·홍기석(2011)과 양정승(2012)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부

모소득상승률에 대한 자녀소득 상승률의 비율)을 0.37이하로 추정하여 OECD국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대 간 계층이동성이 OECD 평

균 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4) 따라서 적어도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4) 선행연구인 김희삼(2009)과 김민성外(2009) 등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탄력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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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앞서 인용된 통계청 「사회

조사」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우선 자료에 반영된 성인들의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초중고 교육을 받은 세대에 속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세대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가 비교적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주지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세대 간 계층이동성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세대 간 소

득탄력성 만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기회불평등의 양상들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

다는 점이다. 가령, 눈에 띄게 변화한 대학진학에 있어서 소득계층 및 지역 간 

격차와 계층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이 약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김우철·이우진(2008)은 기회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세율과 실제 세율을 비교하

는 Roemer et al.(2003)의 실증모형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

도가 OECD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이탈리아처럼 높은 나라에 속함을 보인 바 있

다. 이처럼 세대 간 소득 탄력성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기회불평등의 다차원

적 연구를 통하여, 앞서 소개된 설문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소득의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급격한 변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적 성취(대학입학 수학능력평가 성적)의 기

회불평등을 연구한 오성재外(2016)에서는 우리사회에 교육성취의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

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결과는 앞서 소개된 통계청 조사 결과의 배경이 

되는 현실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자료는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자료 보다 세대 간 계층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의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의 가구소득자료를 기초로 Lefranc et 

al.(2008, 2009)에 소개된 기회불평등의 존재와 크기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만일 A라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 B라는 환경에 놓인 사람보다, 동일한 노력을 

할 때 항상 더 높은 성취의 가능성을 갖는다면 두 사람에게 보장된 성취의 기회

가 평등하다고 볼 수 없고 A에게 더 우월한 성취의 기회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Lefranc et al.(2008, 2009)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정의이다. 어떤 두 

환경 사이에도 이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우월한 성취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때 기회평등이 달성된다. 이러한 기회평등 개념에 기초하여 Lefranc et 

al.(2008, 2009)은 미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부모 

학력별 (혹은 직업별) 소득분포들을 도출하고 이들 간에 우열관계의 유무를 검증

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기회불평등과 기회평등의 존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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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Lefranc et al.과 동일하게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이라는 두 가지 

환경변수를 활용하여 상이한 환경 간의 기회불평등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환경 변수 모두에 있어서 소득 성취의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Lefranc et al.(2008, 2009)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

라의 기회불평등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같이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

타나고, 기회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낮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과

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최상위소득계층에서의 최하위환

경비율)를 이용한 분석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기회불평등도가 상승하는 경

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회평등의 원칙은 Roemer(1998)와 Lefranc et al.(2008, 2009)에 의하여 실증 

모형에서 정의되고 실증적 분석방법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Lefranc et al.(2009)

는 프랑스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직업을 환경변수로 하여 총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집단 간에 기회불평등의 존재를 검증하였다. Lefranc et al.(2008)은 동

일한 연구방법 부모의 학력의 환경변수로 하여 유럽각지의 8개국과 미국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기회평등

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기회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로 김우철·이우진(2008)과 고제이·이우진

(2011)은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이 자식의 소득획득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 성별, 출생년도, 성장기 지역, 형

제자매 수 등의 여러 환경요인들을 고려한 이우진·조진순 (2016)의 최근 연구에

서도 소득불평등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

른 실증적 방법을 사용한 김준일外(2016)도 본 연구와 동일한 노동패널 

2000-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기회불평등이 전체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

구하였다. 본 연구는 다른 국내 선행연구와 달리, Lefranc et al.의 실증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을 검토하였고 따라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들에 대한 동일한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상이한 기회불평등 지표를 활용하여 조사기간 내의 기회불평등 추이를 살펴보았

다는 점도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II. 모형(模型)과 기본 개념

개인의 소득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사

회경제적 환경(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선천적인 재능, 그리고 여러 우연적 요인

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력의 차이가 발생시킨 소득 격차는 일정 부분 용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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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야 하겠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야기하는 불평등까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환경 와 노력 가 다른 우연적인 요인들과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소득 의 조

건부 누적분포함수를 ⋅라 하자.5) 이를 이용하여, 임의의 두 환경 , ′이 

노력수준 에 관계없이 동일한 누적분포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 

⋅⋅′으로 기회평등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되는 기회평등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폭 완화한 Lefranc et al.(2008, 2009)의 기회평등 개념을 활용한다. 

