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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추세는1990년대 중반 이후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OECD 국가들은 평균치 이하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

내었으나 그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2010년경에는 높은 국가들에 속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이 가장 크게 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

인으로는 우선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OECD 회원국들 중

에서 칠레와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층이 늘어난 것도 중요

한 원인이다. 그리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그리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득불평등은 개인들 간의 노력

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이 개인이 처한 환

경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후자에 기인한 불평등을 기회불평등이라 한다. 

노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평등보다 환경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불평등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초·중등교육을 이수

한 세대의 소득과 교육 자료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은 비교적 낮은 편

이었으나 그 이후로 소득불평등의 급속한 악화와 함께 기회불평등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소득 획득의 기회를 가구환경(부모 학력과 가구소득)별로 비교할 때, 우

리나라 기회불평등의 양상은 이탈리아와 미국 등과 같이 기회불평등이 심한 나라들

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의 대학입시 자료에 나타난 높은 수준

의 교육성취의 기회불평등은 향후 소득기회 불평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주고 

있다. 학업성취(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기회가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 및 거주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실제 대학입시 자료에서 심각한 기회불평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우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야 한다.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구조의 개선을 필

요로 한다.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개개인의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안

전망과 복지부문 중심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기능의 강화만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

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이 야

기하는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성숙한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공정한 계약관계와 경쟁으로 특징지워지는 시장경제의 근본이 바로 서야 



한다. 이것이 고용형태 간, 기업규모 간 및 부문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임금격차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소득과 교육의 기회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대학입시

에서 취약계층 혹은 취약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균

형 혹은 지역균형 선발 등과 같은 특별전형의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구 및 지역 환경별로 자기학습시간 격차나 사교육 격차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학

습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등 교육과 대학입시에 과다한 교육자원이 투자되는 것에 반

하여 영유아와 유치원 단계, 그리고 고등교육에서 전체 교육지출 규모가 저조하고 

특히 공공지출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초·중등 

이전의 초기 아동기 교육의 기회불평등은 초·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서 기회불평등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아동기 교육에 대한 공적인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이 교육기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등

교육에서도 민간부문의 지출 비중이 매우 높아서 신용제약이 있는 소득 하위가구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민간지출 비중을 낮추고 소득 하위가구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득기회 불평

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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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배정의,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외환위기로 하루아침에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1997년 우리나라는, 온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협력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상화 될 수 있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의 위력을 경험
하였고 위기에 몰릴 때 합심할 수 있는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
건이었다.

국난의 위기에서 돋보였던 사회통합이 무색하게 작금의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2009년 기준 사회통합 지수가 24위를 기록하여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요소인 복지와 소득재분배는 최하위권인 27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의 국가경쟁력이 1995년 20위에서 2009년 
중위권인 13위로 크게 상승하는 발전을 이룬 성과와 대조적이다. 사회통합
은 1995년보다 더 나빠졌고 선진국들과의 사회통합 격차도 더 벌어졌다.

사회통합은 성공의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고 노력에 대한 공정
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될 때 이루어
진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불신과 
혐오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싹튼다. 지난 30여 년간 선진국들
의 경험은 이러한 사회통합이 지속적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잘 보
여주고 있다.1) 

이제는 우리경제의 성장단계로 보나 세계경제의 여건으로 보나 과거와 같
은 고속 성장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이 지배적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회통합은 시급한 문제이고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다. 지금 사회통합을 저
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나빠진 소득불평등
과 양극화, 그리고 소위 금수저·흙수저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회불평등의 문
제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검토하
고 사회통합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사회라는 협동체제가 만들어 내는 이익과 비용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
게 배분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분배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상반되는 
입장들이 존재 한다. 그러나 어떤 입장에서도, 분배정의가 실현되려면 개인
의 기본권과 성취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기본권의 범위, 균등한 기회

1) OECD (2015)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하여 선진국들의 경험과 통계를 바탕으로 잘 설명
하고 있다.    



- 2 -

의 출발선과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대립하는 
견해들이 있을 것이나 현실에서 이런 의견대립은 합의된 정치적 절차에 의
하여 해소된다.     

분배정의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빈
곤, 사회적 배제, 아동학대, 성-인종-지역 차별 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기본
권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자녀의 성공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기회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은 분배의 공정성을 헤치게 된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불평등이 적당한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불
평등이 나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철학자 죤 롤즈(John Rawls)는 불평등이 
나쁜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2) 첫째,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풍족한 사회에서도, 불평등 
때문에 기초적 필요 충족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
째,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위계(位階)를 만들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도
록 하고, 셋째,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
이다. 데렉 파핏(Derek Parfit)과 토마스 나겔(Thomas Nagel) 같은 평등주
의자들은,3) 이에 더하여, 불평등이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하고 노예근성과 
같은 비굴한 습성을 만들며, 건전한 우애로 결속된 사회관계가 형성되기 어
렵게 하여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에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의 범위을 
정하는데 불평등의 이러한 나쁜 결과들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의 나머지 다섯 개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평등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사회의 현주
소와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
아 볼 것이다.

