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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리는 협조적 게임이론의 균형개념 중 하나인 샤플리값(Shapley value)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한계기여를 추계한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방법을 적용할 

때 우리는 Chantreuil and Trannoy(1999)를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으로 원천별 한계기여를 계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여

타 원천들의 값으로 0을 부여한 후 각 원천별 한계기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평균 샤플

리값 분해방법(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타 원천들의 값

으로 각각의 평균값을 부여한 후 원천별 기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에서는 원천별 점유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자의 방법에서는 원천별 점유율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재정패널 7개년(2008~2014년)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집단에 대해서 뿐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소

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재정패널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에 대

한 원천별 기여를 살펴보면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노동소득의 

절대기여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자산소득의 기여도는 4.2%로 나타나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전체불평

등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하면 자산소득의 기여도가 약 80%를 차지

하고 노동소득의 기여도는 –35.3%로 나타나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전체소득불평등의 주요인이며 노동소

득은 오히려 전체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자산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기여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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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사용하면 금융자산의 기여도 (약 40%)가 

부동산자산의 기여도(28%)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산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 현 거주주택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월세 보증금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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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경제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가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 1970년 이래 연 8~10%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지속

적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0년대에 그나마 5%대로 유지되던 성장률은 최근

에는 2~3%의 성장률로 주저앉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수출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미래의 경제 전망도 매우 부정적이다. 소득불평등 증가와 계층 간 양극화

가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기회의 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안

을 증폭시키고 있다. 

불평등이 증가하여 감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불평등을 연구하는 분야와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넘어 교육, 문화생활, 소비, 건강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불

평등도 다루고 있으며, 불평등이 사회에 미칠 영향, 불평등의 원인, 불평등의 국제 비

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불평등의 주된 요인을 찾고 

요인별 기여도를 찾는 것은 올바른 정책수립 및 해결책 제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의 요인별 기여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계량적 모형을 

통한 추정 방법이 있고, Shorrocks(1984)와 같은 집단별 분해방법을 통한 분석도 있으

며, Shorrokcs(1982)나 Lerman and Yitzhaki(1985)와 같이 소득원천별 분해방법을 통한 

분석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헌에 자주 사용되는 Lerman and Yitzhaki(1985)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협조적 게임이론의 균형개념중 하나인 샤플리값을 이용하

여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 원천별 기여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방법을 적용할 때 우리는 관심을 두는 원천 이외의 여타 원

천들의 값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가정하는데 어떤 수준으로 ‘동일

하게’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Chantreuil and Trannoy(1999)를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의 방법은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이라 불리는 것으로 모

든 사람들에게 0의 값을 여타 원천들의 값으로 부여한 후 계산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 



이라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타 원천들에 그 평균값을 부여한 후 계산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에서는 소득이나 자산의 원천별로 상이한 점유율이 중요한 역

할을 하지만 전자의 방법에서는 원천별로 상이한 점유율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전자

의 방법에서는 모든 원천이 동일한 점유율을 갖는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분해방법을 

모두 사용함으로서 각각의 방법이 갖는 상이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방법은 다른 분해방법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을 갖는

다. 첫째, Lerman and Yitzhaki(1985)나 Shorrocks(1982)의 분해방법은 지니계수(전자

의 경우)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

지만,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방법은 모든 불평등 지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둘

째,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방법을 사용하면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분해뿐만 아니라 

집단별 분해도 가능하다(Chantreuil and Trannoy, 2011). 셋째,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

해방법은 불평등 뿐 아니라 빈곤 분석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Shorrocks, 2013).

본 논문에서 우리는 재정패널 7개년(2008~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집단

뿐 아니라 연령대별로 불평등 기여도를 시계열적으로 추계하였다. 아울러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방법은 어

떤 불평등도 지수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Lerman-Yitzaki 방법에 따른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주로 사용하여 추계하되, 다른 불평등도 지수에 적용한 경

우를 예시하기 위해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에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를 부록 3에 수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절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쓰인 

Lerman and Yitzhaki(1985)의 분해방법을 간략히 소개한 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예시한다. 제 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샤플리값을 이용

한 분해방법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과 평균 샤플리값 분해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며,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그리고 

이를 Lerman and Yitzhaki(1985) 분해방법과도 비교해 본다. 제 4절에서는 불평등도 

분해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불평등의 주요 요인을 분석한 국내외의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본다. 제 5절에서는 사용자료(재정패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소

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 6절에서는 샤플리값 분해를 이

용하여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간결함을 위하여 추계결과는 모두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된 추계값들은 부록 1과 2에 수록하였다. 제 



7절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

책적 함의를 기술한다.

Ⅱ. 지니계수와 Lerman-Yitzhaki 분해방법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소득분포를 예로 들어 그 계

산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의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

은 사람의 순서로 줄을 세운 후 인구 백분위율에 대한 누적 소득 점유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를 소득, 를 소득에 대한 누적분포, 를 소득의 평균, 를 소득

분포에 대한 백분위값, 를 에 대응하는 소득수준이라 하면 백분위값까지 해당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누적소득점유율은   

 




 

 






가 되는데, 를 축에 대해 그림으로 그린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그림 1> 로렌츠곡선



<그림 1>에서 지니계수는   


   이다. 여기서  






이므로  지니계수는     




로 표현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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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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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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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면 와 의 공분산은 

  




 











 




 

 

이므로   


  


로 표현할 수도 있다.1) 

2. Lerman-Yitzhaki의 지니계수 분해방법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이 많이 사용한 지니계수 분해방법은 Lerman and 

Yitzhaki(1985)의 방법인데 이는 위에서 도출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지니계수의 공식

에 근거한다.  

  




총소득 는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등과 같은 개의 소득원천으로 구성된다

1) 이외에도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공식들의 도출에 대해서는 Lee (2015)

를 참조하라.  