Lefranc et al.의 두 논문이 실증모형, 기본개념 그리고 이론적 정리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나 완결성을 위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본 절에서 간략히 다시 정

리할 것이다.

1. 기회불평등

상이한 두 환경 와 ′에서 개인의 노력 는 각각 ⋅와 ⋅′의 소

득 전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모든 노력 와 모든 소득 에서,

이 성립한다면 환경 ′에서 노력 수준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소득 를 초과하는 

소득을 획득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환경 에서 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소득획득의 전망의 관점에서 환경 ′이 환경 보다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적어도 두 개의 환경 , ′에서 식 (1)이 성립하고 적어도 한 소득수준에

서는 강부등호가 성립하여 두 환경사이에 제1차 확률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에 제1차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식 (1)의 제1차 확률지배관계를 제2차 확률지배관계로 대체하여, 모든 노력 

와 모든 소득 에서,

          

의 관계가 성립하고 적어도 하나의 에서 강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두 개의 환

경 ′이 존재할 때 제2차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제1차(제2차) 기회평등은 이와 같이 제1차(제2차) 기회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6) 기회평등이 성립하더라도 상이한 두 환경에서 얻어지는 성취의 

확률분포들이 동일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환경 중 하나에서 성취의 기

5) 본 연구의 기본모형은 소득 기회 불평등에 대한 연구인 Lefranc et al. (2008, 2009)의 모형을 따르
고 있다.

6) Lefranc et al (2009)에서 EOP-W1, EOP-W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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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값의 더 큰 것도 허용된다. 또한 모든 노력 수준에서 확률지배관계가 성립해야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적어도 한 노력 수준에서만 확

률지배관계가 없다면 기회평등이 성립하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기회평등은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환경 사이에 (1)과 같은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면, 어떤 효용함수를 상정하더

라도 환경 의 소득분포 ⋅에서 환경 ′의 소득분포 ⋅′에서 보다 

기대효용이 더 클 것이다. 즉, 항상 환경 가 ′보다 선호될 것이다. 소득에 대하

여 위험기피적인 선호를 가정하면, 두 환경 사이에 (2)와 같은 기회불평등이 존

재할 때도 항상 환경 가 ′보다 더 큰 기대효용 가져 선호될 것이다. 

만일 노력 수준 그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면 앞에서 정의한 기회불평등 

개념은 기회불평등의 기본원리를 적절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가령 

환경 가 환경 ′ 보다 노력하기 용이한 환경이라고 하자. 각 노력에서 소득의 

확률분포가 두 환경에서 동일하더라도 (따라서 앞서 정의에 따라 기회평등이 성

립하는 경우) 환경 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면, 결과적으로 환경 가 환

경 ′에서 보다 소득획득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기회평등이 보

장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환경으로 야기되는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

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회평등의 기본 원리에 따르자면 개인의 노력도 환경의 영

향이 배재된 순수한 노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Roemer (1998)의 주장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franc et al. (2008, 2009)에서와 같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노력을 고려할 것이다. 

순수한 노력을 고려할 때 앞에서 정의된 기회불평등은 훨씬 단순한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환경에 무관하게 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순수한 노력을 고려하

면, 제1차와 제2차 기회불평등에 대한 아래의 필요조건을 각각 얻을 수 있다.7)

제1차 기회불평등조건: 어떤 두 환경 , ′에 대하여 ⋅와 ⋅′사이에 

제1차 확률지배관계가 성립한다.

제2차 기회불평등조건: 어떤 두 환경 , ′에 대하여 ⋅와 ⋅′사이에 

제2차 확률지배관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이 두 조건에 나타난 확률지배관계 검증 중심으로 실증분석이 이

루어진다. 검증은 Davidson and Duclos(2000)의 비모수 검증법이 이용될 것이다. 

먼저 환경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 혹은 환경별 소득분포 ⋅를 얻

는다. 이렇게 얻어진 환경별 분포함수들 간에 확률지배 여부를 검증한다. 확률지

배 검증을 통하여 분포 ⋅가 ⋅′을 1차(2차) 확률 지배를 하나 그 역은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Lefranc et al. (2009, Proposition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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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을 시 전자가 후자를 1차(2차) 확률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두 분포가 서로 확률지배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두 분포의 일치여부를 검증

할 것이다. 