2. 소득불평등

사회적 협력의 성과를 모든 사람들이 노력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한 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것
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용되는 공정성의 기준이다. 노력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소득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철학자 

2) Rawls (2001), p.131.
3) Derek Parfit (1991), pp. 81-125. Thomas Nagel (1979), pp.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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죤 롤즈는 최소수혜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공
정한 격차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최소수
혜자의 삶을 개선한다면 아무리 큰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는가? 불평등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면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소득불
평등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것은 경제학자
들에게도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따라 과실을 나누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그 생산성은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가
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생존과 안전에 중요한 생산물도 그것을 높은 가
격에 기꺼이 살 사람이 없다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떤 이
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의 가치가 부자들의 허영을 위한 사치품의 
가치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시장이 결정하는 가치는 높은 가격을 지
불하는 사람들의 편향된 기호에 의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빚어진 
소득불평등은 마땅히 조정되어야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
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이론경제학의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편리하면서 상식에 부합하는 해법은 정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측
정하고 모범적인 사례에서의 불평등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위치와 개선
방향을 강구하는 방법일 것이다.

소득불평등도는 가구 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이다. 가구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 및 기타 구성원들의 소득의 총 합을 가
구 구성원의 크기를 감안하여 표준화한 값(가구 구성원의 수 의 단위 근 
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을 더한 값을 의미하고,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조세지출과 사회보장 부담금(연금, 고용 및 건강 보험료)을 뺀 값을 가처
분소득이라 한다. 소득불평등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측정 할 
수 있고,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불평등도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소득만을 이용할 경우, 실제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연금과 같이 시점 간 투자
의 비용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소득 불평등은 
임금격차와 같이 정부를 배제하고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도를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또한 시장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를 통하여 정
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치화할 수 있다.

불평등도의 측정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어
느 두 사람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격차의 평균이 평균소득에서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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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로 정의된다.4) 총명의 사람들의 소득이 동일한 완전평등 배분에서 
두 사람의 소득 격차는 항상 0의 값을 가지므로 지니계수 값은 0이 된다. 
한 사람이 전체 소득을 독차지 하는 가장 불평등한 배분에서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소득 격차가 항상 총소득 와 같고 이 밖에 어떤 소득격차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균적인 소득 격차는 으로 평균소득과 동일하여 지
니계수 값은 1이 된다. 지니계수 값은 이 두 극단적인 경우의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전체 인구의 20%인 다섯 개의 소득계층을 나누고 최상위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오분위배율이라는 불평등지수이다. 전체 
인구의 10%인 열 개의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십분위
배율이라는 불평등지수를 구할 수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무렵,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자본주의 소득분배의 역사적 추세에 대한 저술 『21세기 자본』이 
출간되어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책은 길게는 200년 이상 
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불평등도의 역사적 추이를 분석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
여준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평등지수로 상위소득비율 혹은 상
위소득집중도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최상위 소득계층의 기준으로 최상위 
10%, 5%, 1% 이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된다.

 
가구소득불평등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에 대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 이후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구소득불평등을 지니계수로 나타낸 
것이 <그림1>이다. 도시지역의 2인 이상 가구 자료는 전 기간에 걸쳐 있으
나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는 2006년 이후에만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들에 대하여 각각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총 네 개의 
추세가 <그림1>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이례적인 시기를 제외하고 불평등도는 全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다. 특히 1인 가구와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2006년 이후의 시장소득 지니
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이 두 값의 추세가 다른 추세보다 위쪽에 있

4) 전체 사람들의 수가 이고 각 개인의 소득을 , 평균소득을 라 쓸 때, 지니계수는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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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고려하고 1인 가구와 농어촌 가구를 배
제할 때 불평등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청 자료
에서 얻어진 2010년 우리나라의 불평등도는 지니계수의 경우 OECD 평균
과 비슷하고 십분위배율(상위10%소득과 하위10%소득 비율)의 경우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자료는 상위 소득구간에서 표본의 누락이 많고 금융소득의 경우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누락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소
득의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면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추계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제에 가깝게 추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김낙년·김종일(2013)에 따르면, 표본 누락을 보정한 후 
불평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2010년 지니계수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371에 이르는데 이 값은 OECD국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은 물
론이고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 다음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시장소득 기
준으로는 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통계청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된 불평등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실제 소득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에 속한다.

상위소득집중도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200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집중도(최상위1%의 전

그림 1 한국의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1990년~2012년. (출처: 강신욱外(2014), <그
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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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소득비중)의 전체소득 비중은 12%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OECD 국가
들 중에서 가장 높은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높다. 특히 <그림2>를 
보면 비교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2000년대 후반에 상위 
1% 소득집중도와 지니계수가 모두 상위권에 드는 두 나라에 속한다.

시기별 불평등도의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두드러진 특성을 가지는
데, 1990년대 중기와 2000년대 말기를 비교할 때,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OECD 주요 16개국 중 소득 불평등도가 중하위권에서 상위
권으로 이동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림2>의 A와 B를 비교하면 추세
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으로 우상방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그림 2 상위1% 소득집중도(수평축)와 지니계수(수직축)의 국제비교. 출처: 김낙
년·김종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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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소득 불평등도가 OECD평균 혹은 그 이하인데도 가처분소득 불평등

도가 높은 것은 정부와 공공부문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3-(A)>는 2000년대 
후반, 국가별로 시장소득 지니계수(수평축)와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수직
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에서 시장소득 불평등이 높은 나라들
에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자료와 보정된 자료 어느 것을 이용하여도 시장소득 불평등도
가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한다. 
<그림3-(B)>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소득재분배의 크기를 나타낸다. 가처
분소득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높고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의 두 자료 (A)와 (B)를 비교할 때, 한국, 터키, 칠레, 멕시코와 같
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최하위인 나라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매우 커서 (A)에서는 
오른편에 위치한 국가들이 (B)에서는 왼편으로 크게 수평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A)와 (B)에서의 수평위치가 비슷한데 이는 정부의 소득재
분배 기능이 약하여 세전과 세후 불평등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다. 이
는 터키, 멕시코, 칠레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아직 약한 편에 속하나, 1990년대 이후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점차 커지는 것도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간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원천별로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998년 공적이전소득이 불
평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나, 2008년에는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
났고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영향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5) 아직
도 공적이전,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등의 전체 규모가 작은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최하위권에 있는 주원인이지만, 이들이 불평등도
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90년대 말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관련 지출규모를 OECD평균 수준으로 확대
하는 것이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강신욱外(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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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과 근로소득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상위근로소득

