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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990년대 초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 감소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산층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세력으로 사회적 안정과 균

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산층의 비

중이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심각한위기를

맞게 됨. 

○또한 중산층의 붕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불안과 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음. 

○중산층의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중산층의 복원 및

미래중산층을 양성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우리는 중산층과 관련한 연구를 두가지 방향에서 수행하였음.

○먼저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중산층 변화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알아보고, 중산층의 이탈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산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산층의 이

탈 원인을 분명히 파악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

이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제3장에서는 중산층 이탈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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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여기서 말하는 복지의식이란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비롯하여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나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세금 부담 의

사 등 사회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

고 할 수 있음.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정책에 대

한 선호(preference)와 믿음체계(belief) 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

정을 통해 표출되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경

제학적으로 아무리 최적의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선호와 믿음에

동떨어진 복지정책은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장기

적으로 유지 존속되기도 어렵기 때문임. 

Ⅱ. 한국의 중산층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중산층의 정의는 상대적 기준의 중산층 정의와 절대적 기준의 정의로
구분됨.

○상대적인 기준의 중산층 정의에는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접근법

(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과 구간환가방법

(interval deflator approach)이 있으며 OECD에서는 일정비율접근

법을 채택하여 중산층 비율을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함. 

○중산층 비중에 대한 연구는 Thurow(1984)와 Lawrence(1984)가 미

국의 중산층 추이를 분석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Bradbury(1986) 

및 Duncan et al.(1991), Horrigan and Haugen(1988) 등도 미국

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Easterly(2001)는 높은 중산층 소득점유율을 가진 나라들에서 더 높

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과 기반시설 축적, 경제 정책과 정치적 안정화, 도시화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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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양극화에 관한 연구와 함께 중산층 관련 연구

가 많이 행해졌으며, 신관호신동균(2006) 및 삼성경제연구소(2006)

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하위 소득 계층이 증가하

였음을 발견함.

○남준우(2007)와 이정우·이성림(2001)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

층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한 계층은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됨을 보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11차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산층

추이를 분석함.

○본 연구는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균등화를 실시

하였으며, 소득과 소비는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및 소비 구분에 따라

총소득 및 총소비를 설정하였음. 

○연간 가구당 중위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

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중산층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하고, 가구당 소득의 중

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구분하

여 그 비중을 구함.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7년 49%에서 1999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2005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

로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강성진, 2010).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중산층에 머무는 확률이 미국의 1년간 머무는 확률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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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5-2007년 기간 한국의 경우 63%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한국사회

가 동학적임을 알 수 있음.  

－ 1997년에서 2007년까지 소득계층이 변동하지 않았던 가구의 비

중은 전체가구 3,644가구 중 1,946가구로써 53.4%에 해당됨. 전

체 표본가구 중 22.2%는 소득계층이 하락하였으며, 24.4%는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층과 고소득층으로의 이동 비율이 유사

하게 나타남.   

⧠가구 특성 및 가구주 특성에 따른 중산층 이탈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을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함.

○  이항선택모형을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 및 중산층에

서 상위층으로 이동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Logit Model을 이용

하여 분석함.

－  가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가구주의 연령, 기혼자, 남성

등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소득상승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특성을나타내는변수중자가주택 보유자, 도시거주자는소

득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 

17세 이하 가구원수, 60세 이상 가구원수는 대체로 소득상승과

음의 상관관계를 것으로 나타남.

－각 독립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산층의 이탈에 영향

을 끼치는 방향은 Logit Model 분석에서와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가구 특성과 가구주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들을 추가하였을

때도 모형이 강건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음.

⧠주요국의 중산층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선진

국에서 중산층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은 중산층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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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산층 강화정책은 중산층의 이탈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산층을 이탈하여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들의 특성

을 파악하고, 이들 가구에 중산층 정책 재원을 집중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득에 의한 계층이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따

라서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경험을 한 선진국들의 정책을 살펴봄으

로써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음.

Ⅲ. 한국 중산층의 복지의식 분석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은 중산층 이탈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
적 대안을 제공함.

○사회구성원의 복지의식은 향후 복지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유지 존속

하기 위한 기반이 됨. 

○ Corneo and Gruner(2002)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 

개인의 공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공공가치 효과 등을 분석하였음.

－우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보다는 기

회의 평등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공가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가별 복지

의식을 비교하기 위해 2차 한국복지패널(이하 KOWEPS) 자료,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이하 ISSP) 2006년과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 KOWEPS 자료는 연령별 인구 분포가 통계청 2006년 추계인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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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상이하여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로 연령별 인구가중치를 환산하

여 반영하고 분석결과마다 원 자료와 비교분석 하였음. 

○ ISSP 자료는 2006년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조사 자료와 2009년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한 조사자료를 국가 간 비교분석과 한국인의

평등인식 분석에 활용하였음.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대
다수가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불평등한 수준을 개선

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으나 계층에 따라 유

의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우리나라가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평등한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5%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체 응답자의 75%가 응답하였음.  

○그러나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응답 비율을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실제로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으로 개인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

는 지를 검토하였으나 교육연수, 나이 성별, 가구원 수 등 거의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ISSP 2006년 자료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 국가별로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을 하여 비교하였을 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소득이

나 교육연수 등에 있어 유의하지 않았음.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할 것이

므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복지의식을 형성할 수

있음. 

○  결국 중산층의 복지의식은 부유층이나 서민층과 차별되는 것이 아

니라 유사한 복지의식을 공유함을 의미

⧠복지 재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세금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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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소득계층과 연

령별로 차이를 보였음.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

자 중 44%가 동의하였으며 순서형 프로빗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득

이 높을수록 반대하며 여성인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증가에 따른 기대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여성인 경우 가계 살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가 동의하였으며 순서형 프로빗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국민들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생

각과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음.

⧠ ISSP 2006년 자료를 통해국가 간정부의역할에대한 의견 그리고 건

강분야 및 교육분야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인

의 복지의식은 국제적으로 중간 혹은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음.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역할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우리나라는

80.6%가 동의하여 전체 33개 국 중 14번째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건강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33

개국 중 21위였고 교육분야에대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

한 비율은 33개국 중 23위였음.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계층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기회평등주의

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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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호 외(2005)는 제4차 불평등과공정성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기

회평등인식을 살펴보았음.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85% 이상이 가난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 이는 우리국민들이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함. 