고 하면   
  



이므로, 위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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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는 번째 소득원천과 전체 소득 간의 지니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는 번째 소득원천에 대한 지니계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번째 소득원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점유율이 곱해지는 것을 통해 

번째 소득원천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예 1: 재정패널의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의 기여

도를 Lerman and Yitzhaki(1985) 방법을 이용해 계산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2)

2008
지니

상관계수 

소득원천별

지니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노동소득 0.929 0.488 0.842 0.382 0.895

자산소득 0.531 0.957 0.029 0.015 0.035

기타소득 0.285 0.822 0.128 0.030 0.070

총소득 1.000 0.427 1.000

<표 1> 재정패널 2008년 자료의 Lerman-Yitzhaki 분해

<표 1>을 살펴보면,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427이다. 그리고 그 중에 노동소득이 총

소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는 89.5%를 기여하고 있으며, 자산 소득이 3.5%, 기타소

득이 7%만큼 기여하고 있다. 

2) 예 1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재정패널의 횡단면 가중치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균등화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Ⅲ. 샤플리값과 샤플리값 분해방법3)

1. 샤플리값

샤플리값은 협조적 게임이론에서 게임의 참여자간 협동으로 얻어진 총 이득을 참여

자의 한계적 기여(marginal contribution)에 따라 배분하는 균형배분규칙이다. 

을 게임 참여자들의 전체집합이라 하고 임의의 부분집합(참여자 집단)  ⊂ 에 

대해 실수 값을 부여하는 함수   →을 보수 함수(payoff function)이라 하자. 

는 어떤 집단 가 협동으로 얻을 수 있는 총 보수이다. (단 ∅  이라 가정한다.) 

과 에 의해 정의되는 협조적 게임 에서 번째 참여자의 샤플리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4)

예 2:   이면 ∅       는 의 부

분집합으로   개가 된다. 집단 의 협동으로 얻어진 보수가  
∈

로 주어진

다고 하자. 그러면 각 부분집합 가 얻는 보수 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3) Sastre and Trannoy(200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4) 명의 참가자가 있을 때 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은 개 이다. 개의 순서에 대해서 각 참가자의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는데 이때 계산은 그 참가자 가 포함 되었을 때의 특성함수 값 에서 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특성함수 값 을 빼는 것으로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며, 그러한 한계적 기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만큼 곱한 다음, 모든 순서의 개수 로 나누어 계산한다. 한계적 기여 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자. 집합 를 한 줄로 세울 때 참가자 를 가장 마지막으로 두고 나머지

는 경우의 수는  개이고, 그 뒤에 나머지 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은 개다. 두 값을 

곱한  ×가 한계적 기여 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된다.



부분집합(S) 

∅ 0

{1} 1

{2} 2

{3} 3

{1,2} 2

{1,3} 3

{2,3} 6

{1,2,3} 6

<표 2> 부분집합의 

 

MC: 한계적 기여 ND‘s MC JS’s MC KT’s MC 합계

<1 2 3> 1 1 4 6

<1 3 2> 1 3 2 6

<2 1 3> 0 2 4 6

<2 3 1> 0 2 4 6

<3 1 2> 0 3 3 6

<3 2 1> 0 3 3 6

합계 2 14 20 36

샤플리값 2/6 14/6 20/6 6

<표 3> 참여자 1, 2, 3의 샤플리값 분해

 

각 참여자들의 한계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세 명의 참여자를 배열할 수 

있는 가능한 순열은 총   가지인데 순서가 <1 2 3>일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 

참여자 1의 한계적 기여는 ∅    , 참여자 2의 한계적 기여는 

  ×  , 참여자 3의 한계적 기여는     

×××   이다.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의 순서에 대해 각 참여자들의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면 <표 3>과 같다. 그런데 각 참여자의 한계적 기여는 순열의 종류에 따

라 다르므로 우리는 이 여섯 가지 한계적 기여의 평균을 취할 수 있는데 이 평균값이 

바로 샤플리값이다.

2. 샤플리값 분해방법

이처럼 샤플리값은 원래 협조적 게임의 균형개념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불평등의 원

천별 한계 기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소득불평등의 

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전체소득의 원천으로 근로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세 가지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 소득원천 각각을 게임의 참여자로, 소득

원천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과 그에 따른 불평등도를 연결시켜주는 

함수를 보수함수()로 간주하면 이때 계산된 샤플리값은 전체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천의 한계기여를 나타낸다. 

그런데 샤플리값을 불평등도 분해에 적용할 때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데 그것은 바로 각 소득원천별로 전체소득에 대한 점유율이 다른 것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존의 샤플리값은 각 참여자를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계산하



지만 소득원천의 경우에는 각 원천별로 점유율이 다를 수 있다. 

에 속하지 않는 소득원천의 가구별 소득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점유율에 

대한 고려가 달라진다. 먼저 에 속하지 않는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에 0의 

소득을 부여함으로서 에 속한 소득원천의 불평등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를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이라 부

르기로 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에 속하지 않는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

가 동일하게 각 원천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후 이를 에 속한 소득원천의 

값들에 더하여 불평등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를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

법’(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이라 부르기로 한다.5)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들의 전체 집합을   

라 하고, 소득원천 종류의 전체집합을   이라 하고 
을 가구 의 번째 

원천소득이라 하자. 그러면 번째 원천소득의 소득분포는   


 와 같이 차

원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6) 전체 소득원천 종류의 부분집합을  ⊂  라 할 때, 개의 

원천소득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는 (공집합을 포함) 총  개가 존재하게 된다. 

집합 에 속하는 소득원천들로 만들어지는 소득은 집합 에 있는 각 소득원천이 취

하는 값들의 합이며 이것의 소득 분포는 다음과 같이 차원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


 

∈






이것은 모든 가구에게 집합 에 속하지 않은 소득원천들의 값은 0이라고 가정한 

후 이를 더하여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반면 집합 에 속한 소득원천들의 값에 집합 에 속하지 않는 소득원천들의 평균

값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


  

∉

 
∈


  

∉



 

5)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Chantreuil and Trannoy(1999)를 참조하라.

6) 이때 

값은 꼭 양수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부채로 인해 음수 값이 나오는 순자산에 대한 불평등을 분해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여기서 는 번째 소득원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제 소득 분포   에 대한 불평등도 로 나타낼 때, 번째 원천소득의 

영점 샤플리값은 

  
 ⊂
∈



 
  

이고 번째 원천소득의 평균 샤플리값은 다음과 같다.


    

 ⊂
∈



     

예 3: 앞서 불평등 분해에서 사용된 재정패널의 1차(2008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자 한다. 편의상 노동=ND, 자산=JS, 기타=KT로 나타낸다. 