집중도(최상위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그림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상위근로소득집중도 사이의 값을 유지하
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의 상위근로소득집중도가 70년대

그림 3 지니계수(수평축)와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시장소득지니계수-가처분소득지니계수, 수
직축) 국제비교 (2000년대 말) 출처: 김낙년·김종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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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8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90년대 중
반까지 과거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을 거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지수값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과 일본과 같이 비교적 높은 나라들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6)

특히 상위 1% 소득자의 근로소득 집중도가 2000년대 중반을 거쳐서 6%
미만의 일본을 능가하여 8%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다. <그림4>를 보면,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에 일본과 유사한 상위근로소득집중도를 보이고 있
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상위근로소득집중도가 급속히 상
승하여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개인소득불평등과 가구별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소득원천 보다 클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계청 소득 자료를 이용한 강신욱外(2014)에 따르면 가구주 노동소
득이 불평등도를 높이는데 약 75%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2012)도 90년대 중반이후 전체소득의 상위소득집중도가 <그림 4>의 상위
근로소득집중도와 유사한 비율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었다.7) 중위소득층(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이하)의 인구 수 비중은 90년대 중반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감소하

6) 김낙년 (2012) 참고.
7) 이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청자료를 보완하여도 

동일한 결론을 얻는다. 김낙년 (2012) 경제발전연구 참조.

그림 4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상위 1% 근로소득집중도 변화추이. 출처:김낙년 (2012),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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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상대빈곤층(중위소득 50%미만)과 상위소득층(중위소득 150%초과)의 
인구 비중은 상승하였다. 소득비중에 있어서도 중위소득층과 상대빈곤층은 
모두 하락하였고 상위소득층은 상승하였다.

소득불평등의 요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높아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로 평균수명 연장
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8) 
둘째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불평등이 높아진 것 때문이다.9) 이밖에도 
이 기간 동안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진 점, 저학
력 가구주와 고학력 가구주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진 점, 무직이나 비경제활
동 가구주 집단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점 등도 전체 가구소득 불
평등 심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10) 

우리나라에서 임금불평등을 높게 만드는 몇 가지 특이 요인들이 있다. 첫
째,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취약한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세와 재
정지출을 통한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정부예산 규모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적은 것은 물론 
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은 것 때문이다. 우리
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9.6%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못미치고,11) 사회복지 지출의 수혜분포도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보다 5분위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더 큰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
다.12)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이 두 고용형
태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중위 근로소득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최상위권인데 이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
자들이다. 상위근로소득과 최하위근로소득 비율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이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셋
째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고용의 절반이상을 차지
하는 서비스 부문 근로자의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50% 내외에 그쳐OECD 
평균인 85%에 크게 못 미친다.

8) 소득양극화에 대하여 성명재·박기백(2009)와 홍석철·전한경(2013) 참조. 
9) 장지연·이병희(2013), 강신욱外(2014), 김낙년(2012) 참조.
10) 강신욱外(2014) 참조.
11) 한정수(2015), p.12. 공공사회지출은 국제비교에 주로 활용되는 OECD SOCX 지표기준으로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금, 비영리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요금감면까지 포함한다.
12) 성명재 (2013), 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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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회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
개인의 성취(成就)는 노력, 환경, 그리고 운(運)의 복합적인 결과이다. 노

력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개인이 책임져야 하겠지
만 개인의 의지(意志)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까지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회평등(機會平等)
의 원칙이다.13) 이 원칙에 따르자면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이 없는 환경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립적(中立的)으로 작용하여야 한
다. 다시 말해 더 이로운 환경도 더 불리한 환경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기회평등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복지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형식적 기회평등의 개념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비차별(非差別)의 원
칙이다. 각종 사회적 지위, 직위, 일자리 등이 배분되는 정치경제적 체제에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개개인의 정당한 능력만이 그 기준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대학 입학 기회가 모든 지원자들에게 보장해야 하
고 대학교육과 관련된 능력 이외의 다른 기준을 이용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러한 형식적인 기회평등을 보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기회평등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한 사회적 성취의 장에서 “공정한”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가
족의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혹은 역사적인 이유로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
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취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죤 롤즈(John Rawls)는 “공정(公正)한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보다 실질
적인 기회평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일한 천부적 능력과 야망을 가진 사
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가정환경, 상속된 부의 크기, 인종, 성 등과 무관하게 
동등한 성취의 전망(前望, prospects of success)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14)  롤즈의 공정한 기회평등이 직업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이르는 기
회에 국한된 것에 반하여 사회적 이익 배분으로 확장한 평등주의적 기회평
등이 드워킨(Ronald Dworkin), 아네슨(Richard Arneson), 코헨(G.A. 
Cohen) 등의 정치철학자들에 의하여 평등주의의 대표적인 원칙으로 발전되
었다.15)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기 까지 빠른 경제성장과 동시에 낮은 소득불평등
을 유지해 왔었다. 세대 간 소득계층 이동성 역시 비교적 높았다. 단기간에 
초중고 교육이 보편화되었고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 가구환경의 영향은 크지 