○ ISSP 2009년 사회 불평등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들의 평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기회에 있어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중 40% 이상이 성공에 있어 집안 배경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요인이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음.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를 누리고 자녀 교육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0% 내외 응답자들이 부정당하다고 응답하여 우리 국민들은 보

건이나 교육 분야에서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남.  

Ⅴ.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음
○제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

구당 중위소득과 중산층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이동의 추이를 이행행

렬을 통하여 분석하였음. 

－우리나라의 연간 가구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중산층의 비중은

1999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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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후 중산층의 증가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결

과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임.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득계층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동학적

인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이탈을 결정짓는 가구 특성 및 가

구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계량경

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가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가구주의 연령, 기혼

자, 남성 등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는 자가주택

보유자, 도시거주자가 소득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3장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갖는 복지의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국

복지패널과 ISSP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음. 제 3장에서 우리가 얻

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들은 다음과 같음.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며

이 불평등한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를 바라고 있음.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그리고 나이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복지의식이 서민이나 부유층의 복지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함축함.

－한국인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

각하고 있음.  

－분야별 복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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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지분야에 걸쳐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

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상의 분석결과는 특정계층에 집중한 정책보다는 전 국민이 동

의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함을 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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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 감소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이루어지고 있다. 특히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감소 추세

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일자

리와소득감소가 중산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중산

층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세력으로 사회적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산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

아질 경우,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중산층

의 붕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불안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의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중산층의

복원 및 미래중산층을 양성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중산층과 관련한 연구를 두 가지 방향에서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변화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

여 알아보고, 중산층의 이탈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산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산층의 이탈 원인을 분명히

파악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을 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제 3장에서는중산층 이탈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적 대안을모색하

는 차원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의식이란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비롯하여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나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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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의사 등 사회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preference)와 믿음체계(belief) 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

정을 통해 표출되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아무리 최적의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선호와 믿음에 동떨어진 복지정책은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 존속되기도 어렵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의 이용한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

리나라의 중산층은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5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한국사회

가 동학적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중산층의 증가 추이는 가계동향조

사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와 상이한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특성

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가구주의 연령, 기혼자, 남성 등의 변수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소득상승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구 특성 중에서는 자가주택 보유자, 도시거주자 등이소득상승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장은 우리나라 한국 복지패널과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산층의 복지의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

다. Corneo and Gruner(2002)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199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

향을주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효과(homo oeconomicus effect), 공공가

치 효과(public value effect), 사회적 경쟁효과(social rivalry effect)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효과이다. 반면

공공가치효과는 재분배 지지에 개인의 일반적인 공적 가치관이 영향을 미

친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노력과 운 중 운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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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분배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

를 보내지만 노력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부

의 재분배노력에 지지를 덜 보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쟁효과

는 재분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및 높은 계층이 개인의 사회 계

층에 유입됨에 따라 일어날 변화를 고려한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효과 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의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와 공공가

치 효과이다. 

우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의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호모에코

노미쿠스 효과보다 공공가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그

리고나이별로 크게 다르지는않았다. 반면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복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과반수가 응답자들이 모든 복지분야에 걸쳐 정부의 지출

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신의 책임이 아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나 빈곤 등에는 강한 지지를 보이는 반면

그 외의 다른 불평등이나 빈곤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한 지지를 보이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들은 특정계급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광

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

위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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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중산층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중산층의 정의와 선행연구

1. 중산층의 정의

중산층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계중위소득의 75%~125%, 가계중위소득의 2/3~4/3 등

으로 정의하는 것을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접근법(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이라 한다. 또한, 특정 연도의 소득에 따라 중산

층을 정의하고 다른 비교 연도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고려하

는 것을 구간환가방법(interval deflator approach)이라 부른다. 즉, 중위소

득에 대응하는 소득구간을 설정하고 그에 포함되면 중산층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연도의 어떤 소득 수준 (또는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이를 매 연도마다 찾는 방법이 있다. 

OECD와 미 센서스국도 일정비율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각

각 중위소득의 50~150% (OECD 기준), 50~200% (미국 센서스국 기준)

이다 (이정우․이성림, 2001; 남준우, 2007). 이는 상대적인 기준의 중산층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중산층의 상대적인 정의와 달리 절대적인 기준의 중산층 정의도 존재한

다. 이는 ‘중산층의 소득점유율’로 정의되는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수

준에 따라 20%씩 균등한 수로 5등분 하였을 때 중간에 속하는 세 개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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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Levy, 1998; Easterly, 

2001). 즉 전체 가구에서 중간의 6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

하고 양쪽 끝에 있는 가구들을 각각 빈곤층과 상류층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다. 이것과 비슷하게 Dunkan은 중간의 70%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이러한

중산층 정의는 소득의 변동은 분석할 수 있지만, 중산층의 규모가 늘 60% 

또는 70%로 고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성경제연구소(양준호, 2006; 민승규외, 2006a)가

중산층을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남준우(2007)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150%로 정의하고 극빈층과 최상

위층은 각각 연도별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와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배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였다.1) 석상훈(2008)은 각 연도에

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50~70%은 중하층으로, 70~150%

은 중산층으로,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정의하였다. 중산층몰락과 관련

한 외국의 최근 연구로는 Grabka and Frick(2008)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

산층을 중위소득의 70~150%로, 7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상위

층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으로 정의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회학적, 정치학적, 직업군별 등 다양

한 분류가 존재하나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통일된 방법은 학계의 합의가 없

는 상태이다. 또한 세계적인 기준에서 중산층 (middle class)을 식별하는

확정적인자료나기준등도존재하지않는다 (Banerjee and Duflo, 2008). 중

산층의추이를직접적으로다룬선행연구들의중산층정의는다음의 <표Ⅱ-1>

과 같다.