먼저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및 <표 5>

와 같다. <표 4>는 각각의 부분집합에 대한 지니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노

동소득은 노동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며, 노동+자산소득은 두 소득의 합의 불평등

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원천별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는 과정은 <표 5>에 정리하였

다.

부분집합( )
지니계수



∅ 0.000

ND 0.488

JS 0.957

KT 0.822

ND+JS 0.483

ND+KT 0.429

JS+KT 0.803

ND+JS+KT 0.427

<표 4> 2008년 지니계수

 

MC: 한계적 기여
ND‘s

MC
JS’s MC

KT’s

MC
합계

<ND JS KT> 0.488 -0.005 -0.056 0.427

<ND KT JS> 0.488 -0.002 -0.059 0.427

<JS ND KT> -0.474 0.957 -0.056 0.427

<JS KT ND> -0.376 0.957 -0.154 0.427

<KT ND JS> -0.393 -0.002 0.822 0.427

<KT JS ND> -0.376 -0.019 0.822 0.427

합계 -0.643 1.886 1.319 2.562

절대적 기여

(합계/6)
-0.107 0.314 0.220 0.427

상대적 기여

(절대적 기여/합계)
-0.251 0.736 0.515 1.000

<표 5> 2008년 자료의 영점 샤플리값 분해

자료: 재정패널 



세 원천소득의 합인 총소득의 불평등도(0.427)에 대한 원천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

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기여도는 0.314와 0.220로 높게 나타났고 노동소득의 기여도는 –
0.107로 나타나, 오히려 노동소득이 전체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Lerman and Yitzhaki(1985)분해의 결과와는 크

게 다른 것이다.7)

다음으로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표시하면 <표 6> 및 <표 7>과 

같다. 

부분집합( )
지니계수

 

∅ 0.000

ND 0.411

JS 0.028

KT 0.106

ND+JS 0.421

ND+KT 0.417

JS+KT 0.127

ND+JS+KT 0.427

<표 6> 2008년 지니계수

  

MC: 한계적 기여 ND‘s MC JS’s MC
KT’s

MC
합계

<ND JS KT> 0.411 0.010 0.006 0.427

<ND KT JS> 0.411 0.010 0.006 0.427

<JS ND KT> 0.393 0.028 0.006 0.427

<JS KT ND> 0.300 0.028 0.099 0.427

<KT ND JS> 0.311 0.010 0.106 0.427

<KT JS ND> 0.300 0.021 0.106 0.427

합계 2.126 0.107 0.329 2.562

절대적 기여

(합계/6)
0.354 0.018 0.055 0.427

상대적 기여

(절대적 기여/합계)
0.830 0.042 0.128 1.000

<표 7> 2008년 자료의 평균 샤플리값 분해

자료: 재정패널

<표 6>에 나타난 값들은 에 속하지 않는 다른 소득원천들의 평균값을 에 속한 

소득원천들의 값에 더한 것의 불평등도이다.8) 각 원천별 한계적 기여를 계산하는 과

정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세 가지 원천소득의 합인 총소득의 불평등도(0.427)에 

7) 통상 노동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산소득도 많기 마련이어서 노동+자산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표4를 보면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0.488인 반면 노동+자산소득의 불평등은 0.483로 

줄어든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소득을 가진 사람(주로 청중장년층)은 자산소득이 없고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주로 노령층)은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소득에는 정부 지원금이 속해있는데 이는 

저소득 계층과 노년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크므로 이 또한 전체소득 불평등이 노동소득 불평등보다 낮은 원

인이 된다.

8) 예를 들어 노동+자산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의 평균을 노동+자산소득의 개인별 값에 일률적으로 더한 후 이렇게 

생성된 소득의 불평등도를 계산한 것이다. 



대한 원천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기여도는 0.018, 0.055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노동소득의 기여도는 0.354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전체소득의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Lerman and 

Yitzhaki(1985)분해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과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은 매우 다른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 기여도를 볼 때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에 의하면

  

  

  

인 반면,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은


   


   


   

로 양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방법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소득원천별 점

유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원천소득의 총 소득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노동소득의 

점유율은 84.2%, 자산소득 점유율은 2.9%, 기타소득은 12.8%로서 평균 샤플리값 분해

방법은 가장 점유율이 높은 노동소득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반면 영점 샤플리값 분해

방법은 가장 불평등도가 높은 자산소득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실제로 Lerman and 

Yitzhaki(1985)의 방법과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에서 계산된 각 소득원천의 상대적 

기여율은 각 소득원천의 점유율과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rman and Yitzhaki(1985)의 분해방법에서는 계산과정에 점유율이 들어가며, 또한 

점유율이 높은 노동소득의 경우 지니 상관계수 또한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도가 작더라도 기여도 자체는 높을 수 있다. 또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높은 소득의 평균을 다른 소득의 불평등을 계산할 때 더하면 다른 소득의 

불평등도 자체가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의 기여도 자체를 낮

추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자산 소득의 자체 불평등도는 0.957이지만 노동소득과 기타

소득의 평균을 더한 값의 불평등도는 0.028로 크게 낮아진다. 결국 평균 샤플리값 분

해방법과 Lerman and Yitzhaki(1985)의 분해방법에 의해 계산된 상대적기여도는 해당 

소득의 점유율을 불평등 기여에 반영하여 그 값이 비슷하지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

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점유율보다는 불평등도 자체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므로 결과와 

정책적 함의가 매우 달라진다.  



IV.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불평등 분해에 관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

한 국내외의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Davies and Shorrocks(2000)는 불평등에 관해 연구한 다양한 국가의 논문들을 비교 

정리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한국, 일본, 스웨덴 등의 나라의 순자산에 대한 

점유율과 지니계수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소득 불평등에 비해 순자산 불평등이 상대

적으로 높음을 밝혔으며, 금융자산과 상속자산에 의한 불평등도가 자산전체의 불평등

도보다 높음을 보였다. 

Leipziger et al.(1992)는 1988년에 KDI에서 4291가구를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자

산에 대한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0.58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KDI의 원자료가 

평균 자산을 과소추정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소추정이 가장 크다고 지적

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토지 관련 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밝혔으며, 한국

의 조세 정책을 조사하여 이 정책들이 불평등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밝혔다. 