13) J. Roemer (1998), p.5.
14) J. Rawls (1971), (1999, p.63).
15) R. Dworkin (1981a,b), G.A. Cohen (1989), R. Arneson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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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에 교육을 통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어
질 수 있었다. 이 시기 군사독재가 공고화되어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체제
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낮았던 소득불평등도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혹독한 근로조건을 강요받
았지만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고 자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희망으로 버
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성장-저불평등의 구조는 90년대 중반이후 깨지기 시작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다른 자본주의 선진국들과 같이 심화되는 양상
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십여 년 동안 성취의 기회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세대 간 소득계층 이동성

소득 불평등도 만으로는 기회평등이 얼마나 보장되는가를 알 수 없다. 아
무리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노력한 
결과라면 기회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평등한 사회라 하더라
도 상이한 출발선에서 얻어진 결과라면 기회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기회평
등은 바로 출발선 상의 공평성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기회평등이 요구
될 출발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출발선을 잡는다
면 성인이 되기까지 개인들의 성장배경의 격차를 볼 수 없게 된다. 태아가 
잉태되는 시점으로 한다면 유전적인 차이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성취
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대 복지국가의 이
상적인 모형에서 기회평등의 출발점은 바로 태어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는 개개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고 기회평등은 
이러한 복지의 기본조건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결정된다. 이러한 환경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출발선상의 기
회평등은 더 많이 훼손된다. 한 나라에서 기회평등이 얼마나 보장되는가를 
살펴보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개인의 성취와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자료들이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부모소득이 1단위 상승할 때 자녀소득이 얼마나 상
승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16) 세대 간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부
모소득 상승이 탄력성의 비율만큼 자녀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

16) 회귀분석모형에서 자녀의 소득의 로그값을 설명하는 변수인 부모 소득의 로그값의 계수를 추청하여 
소득의 세대 간 탄력성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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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탄력성이 클수록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기회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전에 초중고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2007
년 소득자료를 이용하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0.37이하로 나타난다. 즉, 
부모의 소득이 100단위 더 높을 때 자녀의 소득도 37단위 더 높은 것이다. 
이는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간이하의 낮은 값이다.17)

각 세대를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네 개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소득 계층 조합들의 비율을 표로 나타낸 것을 
세대 간 이행행렬이라 한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 연구와 같은 자료를 이용
하여 세대 간 이행행렬을 구하면 <표1.가>와 같다. 그리고 <표1.나>는 미국
자료로 얻은 이행행렬이다. 한국의 경우 부모가 최하위 소득계층인 자녀가 
최상위 소득계층으로 상방 이동하는 비율이 17%이나 미국의 경우 9%밖에 
되지 않는다. 최하위에서 상위로 상방 이동하는 비율도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다. 이처럼 세대 간 이행 행렬에 나타난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부의 세대 간 대물림 
비율이 높은 나라보다 캐나다 같이 부의 세대 간 대물림 비율이 낮은 나라
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7) 이 결과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년도(1998년)에서 10차년도(200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양
정승(2012)에서 보고 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편의를 보정한 것이다. 김희삼(2009)과 
김민성 외(2009)의 선행연구는 이 보다 낮은 탄력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를 
배제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과소추정 때문이다. 최지은·홍기석(2011)도 양정승
(2012)과 유사한 크기의 추정치를 얻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대비되는 결론으로 김우철·이우진
(2008)은, 기회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세율과 실제 세율을 비교하여 기회불평등도를 측정하는 Roemer 
et al. (2003)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도가 미국과 이탈리아처럼 높은 나라에 속함
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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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세대에서 한국사회의 
기회평등은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대물림 현
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표상으로 볼 때 오히려 부의 대물
림 비율이 낮은 선진국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기회평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
다. 그 합리적인 배경으로 최근 20년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소득불평
등과 세대 간 소득계층 이동성 사이에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다.18) 더군다나,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경로였던 교육
과 대학입시에까지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최근의 초
중고 교육과 대학입시 여건을 감안하면, 기회불평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직접적 증여나 상
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예전보다 심해졌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
속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졌다.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은 교육을 
통한 소득계층 상승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세
대 간 소득계층이동은 더 어려워졌고 기회불평등의 문제는 더 심화되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나타난 주관적 인식은 이런 변화를 여실히 잘 나
타낸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18)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성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Andrews and Leigh (2009) 
참조.

표 1 우리나라와 미국의 세대 간 이행행렬. 출처: 김희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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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그림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 10%
이하에서 2015년 50%로 높아졌다. <그림6>은 연령대 별 응답비율을 나타
내는데 2005년과 비교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아졌고,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30대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60%에 이른다.  