1) 남준우는 분석에서 1998-2005년 노동패널을 사용하였는데, 노동패널은 원래의 목적이 소
득보다 노동관련 통계 수집에 있기 때문에 빈곤율 과대추정, 소득수준 과소추정 경향과
어느 정도의 측정 오차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유경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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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선행연구의 중산층 정의

연구 사용자료 중산층의 정의

이정우 이성림(2001) 대우패널, 1993-1998

(1) 중위소득의 80-125%
(2) 중위소득의 66.7%-133.3%
(3) 중위소득의 50-150%
(4) 중위소득의 50-200%

민승규외(2006a, 2006b),

양준호(2006)
survey papers 중위소득의 50-150%

남준우(2007) 노동패널, 1998-2004 중위소득의 75-150%

석상훈(2008) 노동패널, 1998-2005 중위소득의 70-150%
(50-70%를 중하층으로 정의)

Grabka and Frick(2008)
SOEP, 1984-2006

(Socio-Economic Panel)
중위소득의 70-150%
(70% 미만은 빈곤층)

2. 선행연구

중산층의 비중에 대한 연구는 Thurow(1984)와 Lawrence(1984)에서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소득 중위수의 일정한 퍼센트를 차지

하는 관찰치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 접근법

(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산

층 추이를 분석하였다. 

Thurow(1984)는 미국의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소득 중위수의 75%

에서 125%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1967년 28%에서 1982년 24%로 감소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중산

층에서 이탈한 계층은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균등하게 이동하였음을 발견하

였다. Lawrence(1984)는 중산층을 가계소득 중위수의 2/3에서 4/3로 정의

하여 분석한 결과 1969년 50%였던 미국의 중산층은 1983년 46%로 감소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Bradbury(1986) 및 Duncan et al.(1991) 등에서는중산층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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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구간환가방법(interval deflator approach)을 적용하

였다. 이 방법은 특정 연도의 소득에 따라 중산층을 정의하고 다른 비교

연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Horrigan 

and Haugen(1988)은 구간환가방법과 일정비율접근법 두 가지 방법을 모

두 사용하여 중산층과 소득에 대해 정의하고, 표본 단위에 대해 다양한 설

정을적용하여 민감도분석을실시하였다. 그 결과, 1969부터 1986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중산층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의 대부분은 상위층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2)

Easterly(2001)는 사회통합의 지표로 중산층의 컨센서스 (middle class 

consensus)를 제시하고 국가 간 자료를 통해 사회통합이 높을수록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중산층의 소득점

유율이 높을수록 부유한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헝가리,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중산층 소득점유율

을 가진 나라들이 또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중산층 소득점유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더 높은 인적자원과 기반

시설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이러한국가들이 더 좋은경제 정책과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안정성 및 도시화를 이룩하였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중산층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 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

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Duncan et al.(1991)은 1980

년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중산층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기나 인구구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Jenkins(1995)는 영국의 자료를 분

석한 결과 1980년대 중산층의 감소가 보편적인 현상이며 총체적인 중산층

변화의 원인은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과 관련한 연구는 소득 양극화에 관한 연구와 함께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신관호·신동균(2006)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하게 나

2) 그 밖에도 Burkhauser et al.(1996)의 경우, 소득분포의 비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연
도의 소득분포가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다.



23

제
2
장
 한
국
의
 중
산
층
 추
이
와
 결
정
요
인
 분
석

타난 1997~1998년에 중산층으로부터 고소득 혹은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비

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저소득층으로부터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현저

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6)에서도 소득

양극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산층을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

는 계층으로 정의하였을 때,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하위 소득

계층의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

은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최경수(2008)은 도시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이후 1980년대 수준으로 하락하였

으나 2003년 이후 1990년대 수준을 회복했으며,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

후에 1990년대 수준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남준우(2007)와 이정우·이성림(2001)은 우리나라의 소득분포에서

중산층 비중의 축소라는 가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정우·이성림(2001)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규모가 크게 감소하

였고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한 계층은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 됨으로써 중산

층이 축소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남준우(2007)에서도 1999년부터 2004년

까지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42.3%에서 40.7%로 감소하였으며 중산층

에서 이탈한 계층 가운데 하위층으로의 이동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을 발견하였다.  

제2절 한국의 중산층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1. 자료

중산층의규모를 추정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

년부터 매해 조사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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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Study: KLIPS)을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 처음 약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명의

개인을 추출하여 현재까지 추적 관찰해오고 있다. 11차 연도까지의 원표본

가구의 유지율이 74%로서 같은 조사년도의 경우 미국의 PSID가 67%, 독

일의 GSOEP가 78% 그리고 영국의 BHPS의 68%와 유사하여 자료의 신

뢰도가 다른 패널조사와 유사한 편이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 및 개인들의

경제활동, 노동시장이동, 고용, 실업, 소득, 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 교육,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전반에 걸친 주제들에 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표본이 무직자와 실업자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은 가구별 정보 이외에 가구원에 대한 정보도 따로

조사하고 있어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들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 어디로 편입되었는지, 

중산층에서 이탈된 가구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중산층에서 상위층 혹은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를

추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패널 데이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한국노동

패널은 이러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의 단점은 자료 구축 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1차부터 11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패널자료를 구축하

여 분석하였다. 노동패널 원자료를 처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사용하여 화폐단위로 측정

된 모든 변수를실질화하였다. 그리고 시계열적인 일관성을확보하기 위하

여 비도시가구를 삭제하였다. 

소득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의 개

념으로 정의한다. 총소득은 비경상소득(퇴직금, 연금일시금, 경조금, 증여

및 상속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여 총근로소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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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의 합으로 정의된다.3) 한국노동패

널에서는 가구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로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득 항목

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득은 1인당 가

구소득을 의미한다. 소득과소비에따라 중산층을 정의함에있어 가구원 전

체의 소득보다 1인당 가구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당한 지표로 평가되

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가구소비를 생활비 항목과 저축으로 구분한다. 생활

비 항목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식비, 주거비, 피복비를 비롯한 가구

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소비를 포함하여 21개의 하부 항목으로 구분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활비 항목의 21개 소비구분을 모두 합하여

총소비로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의 분석에서는 가구균등화(equivalent scale of household)를

실시하였다. 균등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는 각각 균등화 이후의 가구소득, 균등화 이전의 가구소득을 의

미하며, 는 가구특성이다. 가구 전체 소득을 1인당 가구소득으로 전환함

에 있어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고려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된 OECD 균등화 지수(OECD-modified 

equivalence scale)'를 사용하며, 균등화지수 는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 =0.5, =0.34)

3) 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강성진·이우진(2009)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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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Haagenars et al. (1994)에서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과거의

OECD 균등화지수(OECD equivalence scale; Oxford scale)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가구원 중 첫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5, 미성년인 경우에는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4인 가구 기준 가구소득

으로 1인당 소득을 환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구 OECD 균등화지수, 소

위 Oxford 지수는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5, 그리고

미성년인 경우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이다. 