원종학,성명재(2007)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소득

분배구조를 분석하여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총소득의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임을 밝혔다. 또한 Lerman and Yizhaki(1985)의 방법과 Pyatt(1976)의 방법, 이 두 가지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통해 각각의 연령 집단의 상대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연령 

집단 간 평균 소득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을 보였다. 그 외에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격차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별 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학력별 임금 격차는 1990년 중반

이후 확대되다가 200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령대별 임금 격차는 

1990년 대 이후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경아, 강성호(2008)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9차(1999~2005년)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자산 불평등도가 소득 불평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독신가구와 비

독신가구의 집단 간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셋째, 대부분의 결과에서 집단 내 

불평등도가 집단 간 불평등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넷째, 독신가구, 소규모 자

영업자 및 미취업가구, 기타지역 거주가구,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에 불평등



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2008)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9차(1999~2005년)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우리나라 순자산 지니

계수는 0.731,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438로 나타나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높음을 밝혔다. 또한 총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계수는 미국(0.49)보다 낮은 0.313으로 나

타나 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정도가 미국보다도 낮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남상호 권순현(2008)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2005년)를 이용하여 중·고령층

의 자산 불평등과 자산빈곤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산 원천별 요인 분해는 Lerman and 

Yizhaki (1985)의 원천별 분해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구성 그룹별 불평등 요인 분해는 

GE(2)를 이용하여 분해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10%가 순자산의 49.3%를 차지하

고 있었으며 순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빈곤

자산계층에 대한 연구에서 Caner and Wolff(2004), Wolff(1990)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중위자산의 50%를 자산 빈곤선으로 정하여 그 이하의 자산을 가진 가구를 빈곤가구

로 정의하였다. 빈곤가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빈곤 결정

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일 경우,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가구주 연령이 63세 이후가 될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백(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3~5차(2009~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소득 유형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변이제곱

계수(SCV)를 사용 하여 각 원천소득의 1년간 변화가 전체 불평등에 미친 기여를 분석

하였다. 2009~2010년 기간의 경우 노동소득의 공분산효과가 –0.335로 분산효과 0.420을 

거의 상쇄하고 있으며, 공분산효과가 음수 이므로 노동소득의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

시킬 가능성이 적다. 반면, 자본소득의 공분산효과는 양수로 나타나고 있어 자본소득 

증가분 대비 변이제곱계수 변화가 노동소득보다 크므로, 동일한 소득증가에 있어서 자

본소득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Devicienti(2010)는 기존의 회귀분석을 기초한 불평등 분해를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

하여 임금 분포 변화에 대한 불평등 분해를 제안하여 샤플리값 분해가 회귀분석을 기

초한 불평등 분해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Chantreuil and Trannoy(2011)는 샤플리값 분해의 원천 소득 분해와 그룹별 분해의 

다양한 명제들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이제곱계수(SCV: Squared Coefficient 



Variation)로 불평등을 계산한 경우, Shorrocks(1982)의 변이제곱계수 분해의 결과가 

평균 샤플리값 분해와 같음을 증명하였다.

Shorrocks(2013)는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하여 빈곤에 관한 분석에 적용되는 방법들

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재분배가 빈곤 변화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빈곤지수를 분해는 것, 그리고 빈곤이 시간에 따라 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샤플

리값 분해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V. 자료 설명 및 기초 분석

1. 재정패널

본고에서 우리는 전체집단과 연령대별 집단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재정패널 1~7차(2008~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정패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정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가계의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집단은 2005년도 통계청

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첫 조사 시점인 2008년과의 모집단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2005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추가 표집으로 사용

하였다. 재정패널자료의 장점은 설문과 함께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고 있어 

세금 및 소득 자료가 다른 패널 자료에 비해서 정확하다는 것과 패널 유지율이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해볼 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9) 재정패널의 

큰 특징은 복지혜택과 세금부담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

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과 세금부담이 높은 고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였다는 것이다. 재

정패널의 소득 자료는 가구단위가 아닌 가구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구단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2008년의 총 가구 수는 5014가구, 2009년은 

5096가구, 2010년은 4884가구, 2011년은 4843가구, 2012년은 4782가구, 2013년도는, 

4800가구, 2014년 4796 가구이다. 

9) 2015 재정패널 자료 설명회 자료집 활용



소득은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노동소득은 노동소득 

항목과 사업소득 항목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업소득이 있

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산소득은 부동산 및 임대 소득, 이자 및 배당금 소

득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기타소득은 정부지원금, 타 가구 이전소득, 경조사비, 보험 

및 연금 등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이다. 

자산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택 및 주택이외에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과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총액을 부동산자산으로 하였다. 금융자산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빌려준 돈, 

타지 않은 곗돈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타자산은 승용차, 보유 회원권, 농기계, 가축, 

선박, 건설 중장비,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을 포함한다. 

2. 점유율 분석

이번 절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점유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득과 자산 분포에 어

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관찰해 보고자한다. 소득과 자산의 점유율을 계산하기 위해 그

룹을 나누는 방식은 Piketty(2014)가 소개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상위 그룹은 상위 1%, 

상위 5% 상위 10%를 누적하여 상위 집단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위 그룹은 하위 

50%로 구성하였으며, 중산층으로 여기는 중위 그룹은 상위 10%와 하위 50% 사이의 

중위 40%로 구성하였다.

1) 소득 점유율

재정패널 자료의 소득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표 8>)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29.54%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위 40%가 약 51.14%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는 약 19.33%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

다. 둘째 2008년에는 전체 인구의 10%이하에게만 자산소득이 있었으나 점차 그 비율

이 증가한다. 그러나 2013년에도 전체 집단의 10%가 약 97%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의 사람들은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시계열적으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8 총소득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상위1% 5.54 5.80 50.40 17.99

상위5% 18.03 19.06 90.49 48.40

상위10% 29.39 31.19 100.00 68.52

중위40% 49.83 53.23 0.00 31.48

하위50% 20.78 15.57 0.00 0.00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2011 총소득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상위1% 5.41 5.79 44.05 19.00

상위5% 17.84 18.94 80.56 49.95

상위10% 29.41 31.30 96.11 69.09

중위40% 50.95 54.31 3.89 30.91

하위50% 19.64 14.40 0.00 0.00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2013 총소득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상위1% 6.06 6.27 44.62 25.01