부모 소득 탄력성이나 세대 간 소득계층 이행행렬을 활용하는 앞서 소개
된 연구들은 부모와 자식의 소득의 쌍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때문에 가용한 
자료의 제한이 크다. Lefranc et al. (2008, 2009)은 보다 폭넓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보다 최근
의 기회불평등의 현실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성취의 기회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이 노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성취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A라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 B라
는 환경에 놓인 사람보다, 동일한 노력을 할 때 항상 더 높은 성취의 가능
성을 갖는다면 두 사람에게 보장된 성취의 기회가 평등하다고 볼 수 없고 

그림 5 가구주의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변화.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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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A)에게 더 우월한 성취의 기회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두 환경 사이에도 이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우월한 성취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을 때 기회평등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평등 
개념에 기초하여 Lefranc et al. (2008, 2009)은 미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부모 학력별 (혹은 직업별) 소득분포들을 도
출하고 이들 간에 우열관계의 유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회평등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림7>은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저(Ed1), 중(Ed2), 고(Ed3),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소득(누적)분포를 국가별로 도출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수평축은 개인 소득의 일인당 GDP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수직축
은 각 집단에서의 인구비율을 나타낸다. 가령 소득수준 x에서 부모 학력이 
낮은 저교육(Ed1) 집단의 소득분포 곡선의 높이는 x를 초과하는 소득을 획
득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그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가
별로 <그림7>의 세 개의 소득분포들 간의 관계를 관찰하면 이탈리아와 미
국이 유사하고 또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유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탈리아와 미국은 부모학력이 낮은 집단의 분포곡선이 부모학력이 높은 집단
의 곡선 위에 위치하는데 이는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소득획득에 실패한(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음(낮음)을 의미한다. 달
리 표현하면,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획득에 성공
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 간의 소득분포 곡선의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곡선

그림 6 가구주의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연령대별 비교.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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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격차도 작다. 이는 부모 학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뚜
렷한 소득획득 기회의 우열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20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하면 <그림8(A)>와 
같은 소득분포곡선이 얻어진다. Lefranc et al.(2008)과 동일한 학력구분으
로 부모 학력별로 세 집단으로 나누었고 집단별 소득분포를 도출하였다.19) 
<그림7>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미국과 유사한 소득분포를 가
짐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학력이 낮은 집단의 소득분포 곡선이 부모 학력
이 높은 집단의 소득분포 곡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그 격차도 크다. 따라서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일정액을 초과하는 소득획득에 실패하는 비율(확률)

19) 우리나라 자료에서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였다. Lefranc et al. 
(2008)은 25-40세 자료(독일은 25-50세 자료)를 이용하였고 연령대를 변화시키더라도 큰 차이가 없
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대의 변화는 결과를 크게 바꾸는데 이는 연령대 별로 부모학력 분포에 급
격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학력부모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
히 높아지고, 동시에 초중고 교육의 급속한 팽창의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이 기회불평등도 비교에 편의를 발생시킨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군입대 등의 특수성, 그리고 통계적 검증에 필
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비교가능 연령집단을 30~50세로 
보았다. 

그림 7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부모 학력별 자녀 소득분포
(누적분포). Ed1: 저학력(중졸이하), Ed2: 중학력(중졸~고졸), Ed3: 고학력(전문대졸이상). 출
처: Lefranc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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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반대로 성공하는 비율(확률)은 낮은 것이다. <그림8(B)>는 A의 누
적분포를 이용하여 각각의 소득액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부모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곡선이 좌
측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부모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에서 낮은 소득을 획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의 모든 해에서 이와 같은 특성이 관찰된다.20)

부모 교육수준 별 분포들 간의 격차가 클수록 기회불평등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지수화한 것이 지니-기회불평등지수 (Gini opportunity 
inequality index), 간략히 GO지수라고 한다.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림7>의 부모 교육수준 별 분포들의 격차가 작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서 GO지수 값은 낮아지고, 격차가 큰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GO지수 값은 
높아진다. 선진국들을 GO지수를 기준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기회불평등도가 낮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있고 높은 프랑스, 
벨기에, 미국, 이탈리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GO지수 값은 기회불평등도
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데 이는 <그림8>을 이용한 비교에서와 같다. 연도별
로는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우리나라 GO지수 값은 평균수준을 중심으

20) 오성재·주병기(2017) 참조.

그림 8 (A) 부모학력별 소득분포 (누적확률분포)      (B) 부모학력별 소득분포 (확률밀도) 
출처: 오성재·주병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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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우리나라가 기회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결과는, 앞서 소개된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고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회평등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는 우선 기회불평등을 개념
화하는 연구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연구방법을 이용하
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나 세대 간 이행행렬을 이용할 때 보다 자료의 제
한이 적어서 더 폭넓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결과들은 2000년대 이후 초중고 교육을 이
수한 세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현재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의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대 교육여건과 대학입시에서의 기회불평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
는 4절과 5절에서 다룰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속담이 말하는 “개천 용”을 최상위소득(상위10%)
을 획득한 사람들 중에서 최하위 환경(부모교육수준 최저)을 가진 사람들이
라고 볼 수 있다. 최상위소득자들 중에서 이런 개천 용들의 비율을 (%)이
라 하고 최하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 인구 비율을 (%)라 하자. 가장 
이상적인 기회평등한 사회에서는 배경과 성취의 가능성이 상호 독립적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더라도 성취의 확률은 10%로 동일하여,   의 관계가 성

<표 2> 지니기회불평등지수(GO지수) 국제비교. 
* 30-50세 자료, ** 25-40세 자료, ***25-50
세 자료. 
출처: 오성재·주병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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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것이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기회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최하위 배경에서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여   이 된다. 이 두 비율을 이용하여,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를  로 정의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기회평등한 사회에
서 이 값은 0이 되고 극단적으로 기회불평등한 사회에서 이 값은 1이 된
다.21) 개천용지수는 기회평등하다면 성공할 수 있을 사람들 중에 얼마만큼
이 기회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가를 나타낸다. 가령 개천용지
수가 0.6이라는 것은 기회평등한 사회에서라면 성공할 수 있을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이 기회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제 개천용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도를 분석하면, <그
림9>에 표시된 것처럼 2000년대 초반 20%내외에서 2013년 30%내외로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회평등할 때 최저의 배경을 가지고 성공할 사
람 10명 중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2명이, 그리고 2013년에는 3명이 기회
불평등 때문에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천용지수를 이용
하면,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이 2000년대 이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따라서 개천용지수가 다른 지수보다 최근 설문조사에 나타난 우리나
라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 교육과 사회·경제적 환경
우리나라는 해방 후 경제개발 최하위국으로 시작하여 현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만큼 단기간에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

21) 이 지수를 이용한 연구로 오성재외(外)(2016)와 오성재·주병기(2017)가 있다.