2. 기회불평등 지수

기회불평등의 유무뿐만 아니라 기회불평등 지수(指數)를 이용하면 기회불평등

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점 또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Lefranc et al.(2008)에서 사용된 기회불평등지수를 정의하기 위하여, 환경 의 

평균소득을 , 불평등도(지니계수)를 로 나타내고 환경 의 “가치”를 

  로 나타낸다. 평균소득이 클수록 그리고 불평등도가 낮을수록 환경 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환경에 대하여 이렇게 환경의 가치를 측

정하고 이러한 가치 값들에 대한 불평등도를 다시 지니계수로 구한 것이 지니

(Gini) 기회불평등지수(혹은, GO 지수)이다. 총 개의 환경이 있고 환경 가치의 

평균값을 라고 하면, 각 환경 의 비중이 일 때, 지니 기회불평등지수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8)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상위 성취전망이 높은 사회에서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하위에서 최상위로의 계층상승의 전망을 반영하는 지

표도 기회불평등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에 처한 

사람들의 전체인구에서의 비율을 

이라 하자. 최상위 성취 집단을 소득 상위 

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들의 수를 라고 하자. 그리고 이들 중 

가장 열악한 환경 

에 처한 사람들의 수를 


라고 하면, 개천용(기회)불평등지

수(혹은, RR 지수)는 최상위 성취집단에서 최하위 환경의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9) 

개천용불평등지수 값이 0이라는 것은 최상위소득을 얻는 사람들 중에서 최하위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최하위 환경 사람들의 인구비율과 동일하다는 것

을 의미하고 이는 기회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개천용불평등지수 값이 1

이라는 것은 반대로 최상위소득을 얻는 사람들 중에서 최하위 환경을 가진 사람

8) Lefranc et al.(2008)에서는 값을 전체인구의 평균 소득으로 하였는데 이와의 비교를 위해 자료 분
석에서는 그들과 같이 값을 산정할 것이다.

9) 개천용불평등지수는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된 교육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인 오성재外(2016)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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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기회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개천

용불평등지수 값이 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하위 환경이 최상위 성취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성공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

이 오히려 유리한 현실에서 보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 

개천용불평등지수가 0인 사회에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른 환경과 동

일한 확률로 성공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개천용불평등지수가 양수 의 값을 

가진다면 최악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100명 중에서 ×명(퍼센트)가 기

회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천용불평등지

수가 0.6인 사회에서는 최악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100명중에서 60명이 기

회불평등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10)

III. 소득획득의 기회불평등 분석

 
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제1차(1998년)에서 제18차(2015년) 년도 자료이다. 이 중 대표적으

로 1998-1999년, 2003-2004년, 2008-2009년, 그리고 2014-2015년, 네 개의 시기를 

중심으로 결과를 소개하고 나머지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한다.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장 및 이전소득 등을 합한 가처분소득

을 총 가구소득으로 하였다. 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항목은 전년도의 정보이기 

때문에 조사년도 한해 이전의 물가지수로 소득을 나누어 실질변수로 바꿨다. 가

구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의 규모차이는 OECD 균등화 등급으로 보정하였다.11) 

한해의 소득으로만 측정할 경우 일시적인 실업이나 우발적인 소득에 의해 결과

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소득은 2개 년도의 평

균치로 측정했다.12) 그리고 Lefranc et al. (2008)의 선행연구와 비교에 용이하도

록 각 년도 가구의 소득은 해당년도 가구소득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냈다.

초중등 교육의 급속한 팽창에서 발생하는 편의(偏倚)를 최소화하면서 Lefranc 

et al. (2008)과의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30-50세 사이인 

10) 본 연구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전체소득에서 상위 2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11) 가구주는 1, 가구주가 아닌 성인은 0.7, 미성년은 0.5로 가중치를 주고 이들을 합한 수를 가구규모
로 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미성년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규모는 2.2 이다. 이때, 보정된 가
구소득은‘총가구소득/가구규모’가 된다.

12) 당해와 다음 년도 소득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통계량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2014
년 결과는 2014년과 2015년 2개년의 가계총소득의 평균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3-5개년 평균을 
사용하거나 여러 해 평균소득이 아닌 당해 소득만을 고려할 때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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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총가구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령구간은 Lefranc et al. (2008)

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의 연령대(25-40세 혹은 25-50세 자료)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Lefranc et al.의 경우 연령대를 변화시키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연경구간에서 적절한 상호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대 별로 부모학

력 분포에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학력부모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동시

에 초중고 교육의 급속한 팽창의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따라

서 이러한 편의를 피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군 입

대와 문화적 특성으로 사회진출이 늦다는 점을 고려할 때 Lefranc et al.의 선행

연구와의 비교가능 연령집단으로 30-50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13)  