<표 Ⅱ-2>는 균등화방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가구당 중위소득 및 소비를

나타낸 표이다. <표 Ⅱ-2>에서 연간 가구당 중위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1999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중위소

비 수준 역시 1998년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Ⅱ-2〉 중산층 가구당 소득 및 소비 

(단위: 만원)

연도
가구 중위소득 가구 중위소비

Oxford OECD modified Oxford OECD modified

1997 2020.47 1964.48 1458.60 1391.41
1998 1850.49 1779.56 1375.35 1306.41
1999 2035.35 1963.46 1442.38 1407.64
2000 2108.22 2003.91 1554.05 1472.43
2001 2469.25 2362.13 1952.44 1690.37
2002 2552.61 2419.04 1886.58 1800.40
2003 2626.26 2551.45 2031.77 1919.97
2004 2672.43 2552.63 2058.33 1938.98
2005 3000.00 2800.00 2106.00 2016.00
2006 3101.39 2927.75 2251.13 2112.89
2007 3210.46 3023.32 2198.28 2080.00

주: 표의 중위소득 및 소비는 물가지수(2005년=100)를 고려한 실질중위소득/소비이다.

4) 본 연구에서는 17세 이하의 가구구성원 수를 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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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은 표본 기간 동안 주요 변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요약통계표

이다.

 
〈표 Ⅱ-3〉 주요 독립변수의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령 46.8 47.9 48.6 48.9 49.4 49.3 49.6 50.0 50.4 50.8 51.3

여성가구주 0.14 0.15 0.15 0.15 0.16 0.18 0.18 0.19 0.20 0.20 0.21

도시거주자 0.58 0.56 0.56 0.54 0.54 0.54 0.52 0.52 0.51 0.50 0.50

가구원수 3.50 3.49 3.43 3.39 3.33 3.25 3.19 3.13 3.07 3.03 3.08

17세 이하 가구원수 0.92 0.87 0.82 0.79 0.76 0.72 0.71 0.68 0.66 0.65 0.64

60세 이상 가구원수 0.36 0.41 0.44 0.44 0.47 0.46 0.45 0.46 0.46 0.48 0.51

중졸 또는 고졸 0.53 0.52 0.53 0.52 0.52 0.51 0.50 0.49 0.49 0.48 …

대학 이상 졸 0.23 0.22 0.21 0.22 0.23 0.25 0.27 0.28 0.29 0.30 …

임금근로자 0.72 0.72 0.72 0.73 0.74 0.72 0.73 0.72 0.71 0.72 0.72

자영업자 0.28 0.28 0.28 0.27 0.27 0.25 0.25 0.26 0.24 0.24 0.24

종교유무 0.55 0.55 0.54 0.54 0.54 0.54 0.53 0.53 0.53 0.53 0.53

음주여부 0.69 0.69 0.69 0.70 0.70 0.70 0.70 0.70 0.69 0.68 0.69

흡연여부 0.44 0.43 0.43 0.44 0.44 0.43 0.44 0.43 0.43 0.41 0.42

건강상태 3.14 3.15 3.15 3.17 3.18 3.19 3.19 3.19 3.25 3.28 3.31

표본가구수 4989 4472 4227 4219 4227 4543 4682 4760 4921 4984 5039

2. 한국의 중산층 추이

중산층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소

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는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

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승규외, 2006b). 소득양

극화는 일반적으로 Wolfson 지수, Esteban and Ray 지수를 사용하여 측

정한다 (Wolfson, 1994, Duclos, Esteban and Ray, 2004, 민승규외, 

2006a). 한편 소득불균등(income inequality)은 ‘소득분위별 분배상황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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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루지 못한 현상’을 의미한다 (민승규외, 

2006b).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변이제곱계

수(SCV) 등이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들이다.

민승규외 (2006a, 2006b)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논의가 혼란

스러운 것은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의 개념이 혼용․혼동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였다. 소득불균등 수준은 양호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심각할 수

있으며, 역으로소득불균등이심각하더라도소득양극화는 양호할 수있으며, 

소득양극화의 심화가 반드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및 비정규직 문제와도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나

타난 경기침체 및 성장률 저하로 소득양극화가 촉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민승규외, 2006a, 2006b; 남준우, 2007). 홍종학

(2006)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소득불균등의 심화가

발생했다고 보이며,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거의 10년이 되도

록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계층간 격차, 

소득양극화, 중산층의붕괴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민승규

외, 2006).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국가

중에서중간정도에속하나상대빈곤율은매우높은국가로분류되고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산층의 변화는 한국의 소득구조 변화에 중요한 현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산층의 폭을 넓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economic security)

과 상향 발전성(upward mobility)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한국의 중산층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11차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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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1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중산층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Ⅱ-4>는 가구당 소득의 중위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표본을 하

위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구분하여 그 비중을 구한 결과이다. 여기서 중산

층은 가구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한 것이다. <표 Ⅱ-4>에서 중산층

은 1997년 49%를 차지하였고, 1999년까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0

년에 큰 감소를 보였다. 2000년 이후 중산층의 추이는 증가세와 하락세가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2005년에는 표본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1%

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가구 소득 수준이 급격히 하강한 것에 비해

동기간 중산층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를 이룬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한 상

위층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위층의 비중은 1997년 24%

에서 2007년 20%로 4%가 감소하였으며, 상위층은 27%에서 26.1%로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산층의 비중은 1997년 49% 수준에

서 2007년 53.9%로 약 5% 증가하여 하위층과 상위층의 변화 보다 큰 폭

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Ⅱ-4〉 중산층의 추이 
(단위: %)

연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1997 23.95 48.95 27.10

1998 23.03 49.96 27.01

1999 22.14 53.21 24.65

2000 23.44 50.63 25.93

2001 21.46 52.57 25.95

2002 22.96 49.97 27.07

2003 24.03 48.42 27.55

2004 23.11 48.78 28.11

2005 19.31 54.07 26.62

2006 19.02 53.25 27.73

2007 20.00 53.86 26.14

주: 1) 표의 중위소득은 물가지수(2005년=100)를 고려한 실질중위소득이다.
   2) 중산층의 수치는 비도시가구를 삭제한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이 실질중위소득의 일정범위(50-150%)에 들어있