상위5% 18.15 19.24 82.09 61.65

상위10% 29.54 31.45 97.04 81.69

중위40% 51.14 54.48 2.96 18.31

하위50% 19.33 14.08 0.00 0.00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표 8> 2008, 2011, 2013년 자료의 소득 점유율

(단위:%)

자료: 재정패널

2) 자산 점유율

재정패널 자료의 자산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표 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총자산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약 4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위 40%가 약 45.86%, 

하위 50%는 11.64%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해가 지나면서 시계열적으로 자산 점유율의 변화가 상

위 10%의 총자산 비율은 줄고 중위 40%와 하위 50%의 총자산 비율은 늘고 있어 자산분배의 불평등

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

어나고 있다. 넷째, 기타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2008 순자산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상위1% 12.36 11.51 12.42 18.22 20.79

상위5% 34.80 32.67 34.50 44.73 36.19

상위10% 50.14 47.66 50.07 61.26 48.02

중위40% 42.92 42.98 42.08 36.57 48.77

하위50% 6.95 9.36 7.86 2.18 3.22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1 순자산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상위1% 12.42 11.97 12.86 21.51 12.29

상위5% 32.26 31.60 33.74 46.83 29.87

상위10% 46.35 45.93 48.64 62.39 43.09

중위40% 44.35 43.73 42.58 34.53 52.13

하위50% 9.30 10.34 8.78 3.08 4.78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3 순자산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상위1% 10.39 9.76 10.48 19.45 10.57

상위5% 29.54 28.33 30.09 43.40 27.75

상위10% 43.74 42.51 44.90 58.64 40.86

중위40% 45.70 45.86 45.28 37.34 53.10

하위50% 10.56 11.64 9.82 4.01 6.05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9> 2008, 2011, 2013년 자료의 자산 점유율

(단위: %)

자료: 재정패널

3. 불평등도 분석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는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횡단면 가중치를 적

용하여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를 계산하였으며, 소득의 경우 OECD의 기준에 맞게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균등화 작업 후 계산하였다. 

1) 소득 불평등도

2014년 총 소득의 불평등도는 0.391, 노동소득은 0.466, 자산소득은 0.953, 기타소득

은 0.827로 나타났다. 노동소득의 불평등도에 비해서 자산소득의 불평등도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자산 소득을 대략 80%이상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총소득의 불평

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노동소득은 2011년까지 변화가 없다가 2014

년에 크게 증가한다. 자산소득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등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Gini 총소득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년

도

2008 0.385 0.446 0.967 0.844

2011 0.388 0.441 0.951 0.848

2014 0.391 0.466 0.953 0.827

점유율(2014) 100% 84.5% 3.1% 12.4%

<표 10> 2008, 2011, 2014년 자료의 소득 불평등도

2) 자산 불평등도

Gini 순자산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년

도

2008 0.677 0.624 0.654 0.762 0.694

2011 0.617 0.602 0.633 0.766 0.637

2014 0.601 0.585 0.620 0.729 0.629

점유율(2014) 100% 82% 12.3% 5.7%

<표 11> 2008, 2011, 2014년 자료의 자산 불평등도

2014년 총자산의 불평등도는 0.585, 부동산 자산은 0.620, 금융자산은 0.729, 기타자

산은 0.629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

화되면서 총자산에 대한 불평등도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VI.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이제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

도를 계산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해당 값들을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그

래프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원자료는 부록 1과 2에 첨부하였다. 불평등도는 모두 지니

계수로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소득의 경우 OECD기준에 맞추기 위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균등화 작업 후 불평등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1. 소득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그림 2> 소득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그림 3> 소득 불평등: 영점 샤플리값 방식

전체집단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샤플리값 분

해방법을 사용하면 2014년 기준 총소득의 불평등도 0.391에 대해서 노동소득의 기여

도는 0.328로 84%이고, 자산소득의 기여도는 0.016으로 4.2%이며, 기타소득은 0.046으

로 11.9%만큼 기여한다.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2014년 기준 총

소득의 불평등도 0.391에 대해서 노동소득은 –0.138로 –35.3%만큼 기여하고, 자산소득

은 0.31로 79.4%만큼 기여하며, 기타소득은 0.218로 55.9% 기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불평등은 증가하는데, 노동소득이 불평등 증가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고, 나머지 두 종류의 원천소득이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바는 작다. 

만일 소득 불평등도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효과적인 방법은 평균 샤

플리값 분해방법의 결과를 통해 기여도가 높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

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만일 불평등도가 높은 특정 원천의 불평등을 완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이때에는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의 결과를 토대로 기여도가 

높은 자산 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10)

10) 두 가지 방법에 따른 상이한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의 차이를 보다 극적으로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

유를 들어보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구성요소는 수분, 지방, 단백질이며 각각의 비중은 70%(수분), 

13%(지방), 16%(단백질) 이다. 체중에 가장 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비중이 가장 큰 수분이다. 물을 많

이 마시면 체중이 늘어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체중이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체중조절을 할 때 수분을 증

감시켜 조절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록 비중은 작지만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많은 사

람들이 추천한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정책목적이라 할 때 비중이 높지만 자체 불평등도는 낮은 노동소

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비중이 작지만 자체 불평등도는 높은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몸의 체중을 줄일 때 비중이 높은 수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

일지 비중이 작은 지방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다 하겠다.