년도
환경
수준

가구주 부친 직업 환경 가구주 부친 교육수준 환경
자료수 환경내비중 평균 분산 자료수 환경내비중 평균 분산

1998
저 1577 61.20% 1.13 0.61 1787 62.40% 1.15 0.96
중 825 32.01% 1.34 1.29 660 23.04% 1.44 1.38
고 175 6.79% 1.65 1.38 237 8.28% 1.77 1.81

2003
저 1134 54.39% 1.14 0.62 1303 59.31% 1.16 1.00
중 789 37.84% 1.39 3.05 694 31.59% 1.45 2.42
고 162 7.77% 1.56 1.19 200 9.10% 1.66 3.69

2008
저 931 44.95% 1.15 0.99 1082 48.54% 1.20 1.41
중 951 45.92% 1.33 0.91 923 41.41% 1.38 0.83
고 189 9.13% 1.72 1.88 224 10.05% 1.64 1.73

2014
저 935 37.39% 1.41 1.77 758 32.94% 1.23 1.08
중 1292 51.66% 1.68 1.53 1303 56.63% 1.75 1.95
고 274 10.96% 2.02 1.71 240 10.43% 1.84 1.33

<표 1>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량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로 소득획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가구주 부친의 

교육수준과 직업(가구주 성장기(14세 무렵) 부친의 직업)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교육수준은 중졸이하를 저학력, 고교재학 또는 졸업을 중학력, 초대졸 입학 

이상을 고학력으로 하는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수준은 한국직업표준

분류상 농림어업 종사자를 저숙련, 사무·서비스·판매업·단순노무 종사자를 중

숙련,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고숙련으

로 범주화 하였다.

13) 30-50세로 가구주 연령대를 제한하더라도, 조사 첫 해인 1998년 저학력환경 가구의 비율은 62.40%
로 그해 가장 큰 집단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마지막 조사년도에는 35.06%까지 줄었고 중학력환경
이 5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직업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전체 연
령대를 고려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소득이 낮은 고연령층에서 저수준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저수준 집단의 낮은 소득에 연령효과가 더해진다. 이로 인하여 기회불
평등도는 더 커지게 되고 조사기간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뚜렷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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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업환경하 환경수준별 소득의 누적분포

2. 환경별 기회불평등의 분석

각각의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환경수준별 누

적분포를 구하고 확률지배검증을 통한 기회불평등존재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니기회불평등지수와 개천용불평등지수를 조사기간 전년도에 걸쳐 측정함으로

써 기회불평등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1) 가구주 부친 직업 환경
 가구주 부친의 직업에 따라 환경수준별 집단의 누적분포와 확률밀도를 구한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앞서 <표 1>에서 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년도에서 환경수준이 좋아질수록 평균적인 성취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수의 경우 각 년도의 누적분포는 환경수준이 높을수록 왼쪽에 위치하여 확률지

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14) 

 확률지배 검증결과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다수의 비교에서 확률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요약된 4개년도에 대하여 2008년의 중숙련-

고숙련 집단 간 비교를 제외한 모든 환경수준 간 비교에서 확률지배가 확인되어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숙련 집단은 항상 저숙련 집단

14) 각 환경수준별 최하위 1퍼센트와 최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가운데 98 퍼센트의 자료만으로 확률지
배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확률지배관계가 유지되나 1차 확률지배관계가 
대부분 2차 확률지배관계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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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업환경하 환경수준별 소득의 확률밀도함수

을 확률지배 하여 이 두 집단 간에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저숙련 집단은 항상 다른 두 집단에 의하여 확률지배되었다. 반면 중숙련 집

단과 고숙련 집단 간에 확률지배관계가 없는 경우는 2008년 이외에도 여러 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회불평등이 주로 저숙련 집단과 나머지 집단 사이에 

집중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2003년
환경수준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
저숙련 - ≺ 

 ≺ 
 - ≺ 

 ≺ 
 

중숙련 - - ≺ 
 - - ≺ 



고숙련 - - - - - -
  2008년 2014년

저숙련 - ≺ 
 ≺ 

 - ≺ 
 ≺ 



중숙련 - - ? - - ≺ 
 

고숙련 - - - - - -

<표 2> 직업환경하 확률지배 검증결과
참고: 집단별 상하위 5%를 각각 제외하고 검증

= 은 동일한 확률분포, ≺ 은 행이 열에 1차 확률지배, ≺ 는 행이 열에 2차 확률지배 당하는 

관계, ?는 확률지배관계를 확인 불가능한 경우임. (*:=0.5, **:=0.01, ***:=0.001.)