는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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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한국노동패널자료를사용한중산층 추이분석 결과는 2005년

이후 중산층의 증가 추세가 나타남으로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중산층 추이 분석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강성진·이우진

(2009)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중산층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표 Ⅱ-5>는 강성진·이우진(2009) 자료와 실질화 원자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고, <표 Ⅱ-6>에서는 실질화 원자료와 강성진·이우진(2009)의 중산층

추이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 Ⅱ-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산층

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에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성진·이우진(2009)의 중산층 추이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표 Ⅱ-7>

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1인가구와 비도시

가구를 삭제한 경우의 중산층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인가구를 삭제

한 경우에도 중산층의 추이는 1인가구를 포함한 <표 Ⅱ-4>의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따라서 이는 단순히 1인가구가 자

료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원인 파악을 위해서 더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Ⅱ-5〉 실질화 원자료와 강성진 이우진(2009) 자료의 비교

차이점 실질화 원자료 강성진 이우진(2009)

소득 총소득(비경상소득+경상소득) 경상소득

가구
1인가구 포함

비도시가구 포함

1인가구 삭제

비도시가구 삭제

균등화 균등화하지 않음 OECD-modified equivalence scale

비고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당 

소득
가구원수를 고려한 1인당 소득

주. 강성진 이우진(2009)

5)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중산층 추이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성진(2010)을 참조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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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실질화 원자료† 강성진 이우진 (2009)‡

중산층 상류층 중산층 상류층

1982 66.99 22.80 71.04 20.84 

1983 67.96 23.18 71.78 20.94

1984 66.30 23.35 71.21 20.44

1985 67.49 23.12 71.43 20.19

1986 67.31 23.02 71.30 20.49

1987 67.02 22.98 72.91 19.10

1988 68.28 22.67 73.12 19.52

1989 68.03 22.67 75.16 18.19

1990 69.88 21.82 76.97 16.97

1991 70.40 21.00 77.54 16.90

1992 70.08 21.23 76.62 17.25

1993 70.05 21.30 76.38 16.75

1994 69.18 21.53 75.83 17.42

1995 68.50 21.69 75.06 18.21

1996 67.42 22.19 73.92 18.70

1997 68.23 21.56 73.59 18.68

1998 65.40 22.90 70.69 19.48

1999 64.33 23.15 68.30 21.22 

2000 65.83 22.24 69.19 21.15

2001 65.11 23.02 68.09 21.99

2002 64.58 22.91 69.19 21.47

2003 65.00 23.11 69.41 20.57

2004 63.91 23.28 67.96 21.84

2005 58.56 24.29 63.88 22.77 

2006 57.46 24.93 62.77 23.30 

2007 58.42 23.93 63.53 22.72 

2008 58.40 24.04 63.20 22.83 

〈표 Ⅱ-6〉 중산층의 추이(가계조사 데이터)

주. 강성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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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중산층의 추이 

(단위: %)

연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1997 22.24 52.14 25.62

1998 21.00 53.04 25.96

1999 19.56 57.72 22.73

2000 21.36 54.33 24.31

2001 19.02 55.47 25.51

2002 19.87 54.71 25.41

2003 21.24 53.81 24.95

2004 20.25 52.64 27.10

2005 17.88 56.85 25.26

2006 17.53 56.29 26.18

2007 17.83 57.20 24.97

주: 1) 표의 중위소득은 물가지수(2005년=100)를 고려한 실질중위소득이다.
   2) 중산층의 수치는 1인가구와 비도시가구를 삭제한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이 실질중위소득의 일정범위(50-150%)

에 들어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표 Ⅱ-8>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 계층 별 개인의 생활만족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각 개인들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전반적인 한국인의 생활만족도는 1998년 이

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생활만족도의크기는

계층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소득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6) 

6)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의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강성진(2010)을 참

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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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소득 계층에 따른 생활만족도

(단위: 생활만족도(1~5))

연도 전체 평균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1997 2.81 2.39 2.82 3.19

1998 2.88 2.46 2.86 3.28

1999 3.02 2.65 3.02 3.34

2000 3.05 2.73 3.03 3.37

2001 3.09 2.76 3.08 3.41

2002 3.17 2.86 3.17 3.45

2003 3.18 2.92 3.17 3.46

2004 3.21 2.94 3.18 3.49

2005 3.23 2.91 3.22 3.51

2006 3.26 2.92 3.24 3.57

2007 3.27 2.87 3.27 3.59

주: 생활만족도는 1부터 5 사이의 지수로 나타나며, 1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의미하며, 5가 ‘매우 만족한다’를 의미

한다. 

3. 중산층의 변화와 이행행렬

본 장에서는 이행행렬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득이동(income mobility)과 관련한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준우(2007)

는 미국은 중산층이 1년 후 중산층에 그대로 잔류할 확률이 약 86%인 것

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 65%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석상훈

(2008)은 9차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분위소득계층이 원래의 계층에 잔류하

고 있을 가능성은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는 60.90%에서 72.70%로, 최고소

득계층인 5분위는 65.51%에서 70.72%로 상승한 것으로 계산하고,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계층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후 더욱 높아지

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강성진·이우진(2009)은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과거

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답보상태에 있으며 2000-2008년에는 일부 소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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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여 양극화 논의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다 (김태기, 2010).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간 이동이 미국에 비해서는 더 활발한 편이나,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계층 간 이동은 사회복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양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Ⅱ-9>는 우리의 연구에서 1997과 2007년 두 연도에 공히 표본에

속한가구를대상으로이행행렬을구한것이다. <표Ⅱ-9>에서열은 1997년

을 지칭하며 행은 2007년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이행행렬에서 두 번째

행에위치한 8.99, 45.28, 45.73은 1997년 중산층인가구의 8.99%는하위

층으로 이동하였고, 45.28%는 그대로 중산층에 잔류하였으며, 45.73%는

상위층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부터 1997년 당시 중산층이

었던 가구의 약 45%는 2007년에도 그대로 중산층으로 잔류하였지만 나머

지 55%는 하위층 혹은 상위층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축소

된 중산층의 약 83%는 상위층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17%는 하위층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7년의 위치에서 2007년에

도 변동하지 않았던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 3,644가구 중 1,946가구로써