2.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그림 4> 자산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그림 5> 자산 불평등: 영점 샤플리값 방식

이번에는 전체집단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해 보자. 2014년도

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면  총자산의 불평등도 

0.585에 대해서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0.487로 83.3%를 차지해 기여도가 가장 높았

고, 금융자산은 0.071로 12.2%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산은 0.026로 4.4%

를 차지해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

우에는 총자산 불평등도 0.585에 대해서 금융자산의 기여도가 0.234로 40.1%를 차지

해 가장 높았고, 부동산자산은 0.165로 28.2%만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

산은 0.186으로 3.18%를 기여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자산불평등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데,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 그 주요 요인이 

부동산자산으로 나타나지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면 복합적인 요인에 기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에서뿐만 아니라 영점 샤플리값 분

해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3.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그림 6> 부동산자산 불평등: 평균 샤플리

값 방식

  

<그림 7> 부동산자산 불평등: 영점 샤플리

값 방식

다음으로는 자산 불평등에서 기여도가 높은 부동산자산 중에 어떤 자산이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자산에 대한 샤플리값 분해를 시행하

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보면, 부동산자산 불평등도 

0.62에 대해서 현 거주주택자산이 0.307로 49.5%를 차지하여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난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외부동산이 0.146으로 23.5%를 차지하였고, 거주주택 외 주

택자산이 0.11로 17.7%를 차지하였다. 가장 적게 차지한 것은 전월세 보증금으로 

0.055로 5.7%를 차지하였다.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면 부동산자산 불평등

도 0.62에 대해서 주택 외 부동산이 0.242로 39%를 기여하고,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이 

0.229로 36.9%를 기여한다. 현 거주주택자산은 0.005로 0.8%를 기여하고, 전월세 보증

금은 0.145로 23.3%를 기여한다.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에 따른 결과를 보면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

의 경우 점유율에 비해서 상대기여도가 높은데, 이는 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전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므로 두 자산이 불평등을 기여하는 바가 점유율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현 거주주택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주택외부동산은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4.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그림 8>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그림 9>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 영점 샤플리값 방식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기여도 분석을 위해 2010년 기준 30~39세, 40~54세, 

55~70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가 커진다. 2014년 기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0.003 → 

0.013 → 0.037로 높아진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축적된 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생성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로 노동소득의 기여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다가 은퇴세대가 되어서는 크게 감소한다. 반대로 기타소득의 기여도



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다가 은퇴세대가 되어서는 크게 증가한다. 이는 은퇴

로 인한 노동소득의 큰 감소와 더불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 자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크면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띤다. 이를 통해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불평등도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 비중이 늘어 점유율을 고려할 땐 기여

도가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5. 연령대별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그림 10> 연령대별 자산: 평균 샤플리값 방식



<그림 11> 연령대별 자산: 영점 샤플리값 방식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 연령대별 자산 불평등 상대 기여도는 연령

대 그룹별로 큰 차이가 없고 모든 연령대에서 부동산자산의 상대기여도는 80%이상으

로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절대 기여도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편차가 자산 

편차로 전환되는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 불평등 감소의 주된 요

인은 젊은 층의 자산 불평등 완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특정한 규칙성이 없어 유의

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워 보인다.

6. 연령대별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연령대별 부동산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샤플리

값 분해방법을 적용할 경우, 젊은 연령층일수록 전월세 보증금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가 높아지는데 이는 젊은 세대는 자가 소유 주택을 가지지 못한 채 전세나 월세로 살

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외부동산의 기여도는 연령대가 높

아질수록 커지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축적된 자산이 주택자산 이외의 부동산에 투

자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계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자산의 기여도가 

모든 연령대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2> 연령대별 부동산자산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그림 13> 연령대별 부동산자산 불평등: 영점 샤플리값 방식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 현거주주택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거주 주택이 없던 사람들이 거주주택을 구입하면서 불평등

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외 부동산과 거주주택 외 주택의 기여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전월세 보증금에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것은 평균과는 반대로 전월세 보증금이 0인 사람의 비중이 늘면서 불평등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VI. 결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Lerman and Yitzhaki(1985)와 Shorrocks(1982)의 방법으로 

지니계수와 같이 특정한 불평등도 지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분해 기법을 사용

하여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샤플리값을 이

용한 분해방법의 경우에는 다양한 불평등도 지수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도 분석을 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 1~7차 자료

를 토대로 Chantreuil and Trannoy (1999)에 나타난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과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

용하면 노동소득의 기여도가 8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

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하면 노동소득은 불평등도를 

오히려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산소득이 불평등증가의 주요 요인이 된다. 만일 소

득 불평등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의 결과를 따라 노

동소득의 불평등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불

평등도가 높은 원천의 불평등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의 

결과에 따라 자산소득의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산 불평등은 시계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가운데 평균 샤플리값 분해

방법을 적용하면 부동산자산이 전체 불평등에 80% 정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28%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

산불평등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자산임을 알 수 있다. 부동산자산 중 현 거주주택자산

은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에 의하면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의 기여도는 20%대 이지만 증가하

는 추세를 보여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 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주택 외의 부동

산자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는 크게 증가하는데, 평균 샤플리값 분해방법에 의하면 그 주요 요인은 자산

소득과 기타소득의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축적된 자

산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 늘게 되고, 노년층에 이르러서 정부지원금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은퇴세대가 된 이후에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은퇴로 인해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자산

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산의 불평등 또한 높아지면서 부동산자산의 절대 기여

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 부동산자산 중에서도 현 거주주택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진다. 반면,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는 젊은 연령대일수록 불평등기여도가 높아지

는데 이는 젊은 층이 대부분 주택을 전월세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소득 불평등도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효과적인 방법은 평균 샤

플리값 분해방법의 결과를 토대로 기여도가 높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

책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만일 불평등도가 높은 특정 원천의 불평등을 완

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이 경우에는 영점 샤플리값 분해방법의 결과를 토대로 기여

도가 높은 자산 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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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소득, 자산, 부동산자산에 대한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전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ini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노동소득 0.853 0.317 0.838 0.833 0.314 0.813 0.848 0.315 0.850 0.851 0.316 0.823 0.869 0.358 0.838 0.841 0.334 0.837 0.845 0.328 0.840

자산소득 0.027 0.014 0.038 0.027 0.015 0.039 0.027 0.014 0.037 0.029 0.016 0.041 0.030 0.016 0.041 0.034 0.018 0.046 0.031 0.016 0.042

기타소득 0.121 0.047 0.125 0.140 0.057 0.148 0.125 0.042 0.113 0.121 0.052 0.136 0.101 0.041 0.122 0.125 0.047 0.117 0.127 0.036 0.119

총소득 1.000 0.378 1.000 1.000 0.386 1.000 1.000 0.371 1.000 1.000 0.384 1.000 1.000 0.415 1.000 1.000 0.399 1.000 1.000 0.391 1.000

<표 12> 소득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ini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노동소득 0.853 -0.169 -0.448 0.833 -0.144 -0.374 0.848 -0.143 -0.387 0.851 -0.166 -0.433 0.869 -0.128 -0.309 0.841 -0.128 -0.321 0.845 -0.138 -0.353