지니기회불평등 지수를 이용하여 연도별 기회불평등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림 4>와 같다. 먼저 가구주 연령에 제한이 없을 때에서 기회불평등 정도가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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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98-2014년 가구주 연령대별 직업환경하 지니기회불평등지수 추이 

<그림 5> 1998-2014년 가구주 연령대별 직업환경하 개천용불평등지수 추이

세로 연령을 제한했을 때에서 보다 기회불평등도가 항상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별 비율 구성이 변

하고 저숙련 집단의 고령화와 소득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기회불평등 정도가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2000년 이후 기회불평

등도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3년 이후 5 이상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50세 가구주 연령대의 경우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7년을 

제외하고 앞선 경우와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기회불평등도

가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는 가구주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와 30-50세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개



- 14 -

  1998년 2003년
환경수준 저학력 중학력 고학력 저학력 중학력 고학력
저학력 - ≺ 

 ≺ 
 - ≺ 

 ≺ 
 

중학력 - - ≺ 
  - - =

고학력 - - - - - -
  2008년 2014년

저학력 - ≺ 
 ≺ 

  - ≺ 
  ≺ 



중학력 - - ? - - ≺ 
 

고학력 - - - - - -

<표 3> 학력환경하 확률지배 검증결과
참고: 집단별 상하위 5%를 각각 제외하고 검증

= 은 동일한 확률분포, ≺ 은 행이 열에 1차 확률지배, ≺ 는 행이 열에 2차 확률지배 당하는 

관계, ?는 확률지배관계를 확인 불가능한 경우임. (*:=0.5, **:=0.01, ***:=0.001.)

천용불평등지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GO지수와 달리 2012년을 기점으로 

30-50 연령대 불평등 지수가 전연령대의 지수를 추월하고 격차 역시 크게 벌어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까지는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2001년에 10%대에서 2014년

에는 40%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저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

는 10명 가운데, 2001년에는 1-2명이 기회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2014

년에는 4명 가까이 기회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개천용불평등지수의 경우 30-50세 연령층이 전연령에 비하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점이다. 이는 이 지수가 최하위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최하위 환경의 인구구성비율이 30-50세 연령층에서 조사기간 중 하

락한 것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가구주 부친 학력 환경
 
가구주 부친의 학력 환경에 따라 얻어진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각각 

<그림 6>와 <그림 7>에 정리하였다. 가구주 부친의 직업을 환경변수로 했던 앞서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누적분포가 아래에 위치하고 

확률밀도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하지만 중학력과 고학력 집단의 분포 사

이의 간격은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확률지배 검증결과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다수의 비교에서 확률지배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요약된 4개년도에 대하여 2008년의 중학력-고

학력 집단 간 비교를 제외한 모든 환경수준 간 비교에서 확률지배가 확인되어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 환경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의

하여 항상 확률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환경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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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력환경하 환경수준별 소득의 누적분포

중학력 집단과 고학력 집단 간에는 상당수 확률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기회불평등이 주로 저학력 집단과 나머지 집단 사이에 집

중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니기회불평등지수의 추이는 가구주 부친의 직업을 환경변수로 했을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의 경우에 비해, 지수값이 약 1점 높아 전반적으로 기

회불평등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기회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특히 가구주의 연령을 30-50세로 제한한 경우 일정한 값을 중심으로 매년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천용불평등지수를 통해 살펴본 기회불평등은 지니기회불평등지수와 달리 가

구주 부친의 학력을 환경으로 할 때가 직업을 환경으로 할 때 보다 전반적으로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천용불평등지수도가 상승하는 경향은 여전

히 발견되고 있다.

3. 미국과 유럽 연구결과와의 비교

Lefranc et al.(2008)는 90년대 초반 유럽 전역의 8개국과 미국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부친의 학력을 환경변수로 하여 세 가지 환경수준으로 구분하

고 확률지배검증을 통한 기회불평등 존재유무와 지니기회불평등지수를 분석하였

다. 본 절에서는 이중 일부결과를 앞서 얻어진 우리나라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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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력환경하 환경수준별 소득의 확률밀도함수

<그림 8> 1998-2014년 가구주 연령대별 학력환경하 지니기회불평등지수 추이
<그림 10>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4개국의 1990년대 초·중반에 

측정된 가구주 부친의 학력을 환경변수로 한 환경수준별 소득의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위 열의 스웨덴, 노르웨이 경우와 아래 열의 이탈리아, 미국