53.4%에 해당된다. 그리고 22.2%는오히려 계층이 하락하였지만 24.4%는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표Ⅱ-10>은 2005년과 2007년사이의이행행렬을구한것이다. 2005년 

중산층이었다가 2007년에도 그대로 중산층으로 잔류한 가구는 62.84%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산층의 이행확률은 미국의 경우에 대해

분석한 Duncal et al.(1991)의 결과에서 중산층이 1년 후 중산층에 그대로

잔류할 확률이 약 86%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소득이동이 더 역동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9>에서 본 장기의 계

층 간 이동에 비하여 <표 Ⅱ-10>에서는 계층 간 이동 비율이 낮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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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계층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간 중

산층에 잔류할 확률은 60% 이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9〉 이행행렬(1997-2007, Balanced Panel)

 (단위 : %, 명)

1997-2007
2007

총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1997

하위층
46.61
(420)

10.77
(97)

42.62
(384)

100.00
(901)

중산층
8.99
(80)

45.28
(403)

45.73
(407)

100.00
(890)

상위층
19.00
(352)

20.40
(378)

60.60
(1,123)

100.00
(1,853)

총계
23.38
(852)

24.09
(878)

52.52
(1,914)

100.00
(3,644)

〈표 Ⅱ-10〉 이행행렬(2005-2007, Balanced Panel)

 (단위 : %, 명) 

2005-2007
2007

총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2005

하위층
64.97
(751)

3.98
(46)

31.06
(359)

100.00
(1,156)

중산층
5.18
(47)

62.84
(570)

31.97
(290)

100.00
(907)

상위층
14.57
(354)

13.99
(340)

71.44
(1,736)

100.00
(2,430)

총계
25.64

(1,152)
21.28
(956)

53.08
(2,385)

100.00
(4,493)

4. 중산층의 이탈원인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앞서 살펴본 표본 기간 동안 소득이동에 이어 본 장에서는 가구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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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산층 이탈의 결정요인을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식 (1)의 분석 모형을 살펴보자. 

                      
 

′
       (1) 

식 (1)은 중산층을 유지하는 경우를 1, 중산층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0으

로 하는 이산변수 

와 개별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들의 벡터

 , 오차항 로 이루어져 있다. 종속변수 는 개별 가구가 실제로 중산

층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관찰 불가능한(unobservable) 잠재변

수(latent variable)를 의미한다. Binary choice 모형의 정의에 따라 가

어떠한 수준 이상이면 중산층으로 지정하고, 이하에 있을 경우 더미변수로

처리한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은 식 (2)의 이다. 식 (1)와 식 (2)를 통해 다음

의 식 (3)을 도출할 수 있다.

     

식 (3)은 개별가구가 중산층일 확률을 나타낸다. 식 (3)에서 ·은 오

차항 의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정의

된다. 

우리의 모형과 같이 종속변수가 이항 선택성을 가질 경우, 일반적인 선

형회귀식이 가진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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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 독립변수와 선형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일반 선형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식

(3)은 종속변수가 이항 선택성을 가진 불연속적 변수인 모형에 확률을 도

입함으로써연속성을 확보할수 있게해주며, 이로 인해 일반선형회귀식으

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은 대칭성을 가정하고 있는 분포함수의 누적분포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비선형함수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Binary choice model은 오차항의 분포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Logit model과 Probit Model로 구분된다. Logit Model은 오차항 의 분

포가 로짓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하며 Probit 

Model은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분포 함수의 형태는

아래 식 (4)와 같다.

   

다음으로 설명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도시거주 여부, 가구원수, 

17세 미만 가구원수, 60세 이상 가구원수를 포함한다. 둘째는 가구주의 특

성과 관련된 변수이다. 가구의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구원은 가구

주이며 가구주의 특성이 중산층의 유지 혹은 이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주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연령, 기혼자, 여성, 

학력변수, 근로형태, 건강상태, 음주여부, 흡연여부, 종교유무를 포함하고

있다. 설명변수들 중 건강상태는 자신의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다”에 5

점, “건강하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건강이 나쁘다”에 2점, “건강이

아주 나쁘다”에 1점을 부여한 변수이다. 음주여부는 평소에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개인에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흡연여부는 평소에 담배를 피운다

고 응답한 개인에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한 변수이다. 

Logit Model의 분석 결과는 <표 Ⅱ-11>~<표 Ⅱ-14>에 나타나 있다. 



38

중
산
층
의
 추
이、
이
탈
원
인
과
 대
책

먼저 <표 Ⅱ-11>은 중산층과 상대적 빈곤층 간의 이항 선택 모형을 분석

한 결과이다. 즉, 식 (2)에서 를 중산층을 유지하는 경우를 1, 중산층에

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0으로 정의하여 Logit Model의 분

석을 실시한 것이다. <표 Ⅱ-11>에서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주 연령의 제곱

변수가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중산층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형적인 소

득방정식 추정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결혼, 자가주택 보유자, 도시 거주의

계수값도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구주가 결혼을 한 경우

미혼인 경우보다 중산층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자가주택이 없는 경우보다 중산층에 잔류할 확률이 높으며 도시 거

주자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중산층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17세 미만 가구원 수, 60세 이상 가구원 수의 계수값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

구주가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할 확률

이 높음을 보여주며, 17세미만 혹은 60세이상 가구원의수가 더 많은 가

구들에서 중산층을 이탈하여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형모형의 분석의 결과로 얻은 계수값은 그 자체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의미하지만 Logit Model에서는 계수값과 한

계효과가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Logit Model의 분석에서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의 선택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한계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Binary Choice Model

의 한계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

수의 평균값에서 측정되는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를 구한

다. <표 Ⅱ-11>의 두 번째 열은 Logit Model의 한계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한계효과의 방향은 Logit Model의 추정결과와 동일하다. 먼저 연령효

과를 살펴보면, 연령의 한계효과는 0.009이며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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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구주의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중산층을

유지할 확률이 0.9% 증가한다.