자산소득 0.027 0.316 0.836 0.027 0.313 0.812 0.027 0.312 0.842 0.029 0.31 0.807 0.030 0.307 0.741 0.034 0.31 0.777 0.031 0.31 0.794

기타소득 0.121 0.231 0.611 0.140 0.217 0.562 0.125 0.202 0.545 0.121 0.24 0.625 0.101 0.236 0.568 0.125 0.217 0.544 0.127 0.218 0.559

총소득 1.000 0.378 1.000 1.000 0.386 1.000 1.000 0.37 1.000 1.000 0.384 1.000 1.000 0.415 1.000 1.000 0.399 1.000 1.000 0.391 1.000

<표 13> 소득 불평등: 영점 샤플리값 방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ini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부동산자산 0.837 0.528 0.847 0.852 0.525 0.863 0.827 0.510 0.843 0.839 0.512 0.851 0.837 0.524 0.849 0.819 0.484 0.832 0.819 0.487 0.833

금융자산 0.105 0.064 0.103 0.091 0.056 0.092 0.115 0.068 0.113 0.104 0.063 0.105 0.102 0.058 0.103 0.121 0.073 0.122 0.123 0.071 0.122

기타자산 0.058 0.032 0.050 0.057 0.027 0.045 0.058 0.027 0.044 0.057 0.027 0.044 0.061 0.024 0.048 0.060 0.024 0.047 0.057 0.026 0.044

총자산 1.000 0.624 1.000 1.000 0.608 1.000 1.000 0.605 1.000 1.000 0.602 1.000 1.000 0.606 1.000 1.000 0.581 1.000 1.000 0.585 1.000

<표 14> 자산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2. 소득, 자산, 부동산자산에 대한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연령대별)

절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노동소득 0.265 0.308 0.311 0.317 0.287 0.311 0.275 0.316 0.304 0.317 0.265 0.328

기타소득 0.004 0.014 0.022 0.014 0.007 0.013 0.026 0.016 0.003 0.013 0.037 0.016

자산소득 0.032 0.023 0.079 0.047 0.022 0.023 0.110 0.052 0.022 0.022 0.100 0.046

총소득 0.301 0.345 0.411 0.378 0.316 0.347 0.411 0.384 0.329 0.352 0.403 0.391

상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노동소득 0.88 0.894 0.756 0.838 0.908 0.897 0.67 0.823 0.924 0.901 0.658 0.84

기타소득 0.107 0.066 0.192 0.125 0.069 0.065 0.266 0.136 0.009 0.038 0.093 0.042

자산소득 0.013 0.041 0.053 0.038 0.023 0.038 0.064 0.041 0.067 0.061 0.25 0.119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5>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절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노동소득 -0.304 -0.283 -0.105 -0.169 -0.291 -0.264 -0.078 -0.166 -0.302 -0.251 -0.023 -0.138

기타소득 0.33 0.324 0.307 0.316 0.324 0.318 0.291 0.31 0.326 0.313 0.296 0.31

자산소득 0.275 0.303 0.209 0.231 0.283 0.294 0.199 0.24 0.305 0.29 0.129 0.218

총소득 0.301 0.345 0.411 0.378 0.316 0.347 0.411 0.384 0.329 0.352 0.403 0.391

상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노동소득 -1.009 -0.82 -0.255 -0.448 0.316 -0.762 -0.19 -0.433 -0.918 -0.711 -0.058 -0.353

기타소득 1.096 0.94 0.746 0.836 1.026 0.915 0.707 0.807 0.991 0.888 0.736 0.794

자산소득 0.913 0.881 0.509 0.611 0.897 0.846 0.483 0.625 0.926 0.823 0.321 0.559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6>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 영점 샤플리값 방식



절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부동산자산 0.453 0.506 0.521 0.528 0.453 0.494 0.507 0.512 0.37 0.473 0.481 0.487

금융자산 0.064 0.061 0.063 0.064 0.046 0.064 0.068 0.063 0.071 0.067 0.074 0.071

기타자산 0.029 0.031 0.033 0.031 0.026 0.026 0.023 0.027 0.026 0.025 0.023 0.026

총자산 0.546 0.597 0.617 0.624 0.524 0.584 0.598 0.602 0.467 0.565 0.578 0.585

상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부동산자산 0.83 0.848 0.845 0.847 0.864 0.847 0.847 0.851 0.793 0.837 0.832 0.833

금융자산 0.117 0.101 0.102 0.103 0.087 0.11 0.114 0.105 0.152 0.119 0.128 0.122

기타자산 0.053 0.051 0.053 0.05 0.049 0.044 0.039 0.044 0.055 0.044 0.04 0.044

총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7> 연령대별 자산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절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부동산자산 0.17 0.185 0.14 0.17 0.183 0.159 0.147 0.166 0.125 0.168 0.139 0.165

금융자산 0.204 0.234 0.252 0.243 0.204 0.259 0.26 0.251 0.223 0.236 0.235 0.234

기타자산 0.172 0.178 0.225 0.211 0.137 0.165 0.191 0.185 0.119 0.161 0.203 0.186

총자산 0.546 0.597 0.617 0.624 0.524 0.584 0.598 0.602 0.467 0.565 0.578 0.585

상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부동산자산 0.311 0.31 0.227 0.272 0.349 0.272 0.246 0.276 0.267 0.297 0.241 0.282

금융자산 0.375 0.392 0.409 0.389 0.39 0.444 0.435 0.417 0.477 0.418 0.408 0.401

기타자산 0.315 0.299 0.365 0.339 0.261 0.283 0.319 0.307 0.256 0.284 0.351 0.318

총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8> 연령대별 자산 불평등: 영점 샤플리값 방식



절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현거주주택 0.352 0.329 0.37 0.371 0.23 0.265 0.335 0.305 0.269 0.263 0.301 0.307

거주주택외주택 0.126 0.14 0.108 0.122 0.14 0.147 0.109 0.127 0.115 0.134 0.088 0.11

주택외부동산 0.016 0.106 0.129 0.107 0.089 0.107 0.139 0.121 0.031 0.142 0.196 0.146

전월세보증금 0.103 0.051 0.018 0.044 0.122 0.092 0.038 0.078 0.111 0.065 0.017 0.057

부동산자산 0.596 0.625 0.625 0.644 0.581 0.611 0.621 0.631 0.526 0.603 0.602 0.62

상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현거주주택 0.59 0.526 0.592 0.577 0.395 0.434 0.54 0.483 0.511 0.436 0.5 0.495