의 경우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환경수준별 누적

분포의 간격이 거의 없고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노르웨이도 중학력(Ed2)과 

고학력(Ed3) 집단 간의 누적분포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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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료년도 GO지수값 표준편차
한국* 1998 5.01 0.507

독일(서독)** 1994 0.88 0.426
스웨덴*** 1991 1.09 0.606

노르웨이*** 1995 2.18 0.581
영국*** 1991 3.45 0.683

프랑스*** 1994 4.22 0.406
벨기에*** 1992 4.58 0.581
미국*** 1991 6.93 0.586

이탈리아*** 1993 7.64 0.531

<표 4> 교육환경하 국가별 지니기회불평등지수 비교
자료: 한국을 제외한 수치는 Lefranc et. al. (2008).
참고: 가구주 연령대는 *:30-50세, **:25-45세, ***:25-50세. 

<그림 9> 1998-2014년 가구주 연령대별 학력환경하 개천용지수 추이 
래의 이탈리아와 미국은 <그림 6>에서 한국의 1998년 경우보다 환경수준별 누적

분포들의 간격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확률지배검증의 결과로도 확인되는데 스웨덴은 놀랍게도 가처

분소득 기준으로 기회평등을 달성한 겻으로 나오고 노르웨이도 기회불평등이 작

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탈리아와 미국의 경우는 모든 환경수준의 쌍에서 2

차 확률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결과는 전자보다 후자(이

탈리아, 미국)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 17>에 정리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지니기회불평등 지수값(Lefranc et al. 

2008)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니기회불평등 지수값이 1998년 

5.01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보다는 훨씬 크고 미국과 이탈리아 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중에서 다소 기회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들과 유사한 기회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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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의 교육환경하 
환경수준별 누적분포

자료: Lefranc et. al. (2008).
참고: Ed1: 저학력, Ed2: 중학력, Ed3: 고학력.

IV. 결론 및 시사점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환경별로 가구소득(가처분소득)의 확률분포를 도출하고 

이러한 분포들 사이의 확률지배관계로 정의되는 기회불평등의 유무를 검증하였

다. 가구주 부친의 직업과 학력이라는 두 가지 환경변수를 활용하여 기회불평등

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 바, 두 환경 모두에서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특히 기회불평등이 가장 낮은 수준의 환경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비교에

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니기회불평등지수와 개천용불평등지수를 이용한 분석결과, 학력을 환경변수

로 사용하는 경우가 직업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지니기회불평등지수의 경우 

더 크게 그리고 개천용지수의 경우 더 작게 나타났다. 

지니 기회불평등지수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대를 30-50세로 제한할 경우 제한

하지 않을 때 보다 불평등 정도가 크게 내려갔다. 이는 과거 빠른 경제성장의 효

과로 인한 교육기회의 양적 증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결과 우리가 환경으로 생

각하는 변수들이 크게 변했고, 따라서 은퇴 등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고연령층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구의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을 제

한하는 경우 지수값이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는 것 역시 환경의 변동을 연령제한

으로 통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개천용불평등지수는 이러한 연령제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성공으로 기준으로 삼는 소득상위 20

퍼센트 집단에서는 은퇴세대의 소득하락이 주는 영향이 비교적 작기 때문으로 



- 19 -

볼 수 있다. 

개천용불평등지수는 조사기간 중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이후 소득기회불평

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 부친의 직업환경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회불평등도가 2001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2배 이상 상승하여, 최

저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10명 가운데, 2001년에는 1-2명이 기회불평등 때

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2014년에는 4명 가까이 기회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

하게 되었다.

Lefranc et al.(2008, 2009)의 결과와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스웨덴, 노

르웨이 등과 같이 기회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은 나라들 보다는 

미국과 이탈리아 등과 같이 기회불평등이 뚜렷한 나라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지니기회불평등지수 값의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불평등도가 미국과 이

탈리아 보다는 낮고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보다는 매우 높으며 영국, 프랑스, 

벨기에 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비교대상인 선진국들과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교육

팽창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직업수준(숙련도)별 인구구성과 교육수준별 인구구성

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환경별 인구구성의 변화가 기회불평등 분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으로 열악한 환경(저숙련 직업 혹은 저학력)의 인구구성이 작아질수록 기회불평

등은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지표분석에서 다소 

기회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러한 인구구성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Lefranc et 

al.(2008)에서도 국가 간 환경 별 인구구성에 큰 차이가 있어서 국가 간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에서 균일한 인구구성