그림 9 우리나라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 값의 연도별 추이. 출처: 오성
재·주병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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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하여 당파적 이해(利害)와 편견
(偏見)이 만들어낸 우상과 지어낸 신화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어떤 민족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나
라 사람들의 근면성과 성실성, 높은 교육열과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이 기적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22) 앞으로도 교육과 인적자
본의 축적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
에 대한 투자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에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교육을 통
한 계층상승의 희망을 다수의 국민들이 가졌다는 이유가 있었다. 교육이 사
회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과 관련된 기회평
등의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교육적 성취의 기회평등은 
소득획득의 기회평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소득획득의 기회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육을 통한 세대 간 계층상승의 기회가 비교적 
공평하게 보장되었다.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대 간 계층이
동성은 복지 선진국들과 비교될 만큼 높은 편이었고, 교육투자가 이러한 계
층이동의 50%에 이르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3)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교육이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서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적 성취와 가구의 사회·
경제적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의 소득 혹은 학력이 
자식의 대학입학과 같은 교육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김영철(2011, 2014)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의 50%이상을 결정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
환경 등의 배경변수가 입시성적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25)

우리나라는 교육의 전(全)단계에서 민간 지출비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불평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
다. 특히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서 사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으로 인하여, 방
과 후 사교육은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통로가 되고 있다.

22) 이종화(2016)는 경제발전에서 인적자본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학술적 연구들을 소개한다.
23) 김희삼(2009) 참고.
24) 고제이·이우진 (2011), 김영철 (2011), 김희삼 (2012), 김진영·전영준·임병인 (2014), 김세직 (2014) 

등 참고.
25) 김영철 (2011),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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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유치원 단계의 교육투자가 다른 단계와 비교하여 그 효과나 경
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높고, 특히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더 큰 효과
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기아동기 (아동일인당) 교육지
출 규모는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아 OECD 최하위 권에 속한다. 게다가 
전체지출에서 민간지출이 50%가량 차지하여 OECD 평균인 20%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초기아동기 교육지출이 저조하고 민간지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교육성취의 기회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게 하는 중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26) 

고등교육(대학 및 직업교육)에서도 민간지출 비율이 80%에 가까워 OECD 
평균의 세 배에 이른다. 공공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인 69%에 크게 못 미
치는 21%이고 학생들에 대한 정부보조와 대출비율 역시 OECD 평균 
11.4%와 8.8%에 못 미치는 4.4%와 5.7%, 반면 학비는 OECD 국가들 중에
서 세 번째로 높다. 따라서 학비는 높고 정부보조와 대출은 어려워, 고등교
육을 이수하는데 부모의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저소득층의 교육투자는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고소득층의 경우
는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초기아동기와 고등교육 단계의 총 교육지출규모가 저조한데 반하여 초중
등교육 단계에서 교육지출 규모는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에 속하고, 방
과 후 사교육비 비중은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총지출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 과다한 지출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가구환
경 별 사교육투자의 비대칭성도 초중등교육에서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사실들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입시에서 기회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데, 실제 최근 대학입시 자료들이 보여주는 교육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은 매
우 크다.

김세직(2014)에는 기회불평등과 관련된 여러 서울대 입시 자료들이 소개
되는데, 2014년 서울시내 고등학교들 중에서 서울대 합격 비율이 일반고의 
경우 100명당 0.6명인데 비해, 외고와 과학고의 경우 100명당 각각 10명과 
41명으로 월등히 높았다. 국회자료(김영철 2012)를 보면 서울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의 3%인 특목고 졸업생들의 서울지역 내 서울대 입학비율이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까지 급격히 늘어났고 특목고와 강남 3개 구를 
합할 경우에도 2002년 56.2%에서 2011년 65.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외고와 과학고의 경우 학비가 일반고의 3배에서 7배에 이르고 강남 3개 
구의 주거비용 역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소득중하

26) OECD(2011)에 보다 자세한 비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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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층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다.27)

서울시의 지역별로 일반고 수험생들의 서울대 합격확률에 큰 차이가 나타
나는데, 김세직(2016)에 따르면, 2014년 서울대 합격확률은 강남구가 강북
구, 금천구, 구로구의 10배에서 20배에 이르고, 지역별 서울대 합격확률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역별로 심한 격차가 나타난다. 김영철(2011, 
2014)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광역시와 중소도시·읍면 간 교육환경 및 수
능 성적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거주지역 및 교육환경
이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지역으로의 이주가 대학 진학확률
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이러한 이주에 필요한 높은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계층의 대학 진학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교육의 질적 성과를 보면 중등교육이하에서는 OECD 최상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도 45%로 OECD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최
근 OECD의 성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 점수에서는 30세 이후 
성인의 경우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8) 이는 대학교육이 직무능력을 충분히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거나, 취
업 후에 직무능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학력 
부적합(mismatch) 비율이 큰 것도 이러한 저조한 평가결과의 요인이다. 고
등교육자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리·전문·기술직 비율은 
21.6%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29) 바로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
적 문제로 고학력자들이 전공에 적합한 직업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대학입시와 기회불평등
교육을 통하여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계층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