거주주택외주택 0.211 0.223 0.173 0.189 0.241 0.241 0.176 0.201 0.219 0.222 0.146 0.177

주택외부동산 0.027 0.169 0.206 0.166 0.154 0.175 0.224 0.192 0.06 0.235 0.325 0.235

전월세보증금 0.172 0.082 0.029 0.068 0.21 0.15 0.06 0.124 0.211 0.108 0.029 0.093

부동산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9> 연령대별 부동산자산 불평등: 평균 샤플리값 방식

절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현거주주택 0.095 0.023 -0.016 0.033 0.035 0.002 -0.019 0.019 -0.002 -0.013 -0.04 0.005

거주주택외주택 0.235 0.231 0.236 0.236 0.236 0.221 0.224 0.229 0.237 0.219 0.225 0.229

주택외부동산 0.242 0.238 0.213 0.232 0.267 0.250 0.223 0.244 0.243 0.253 0.221 0.242

전월세보증금 0.025 0.134 0.193 0.143 0.043 0.138 0.193 0.138 0.048 0.143 0.197 0.145

부동산자산 0.596 0.625 0.625 0.644 0.581 0.611 0.621 0.631 0.526 0.603 0.602 0.62

상대 기여도 2008 2011 2014

Gini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30~39 40~54 55~70 전체

현거주주택 0.159 0.036 -0.025 0.051 0.061 0.003 -0.03 0.03 -0.003 -0.021 -0.067 0.008

거주주택외주택 0.159 0.369 0.377 0.367 0.405 0.362 0.36 0.363 0.45 0.364 0.374 0.369

주택외부동산 0.405 0.381 0.34 0.361 0.46 0.41 0.359 0.387 0.462 0.42 0.367 0.39

전월세보증금 0.042 0.214 0.308 0.222 0.074 0.225 0.311 0.219 0.091 0.238 0.327 0.233

부동산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0> 연령대별 부동산자산 불평등: 영점 샤플리값 방식



3. 일반화된 엔트로피 계수로 측정한 불평등도의 분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E(0)11)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노동소득 0.853 0.281 0.899 0.833 0.268 0.835 0.848 0.268 0.926 0.851 0.272 0.855 0.869 0.280 0.890 0.841 0.302 0.864 0.845 0.295 0.913

자산소득 0.027 0.014 0.046 0.027 0.014 0.042 0.027 0.010 0.035 0.029 0.014 0.045 0.030 0.011 0.035 0.034 0.017 0.049 0.031 0.016 0.043

기타소득 0.121 0.018 0.058 0.140 0.024 0.074 0.125 0.006 0.020 0.121 0.023 0.079 0.101 0.008 0.032 0.125 0.012 0.035 0.127 0.012 0.032

총소득 1.000 0.313 1.000 1.000 0.306 1.000 1.000 0.284 1.000 1.000 0.309 1.000 1.000 0.299 1.000 1.000 0.332 1.000 1.000 0.323 1.000

GE(1)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노동소득 0.853 0.241 0.804 0.833 0.234 0.791 0.848 0.237 0.862 0.851 0.236 0.781 0.869 0.242 0.855 0.841 0.276 0.829 0.845 0.262 0.801

자산소득 0.027 0.026 0.088 0.027 0.021 0.070 0.027 0.019 0.069 0.029 0.025 0.083 0.030 0.018 0.064 0.034 0.028 0.084 0.031 0.028 0.086

기타소득 0.121 0.032 0.108 0.140 0.041 0.139 0.125 0.019 0.069 0.121 0.041 0.136 0.101 0.023 0.081 0.125 0.029 0.087 0.127 0.032 0.098

총소득 1.000 0.299 1.000 1.000 0.296 1.000 1.000 0.275 1.000 1.000 0.302 1.000 1.000 0.283 1.000 1.000 0.333 1.000 1.000 0.327 1.000

GE(2)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소득
점유율

절대
기여도

상대
기여도

노동소득 0.853 0.262 0.840 0.833 0.271 0.744 0.848 0.277 0.928 0.851 0.255 0.799 0.869 0.274 0.887 0.841 0.379 0.877 0.845 0.313 0.884

자산소득 0.027 0.019 0.062 0.027 0.016 0.043 0.027 0.009 0.029 0.029 0.013 0.041 0.030 0.013 0.042 0.034 0.023 0.053 0.031 0.015 0.042

기타소득 0.121 0.031 0.099 0.140 0.078 0.213 0.125 0.013 0.043 0.121 0.051 0.160 0.101 0.022 0.071 0.125 0.030 0.069 0.127 0.026 0.073

총소득 1.000 0.312 1.000 1.000 0.364 1.000 1.000 0.299 1.000 1.000 0.319 1.000 1.000 0.309 1.000 1.000 0.432 1.000 1.000 0.354 1.000

<표 21> 소득 불평등 GE계수: 평균 샤플리값 방식

11) GE(0)은 로그함수가 포함된 계산식으로 인해 각 소득이 0인 사람이 존재하면 계산이 불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소득이 0인 경우는 모두 작은 숫자(1)로 변환한 뒤에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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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he Shapley-value decomposition methods, we estimate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each source of income and asset to the inequality of income and asset in South Korea.

Following Chantreuil and Trannoy(1999), we apply two different decomposition methods when

computing marginal contribution of each source to the entire inequality: the zero Shapley-value

decomposition method, which assigns to all households zero values for all other sources than

the source of interest, and the mean equalized Shapley-value decomposition method, which

assigns mean values to all households for all other sources than the source of interest.

We use the Korean Tax and Expenditure Panel Studies (2008-2014) as the dataset, and

decompose inequality not only for the entire sample but also by age.

Regarding income inequality, labor income is found to contribute much more to the entire

inequality than asset income when we apply the 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 while asset income is found to be much more important than labor income when we

apply the zero Shapley-value decomposition method. Regarding asset inequality, real estates are

found to contribute much more to the entire inequality than financial assets when we apply the

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 while financial assets are found to

contribute slightly more to the entire inequality than real e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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