을 보이도록 환경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직업, 학력뿐만 아

니라 가구주 부모의 다른 특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들을 집계한 보다 연속적인 

환경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회불평등의 존재와 크기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얼마만큼의 

소득불평등이 기회불평등에 기인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회불평등 개념을 기초하여 불평등의 기회불평등 요

인과 다른 환경 혹은 노력 요인으로 분해하는 연구는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Lefranc et al. (2008)에서와 같이 소득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제비

교로 연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남미·중동 등 여러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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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자료를 통한 국가 간 기회불평등 비교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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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환경
수준

가구주부친 교육수준 환경 가구주부친 직업 환경
자료수 환경내비중 평균 분산 자료수 환경내비중 평균 분산

1998
저 1787 66.58% 1.25 1.42 1577 61.20% 1.23 1.27
중 660 24.59% 1.63 1.62 825 32.01% 1.49 1.47
고 237 8.83% 2.13 2.41 175 6.79% 1.99 2.40

1999
저 1541 66.48% 1.24 1.42 1337 59.96% 1.27 1.68
중 591 25.50% 1.62 1.86 738 33.09% 1.43 1.26
고 186 8.02% 1.94 1.93 155 6.95% 1.93 1.89

2000
저 1403 65.68% 1.30 3.92 1242 60.15% 1.27 1.46
중 565 26.45% 1.64 1.70 684 33.12% 1.55 5.38
고 168 7.87% 1.71 1.51 139 6.73% 1.78 1.36

2001
저 1342 65.08% 1.29 1.36 1170 59.06% 1.31 1.36
중 557 27.01% 1.67 1.69 679 34.28% 1.45 1.40
고 163 7.90% 1.87 1.72 132 6.66% 1.99 1.79

2002
저 1327 63.86% 1.26 1.22 1144 57.60% 1.32 1.32
중 580 27.91% 1.83 2.06 701 35.30% 1.52 1.41
고 171 8.23% 1.97 1.80 141 7.10% 2.13 3.02

2003
저 1311 59.43% 1.24 1.34 1139 54.39% 1.25 1.26
중 695 31.50% 1.78 2.46 792 37.82% 1.60 2.39
고 200 9.07% 1.91 2.19 163 7.78% 1.94 1.87

2004
저 1304 56.87% 1.25 1.30 1147 53.00% 1.29 1.38
중 787 34.32% 1.79 1.66 862 39.83% 1.56 1.43
고 202 8.81% 1.90 2.27 155 7.16% 1.85 2.45

2005
저 1223 53.73% 1.21 1.29 1093 51.05% 1.27 1.47
중 841 36.95% 1.76 1.77 878 41.01% 1.57 1.51
고 212 9.31% 1.82 1.86 170 7.94% 1.67 1.62

2006
저 1201 52.63% 1.34 2.21 1043 48.92% 1.24 1.35
중 869 38.08% 1.66 1.57 916 42.96% 1.65 2.46
고 212 9.29% 2.12 2.68 173 8.11% 2.01 2.78

2007
저 1144 50.46% 1.27 1.44 974 46.29% 1.27 1.41
중 901 39.74% 1.83 1.85 943 44.82% 1.70 1.67
고 222 9.79% 2.13 1.95 187 8.89% 2.09 1.98

2008
저 1084 48.50% 1.37 2.38 932 44.92% 1.27 1.67
중 927 41.48% 1.74 1.65 953 45.93% 1.60 1.52
고 224 10.02% 1.91 1.93 190 9.16% 1.97 2.00

2009
저 1338 48.06% 1.26 1.34 1156 44.53% 1.25 1.31
중 1173 42.13% 1.75 1.54 1192 45.92% 1.59 1.44
고 273 9.81% 1.98 1.83 248 9.55% 2.06 1.78

2010
저 1249 46.05% 1.34 1.54 1069 42.50% 1.26 1.51
중 1209 44.58% 1.79 1.64 1203 47.83% 1.68 1.55
고 254 9.37% 1.84 1.60 243 9.66% 2.06 1.7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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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환경
수준

가구주부친 교육수준 환경 가구주부친 직업 환경
자료수 환경내비중 평균 분산 자료수 환경내비중 평균 분산

2011
저 1137 42.36% 1.25 1.20 963 39.13% 1.26 1.27
중 1282 47.76% 1.81 1.60 1258 51.12% 1.68 1.48
고 265 9.87% 1.87 1.65 240 9.75% 1.87 1.65