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녀들의 대학입학이다.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
험(수능) 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능성적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 입시제도가 대학입학기회평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
다. 제3절에 소개 된 소득기회평등에 대한 Lefranc et al.(2008, 2009)의 
분석을 수능성적자료에 적용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성취
(수능성적)의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개천용지수와 같은 지수를 
활용하여 기회불평등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오성재外(2016)은 2005년도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성적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학력과 가구월평균소

2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세직(2016) 참고.
28) OECD(2013) 참고.
29) 통계청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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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학력과 
가구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가구환경을 저, 중, 고의 세 가지 수준으로 정
하고 가구환경 별 수험생 집단의 기초통계량을 요약한 것이 <표3>이다. 이
를 보면, 가구환경별 응시율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열
악한 환경의 수능응시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최상위 환경의 응시
율은 70%대인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학진학의 기회가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환경별로 성적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육안으

<표 3> 2005년과 20011년 수능자료의 기초통계량. 출처: 오성재外(2016) 

그림 10 아버지 학력 환경 별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의 2005년과 2011년 수능성적 누적분포
곡선. 출처: 오성재外(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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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경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10>은 2005년과 2011년 성적자료를 이용하여, 아버지 학력 
수준 별로,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이상의 세 집단으로 수험생들을 구분하
고 각 집단의 성적을 누적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영역별, 연도별 네 자료 
모두에서 아버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성적분포가 상위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 학력수준이 낮은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생일수록 어
떤 성적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그 보다 낮은 성적을 얻는 비율(확률)이 높음
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성재外(2016)에서 말하는 교육성취의 기회불평등이
다. 

과목별로 기회불평등도를 비교하면, <그림10>의 언어영역보다 외국어영역
에서 환경별 성적분포곡선들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기회불평등 지수를 이용하여 영역별 기회불평등도를 계한하면 외국어영역의 
기회불평등도가 언어영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천용(기회불평
등)지수 값을 분석한 결과가 <표4>에 요약되어있다. 언어, 외국어, 수리, 세 
영역 모두 높은 기회불평등도를 확인할 수 있다.30) 남성보호자 학력을 기준
으로 할 때,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50%이상, 외국어영역은 60%이상의 기
회불평등도를 얻었다. 즉, 기회평등하다면 최상위성적을 얻게 될, 가장 열악
한 환경(남성보호자 학력 최저)의 학생 10명중에서 언어와 수리영역에서는 
최소 5명 그리고 외국어영역에서는 최소 6명이 최상위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31)

남성보호자 학력 가계 월평균 소득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 나형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 나형

05학년  
수능

0.5035
(0.0872)

0.6956
(0.0692)

0.5615
(0.0940)

0.4485
(0.0950)

0.5362
(0.0868)

0.5026
(01027)

11학년 
수능

0.5618
(0.0882)

0.6313
(0.0805)

0.5089
(0.1087)

0.3230
(0.1357)

0.4676
(0.1284)

0.5377
(0.1251)

<표 4> 부모 학력별 수능점수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 출처: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오성재外(2016), 수리영역은 본고.

참고: 괄호안의 숫자는 부트스트랩 1,000회 시행의 표준편차임.

 

수능성적이 나타내는 기회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자기학습시간
과 사교육비지출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자기학
습시간의 분포는, <그림11>과 같이 환경이 열악할수록 분포곡선이 위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환경이 열악할수록, 총 자기학습시간을 

30) 2011년 가계 월평균 소득의 경우 소득 응답률이 낮아 제외되는 자료가 많고 특히 저소득층의 제외
자료 비율이 높아서 기회불평등도가 낮아지는 편의가 발생하였다.

31) 오성재外(2016)에서 최상위권은 상위 10%로 설정되었다.  



- 26 -

얼마로 잡더라도 그 시간 이하로 공부하는 학생 비율(확률)이 높아지는 것
이다. 이는 자기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기회에 있어서도 가구환경별 기회불
평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좋은 환경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한 시간도 더 길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사실
이다. 이는 좋은 환경과 사교육 여건에서 공부하는데 용이한 주거환경과 동
기부여가 큰 교육여건, 또래집단 내 경쟁효과 등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높은 학력이 자녀에게 학습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거

나 학습을 통한 성취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학습시간을 통제하고 환경별 기회불평등도를 분석한 바, <표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니기회불평등지수와 개천용지수 모두 노력수준이 높
아짐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력을 많이 할수록 가구환
경별 기회불평등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
이 자기학습시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기회불평등의 개선
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구환경별 사교육비지출 분포를 나타낸 <그림11>에서도 자기학습시간의 
분포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환경이 열악할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고 사
교육 혜택의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학습시간

<그림 11> 환경변수 및 수능연도 별 고3 자기학습시간 누적분포. 출처: 

오성재外(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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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교육의 기회불평등이 가구환경별 수능성적의 기회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학습시간과 사교육의 불평등을 해
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자기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기
회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그 예로 사교
육을 대체하는 교육 컨텐츠 개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변수 남성보호자 학력 가계 월평균 소득

노력
수준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지니기회 

불평등지수
개천용 
지수

지니기회 
불평등지수

개천용 
지수

지니기회 
불평등지수

개천용 
지수

지니기회 
불평등지수

개천용 
지수

05학년 
수능

저 0.0318
(0.0041)

0.6335
(0.1219)

0.0320
(0.0037)