다음으로 가구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도시에 거

주하는 경우 중산층에 잔류할 확률이 높아지며,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

도 중산층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에 대한

효과 역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17세 미만 가구원수와 60세 이상

가구원 수는 모두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할 확률을

높이는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기혼인 경우에 중

산층을 유지할 확률이더 크게나타났으며, 여성이 가구주인경우 중산층에

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는 <표 Ⅱ-12>~<표 Ⅱ-14>에서는 <표 Ⅱ-11>에서 사용한 독

립변수들 외에 다양한 가구특성과 가구주 특성을 추가로 모형에 반영하였

을 때 추정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주의

교육과 관련된 변수는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중산층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형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무직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경우 중산층을 유지할 확률이 더 높

으며, 자영업자는 중산층에서 이탈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건강상태, 음주여부, 흡연여부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산층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며, 음주여부의 한계효과는 양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흡연여부의 한계효

과는 모든 모형에서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탈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표 Ⅱ-12>~<표 Ⅱ-14>의 결과로부터 학력, 고용형태, 건강, 음

주, 흡연여부 등의 통제변수를 추가하였을 때에도 분석 결과가 일관성 있

게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모형이 강건성(Robustness)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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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중산층 이탈검증 결과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

계수값 한계효과

연령
0.046***

 0.009***
(7.084)

연령
-0.802***

-0.160***
(-12.713)

기혼자
0.565***

0.119***
(13.479)

자가주택 보유자
0.415***

0.084***
(14.565)

여성가구주
-0.239***

-0.049***
(-5.596)

도시거주자
0.134***

0.027***
(5.235)

가구원수
0.245***

0.049***
(17.681)

17세 이하 가구원수
-0.118***

-0.024***
(-5.795)

60세 이상 가구원수
-0.359***

-0.072***
(-14.435)

상수항
-0.726***

(-4.451)

log likelihood =  -19187.173 관측수 : 37,575 pseudo R = 0.1712

주: 괄호 안은 t값임. ***은 1%에서, **은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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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중산층 이탈검증 결과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

계수값 한계효과

연령
0.042***

0.008***
(6.236)

연령
-0.564***

-0.110***
(-8.720)

기혼자
0.521***

0.106***
(12.244)

자가주택 보유자
0.397***

0.078***
(13.516)

여성가구주
-0.022

-0.004
(-0.497)

도시거주자
0.158***

0.031***
(5.965)

가구원수
0.240***

0.047***
(16.849)

17세 이하 가구원수
-0.130***

-0.025***
(-6.234)

60세 이상 가구원수
-0.315***

-0.061***
(-12.369)

중졸 또는 고졸
0.386***

0.075***
(11.326)

대학이상 졸
0.489***

0.088***
(10.315)

임금근로자
1.305***

0.273***
(39.426)

자영업자
-0.402***

-0.082***
(-11.411)

상수항
-2.099***
(-11.893)

log likelihood = -18310.255 관측수 : 37,575 pseudo R = 0.2091

주: 괄호 안은 t값임. ***은 1%에서, **은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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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중산층 이탈검증 결과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

계수값 한계효과

연령
0.054*** 0.010***(7.488)

연령 -0.646*** -0.122***(-9.279)

기혼자
0.517*** 0.103***(11.564)

자가주택 보유자
0.376*** 0.072***(12.130)

여성가구주
-0.039 -0.007(-0.789)

도시거주자
0.113*** 0.021***(4.043)

가구원수
0.232*** 0.044***(15.381)

17세 이하 가구원수
-0.116*** -0.022***(-5.214)

60세 이상 가구원수
-0.315*** -0.059***(-11.718)

중졸 또는 고졸
0.372*** 0.070***(10.248)

대학이상 졸
0.426*** 0.075***(8.377)

임금근로자
1.179*** 0.242***(33.169)

자영업자
-0.416*** -0.082***(-11.268)

건강상태
0.264*** 0.050***(15.457)

음주여부
0.047 0.009(1.473)

흡연여부
-0.118*** -0.022***(-3.667)

상수항
-3.069***
(-15.177)

log likelihood = -16523.707 관측수 : 34,427 pseudo R = 0.2105

주: 괄호 안은 t값임. ***은 1%에서, **은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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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한계효과

연령
0.052*** 0.010***(7.185)

연령 -0.635*** -0.119***(-9.090)

기혼자
0.522*** 0.104***(11.610)

자가주택 보유자
0.418*** 0.080***(13.272)

여성가구주
-0.039 -0.007(-0.796)

도시거주자
0.090 0.017(1.424)

가구원수
0.224*** 0.042***(14.782)

17세 이하 가구원수
-0.108*** -0.020***(-4.810)

60세 이상 가구원수
-0.308*** -0.058***(-11.381)

중졸 또는 고졸
0.326*** 0.061***(8.900)

대학이상 졸
0.390*** 0.069***(7.622)

임금근로자
1.193*** 0.244***(33.383)

자영업자
-0.369*** -0.072***(-9.892)

건강상태
0.252*** 0.047***(14.643)

음주여부
0.048 0.009(1.470)

흡연여부
-0.120*** -0.023***(-3.699)

지역 더미(Province_id=2)
-0.107** -0.021*(-2.016)

지역 더미(Province_id=3)
-0.200*** -0.039**(-3.276)

지역 더미(Province_id=4)
-0.433*** -0.089***(-5.260)

지역 더미(Province_id=5)
-0.224*** -0.044**(-3.530)

〈표 Ⅱ-14〉 중산층 이탈검증 결과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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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한계효과

지역 더미(Province_id=6)
-0.318*** -0.064***
(-3.851)

지역 더미(Province_id=7)
0.438*** 0.074***(3.844)

지역 더미(Province_id=8)
0.085 0.016(1.320)

지역 더미(Province_id=9)
-0.340*** -0.069**(-3.462)

지역 더미(Province_id=10)
-0.212** -0.042*(-2.021)

지역 더미(Province_id=11)
-0.456*** -0.094***(-5.217)

지역 더미(Province_id=12)
-0.146* -0.028*(-1.753)

지역 더미(Province_id=13)
-0.377*** -0.077***(-3.925)

지역 더미(Province_id=14)
-0.450*** -0.092***(-5.987)

상수항
-2.831***
(-13.468)

log likelihood = -16426.878 관측수 : 34,427 pseudo R = 0.2151
주: 괄호 안은 t값임. ***은 1%에서, **은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

<표 Ⅱ-15>는 중산층과 상위층 간의 이항 선택 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식 (2)의 를 중산층을 유지하는 경우를 1, 중산층에서 상위층