2012
저 1074 40.38% 1.32 1.32 916 37.22% 1.20 1.13
중 1315 49.44% 1.75 1.53 1301 52.86% 1.71 1.58
고 271 10.19% 1.72 1.34 244 9.91% 1.89 1.27

2013
저 1005 38.67% 1.33 1.29 825 34.56% 1.25 1.16
중 1315 50.60% 1.78 1.94 1324 55.47% 1.68 1.88
고 279 10.73% 1.92 1.39 238 9.97% 2.12 1.63

2014
저 935 37.39% 1.41 1.77 758 32.94% 1.23 1.08
중 1292 51.66% 1.68 1.53 1303 56.63% 1.75 1.95
고 274 10.96% 2.02 1.71 240 10.43% 1.84 1.33

2015
저 896 34.88% 1.47 2.20 732 30.94% 1.26 1.17
중 1386 53.95% 1.66 1.31 1388 58.66% 1.75 1.97
고 287 11.17% 1.94 1.46 246 10.40% 1.92 1.42

<표 A-1> 환경변수별, 환경수준별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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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년도

가구주 부친 직업환경 가구주 부친 학력환경

지니 기회불평등 지수 개천용 지수 지니 기회불평등 지수 개천용 지수

1998
4.17

(0.507)

21.59

(3.270)

5.01

(0.507)

25.15

(2.910)

1999
4.03

(0.520)

21.06

(3.353)

4.35

(0.479)

22.69

(3.070)

2000
3.75

(0.530)

17.41

(3.646)

4.82

(0.515)

25.18

(3.230)

2001
3.55

(0.550)

14.02

(3.799)

4.89

(0.542)

23.47

(3.447)

2002
3.66

(0.553)

18.17

(3.840)

5.26

(0.510)

27.32

(3.383)

2003
3.83

(0.533)

20.42

(4.036)

5.08

(0.528)

28.26

(3.612)

2004
4.16

(0.497)

18.51

(3.976)

5.89

(0.517)

26.65

(3.641)

2005
4.03

(0.518)

24.33

(4.156)

5.32

(0.527)

28.49

(3.811)

2006
4.88

(0.505)

24.50

(4.430)

5.73

(0.515)

24.59

(3.921)

2007
4.57

(0.538)

30.13

(4.637)

5.41

(0.527)

29.15

(4.265)

2008
4.39

(0.540)

27.15

(4.586)

4.98

(0.490)

27.15

(4.359)

2009
4.83

(0.475)

28.02

(4.239)

5.79

(0.463)

29.97

(3.668)

2010
4.64

(0.473)

30.50

(4.447)

5.36

(0.452)

27.12

(4.054)

2011
4.86

(0.441)

35.89

(4.450)

5.24

(0.411)

30.15

(4.304)

2012
4.83

(0.452)

34.55

(4.986)

4.47

(0.433)

27.38

(4.773)

2013
4.57

(0.435)

37.41

(4.922)

4.55

(0.442)

26.33

(4.806)

2014
4.44

(0.431)

38.40

(5.517)

4.40

(0.463)

27.07

(5.084)

<표 A-2> 1998-2015년 환경별 지니 기회불평등지수 및 개천용지수
참고: 기준년도와 다음해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사용. 각 지수에 100을 곱한 값을 제시함. 괄호

안 표준편차는 부트스트랩 1000회 시행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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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1998-2015년 직업환경하 확률지배 검증결과

<표 A-4> 1998-2015년 학력환경하 확률지배 검증결과 
참고: 집단별 상하위 1%를 각각 제외하고 검증.

= 은 동일한 확률분포, ≺ 은 행이 열에 1차 확률지배, ≺ 는 행이 열에 2차 확률지배 당하는 관

계, ?는 확률지배관계를 확인 불가능한 경우임. (*:=0.5, **:=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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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y of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in Korea

Sung-Jae Oh*·Biung-Ghi Ju**

ABSTRACT The equality of opportunity holds when people who have the same ability and 
ambition face the same prospect of achievement regardless of her socio-economic 
circumstances. Following Lefranc et al.(2008), the first (or second) order inequality of 
opportunities prevails between a pair of circumstances if there is the first (or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between the two conditional distributions of income (conditional 
on the two circumstances). We investigate incom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Korea over 
the period 1998-2015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ing father’s 
education or job class as circumstances,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income acquisition between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circumstances 
prevails throughout the whole period. The comparison with Lefranc et al.(2008) shows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Korea is similar to that of US, Italy and France, wher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strongly exists and different from that of Sweden, Norway, and 
Germany wher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does not exist or is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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