0.8804
(0.0603)

0.0219
(0.0039)

0.5044
(0.1404)

0.0220
(0.0039)

0.6732
(0.1202)

중 0.0313
(0.0053)

0.3810
(0.2148)

0.0318
(0.0053)

0.5950
(0.1690)

0.0181
(0.0044)

0.4773
(0.1971)

0.0230
(0.0054)

0.4220
(0.2160)

고 0.0126
(0.0039)

0.4302
(0.1537)

0.0242
(0.0051)

0.5823
(0.1297)

0.0139
(0.0039)

0.3609
(0.1807)

0.0246
(0.0044)

0.4560
(0.1620)

11학년 
수능

저 0.0264
(0.0034)

0.7482
(0.1210)

0.0271
(0.0025)

0.8487
(0.1052)

0.0268
(0.0035)

0.5194
(0.2091)

0.0271
(0.0027)

0.8598
(0.1224)

중 0.0175
(0.0044)

0.5910
(0.1785)

0.0272
(0.0041)

0.6867
(0.1630)

0.0182
(0.0047)

0.4415
(0.3071)

0.0282
(0.0044)

0.3747
(0.2905)

고 0.0146
(0.0032)

0.4039
(0.1563)

0.0228
(0.0032)

0.4573
(0.1415)

0.0113
(0.0034)

0.1067
(0.2543)

0.0213
(0.0035)

0.2562
(0.2183)

<표 5> 노력수준을 통제한 환경별 관련 지수. 출처: 오성재外(2016)

참고: 괄호안의 숫자는 부트스트랩 1,000번 시행으로 얻은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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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환경변수 및 수능연도 별 사교육비 지출 누적분포 

지역별 격차
일부 국내대학들은 기회균등입학전형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학

입시 경쟁에 불리한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열악한 환경을 소득이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저소득가구 학생들에 대한 
기회균등입학전형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들에 대한 지역균형입학전형이 실시되고 있다. 어떤 기준이 기회불평등
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검토하려면 실제 소득별, 지역별 기회불평등
의 심각성을 확인해야만 한다. 앞서의 분석에서는 가구 소득 수준 별로 수
능성적에 나타난 교육성취의 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역별 기회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출신지역을 농·어촌, 중·소도시, 광
역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학생들의 수능점수를 누적분포로 확인
한 결과는 <그림13>와 같다. 농·어촌 학생들의 수능점수 누적분포는 다른 
두 지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중·소도시와 광역시 학생들의 수능점수 
누적분포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성재外(2016)의 검증결과도 
이러한 관찰과 동일하여 농·어촌과 다른 두 지역 단위 사이에 출신학생들의 
교육성취의 기회불평등은 존재하지만 중·소도시와 광역시 두 지역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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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기회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분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구역(시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
는 것은 기회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농·어촌 지역과 
같은 지역 구분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소득과 교육의 기회불평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소득불평등이 비교적 단기간에 심화되었고, 보다 근본
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이 통계청의 의식조사와 대학
입시 자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평등도의 상승과 함께 상대적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1990년대 초
반에 약 7%에서 2000년을 지나서 12%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2011년 이후
에는 OECD 국가들 중 8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의 3배 이상으로 다른 OECD 국
가들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이처럼 심각해진 소득불평등과 소
득과 교육의 기회불평등은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개개인

<그림 13> 출신지역별 수능점수 누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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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매우 비관적이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
하고 기회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고, 사회통합과 지
속적인 경제발전 및 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소득불
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예산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예산 규모의 확대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재정 건전성은 이러
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충분히 양호한 상태이다. 최근 정부예산 규모가 빠르
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GDP의 32%에 머물러 OECD 평균인 
42%와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33 이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
안전망과 보건 지출 비중도 매우 낮아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진국들의 경험과 최근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재정지출
이 조세보다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완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조세
의 누진성을 희생하더라도 정부의 조세수입을 확장하고, 재정지출을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재정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장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그 
세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최근 선진국들은 이 두 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인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과 사회보장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우리도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 두 부분의 비중
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만으로 우리 사
회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공
정한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성
숙한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공정한 계약관계와 경쟁으로 특징
지워지는 시장경제의 근본이 바로 서야 한다. 이것이 고용형태 간, 기업규
모 간, 및 부문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노동시장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가 만들어낸 임금격차를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상위와 하위 근로자 간
의 임금격차,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 수준이라
는 것은 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서비스부문이 GDP의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은 높아질 것이나 그 생산성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양질의 고용 창출은 소득불평
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임금격차 문제의 해소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간, 그리고 노사 간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제
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성과
를 독식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근절되고 중소기업의 활로가 열려야만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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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사용자 측의 시
장지배력 행사를 견제하고, 고용형태, 직종, 그리고 사업장 규모를 막론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
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조정이나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민간지출 비율을 낮추고 공공부문 지출 비율을 
높여서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
라는 교육의 민간지출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이것이 소득불평등의 부작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육의 기회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이동성을 
약화시켜 더 심각하게 사회통합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 단계
와 고등교육(대학 및 직업훈련) 단계에서 민간지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데, 이는 하위 소득계층에서 교육의 적정 투자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인적자본 투자가 비효율적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교육의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대학진학에서 소득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능성적의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대학입학전형에서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
선발'과 같은 방식을 정착시키고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
약지역 및 취약계층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이들
이 겪고 있는 사교육과 자기학습시간 확보에서의 불리한 여건을 보완할 수 
있다면, 수능성적이나 학업성취도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 예로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학습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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