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0으로 정의하여 Logit 모형의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표 Ⅱ-11>~<표 Ⅱ-14>에서는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소득수준이

더 낮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를 0으로 정의하였던 것과 반대로

<표 Ⅱ-15>~<표 Ⅱ-18>에서는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소득수준이 개선되

는 경우를 0의  값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표 Ⅱ-15>의 분석

에서 독립변수의 계수값의 방향이 앞서 살펴본 <표 Ⅱ-11>~<표 Ⅱ-14>의

분석 결과와 반대로 나타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표 Ⅱ-15>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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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 자가주택 소유, 도시 거

주의 계수값도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구주가 결혼을 한

경우미혼인 경우보다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더 높고,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자가주택이 없는 경우보다 상위층으로의 진입 확률

이 높으며 도시 거주자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중산층

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가구원수, 17세 이하

가구원 수, 60세 이상 가구원 수의 계수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중산층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며, 가구원수, 17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가구원의 수가 더 많은 가구들에서 중산층에 잔류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독립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한계효과는 -0.007

의 값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계수값을 갖는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구주의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0.7%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경

우 중산층에 남아있을확률이높아지며, 자가주택을 보유한경우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구원수에 대한 효과는 양의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가구원수가 많

을수록 중산층에 잔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17세 이하와 60

세 이상의 가구원수 역시 중산층을 유지할 확률을 높이는 양의 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기혼인

경우에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중산층에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6>~<표 Ⅱ-18>은 다양한 가구특성과 가구주의 특성을 모형에

추가로 반영하여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한결과이다. 먼저교육과관련

된 변수는 가구주가 고졸일 경우 중산층에 잔류할 확률이 더 높아지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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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형태에 따른결과를 살펴보면무직 또는 비경

제활동인구에 비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

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 음주여부, 흡연여

부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

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여부의 한계효과는 양의 효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흡연여부는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에

잔류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Ⅱ-16>~<표 Ⅱ-18>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추가적인 독립변수를 반

영하였을 때에도 모형이 강건성(Robustness)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Ⅱ-15〉 중산층 이탈검증 결과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의 이동)

계수값 한계효과

연령
-0.030***

-0.007***(-3.816)

연령
0.529***

0.118***(6.269)

기혼자
-0.152***

-0.033***(-3.800)

자가주택 보유자
-0.479***

-0.104***(-19.298)

여성가구주
0.412***

0.086***(9.684)

도시거주자
-0.134***

-0.030***(-6.109)

가구원수
0.229***

0.051***(16.605)

17세 이하 가구원수
0.034**

0.008*(2.127)

60세 이상 가구원수
0.190***

0.042***(7.032)

상수항
0.378**
(2.185)

log likelihood = -24588.782 관측수 : 39,554 pseudo R = 0.0312

주: 괄호 안은 t값임. ***은 1%에서, **은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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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중산층 이탈검증 결과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의 이동)

계수값 한계효과

연령
-0.049***

-0.011***
(-5.904)

연령
0.588***

0.130***
(6.696)

기혼자
-0.035

-0.008
(-0.865)

자가주택 보유자
-0.424***

-0.092***
(-16.690)

여성가구주
0.368***

0.077***
(8.311)

도시거주자
-0.115***

-0.025***
(-5.103)

가구원수
0.201***

0.044***
(14.303)

17세 이하 가구원수
0.063***

0.014***
(3.811)

60세 이상 가구원수
0.236***

0.052***
(8.612)

중졸 또는 고졸
0.159***

0.035***
(4.445)

대학이상 졸
-0.895*** -0.207***
(-22.942)

임금근로자
-0.269***

-0.057***
(-7.545)

자영업자
-0.088***

-0.019**
(-3.365)

상수항
1.422***
(7.744)

log likelihood = -23755.972 관측수 : 39,554 pseudo R = 0.0641

주: 괄호 안은 t값임. ***은 1%에서, **은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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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중산층 이탈검증 결과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의 이동)

계수값 한계효과

연령
-0.054*** -0.112***(-6.274)

연령 0.619*** 0.136***(6.697)

기혼자
-0.010 -0.002(-0.229)

자가주택 보유자
-0.412*** -0.089***(-15.490)

여성가구주
0.436*** 0.090***(8.988)

도시거주자
-0.092*** -0.020***(-3.915)

가구원수
0.203*** 0.044***(13.813)

17세 이하 가구원수
0.055*** 0.120**(3.167)

60세 이상 가구원수
0.249*** 0.055***(8.732)

중졸 또는 고졸
0.183*** 0.040***(4.850)

대학이상 졸
-0.838*** -0.193***(-20.266)

임금근로자
-0.169*** -0.036***(-4.458)

자영업자
-0.095*** -0.021**(-3.487)

건강상태
-0.225*** -0.049***(-13.950)

음주여부
-0.195*** -0.042***(-6.527)

흡연여부
0.286*** 0.062***(11.313)

상수항
2.242***
(11.015)

log likelihood = -21860.452 관측수 : 36,701 pseudo R = 0.0709

주: 괄호 안은 t값임. ***은 1%에서, **은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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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한계효과

연령
-0.055***

-0.012***
(-6.261)

연령
0.636***

0.139***
(6.846)

기혼자
-0.013

-0.003
(-0.304)

자가주택 보유자
-0.476***

-0.102***
(-17.596)

여성가구주
0.445***

0.091***
(9.108)

도시거주자
-0.488***

-0.105***
(-9.576)

가구원수
0.213***

0.047***
(14.377)

17세 이하 가구원수
0.057***

0.012**
(3.282)

60세 이상 가구원수
0.238***

0.052***
(8.316)

중졸 또는 고졸
0.200***

0.043***
(5.238)

대학이상 졸
-0.810***

-0.186***
(-19.417)

임금근로자
-0.160***

-0.034***
(-4.184)

자영업자
-0.110***

-0.024***
(-4.001)

건강상태
-0.227***

-0.050***
(-13.810)

음주여부
-0.179***

-0.038***
(-5.913)

흡연여부
0.277***

0.060***
(10.851)

〈표 Ⅱ-18〉 중산층 이탈검증 결과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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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한계효과

지역 더미(Province_id=2)
0.556***

0.110***
(11.915)

지역 더미(Province_id=3)
0.953***

0.172***
(16.162)

지역 더미(Province_id=4)
0.367***

0.075***
(5.391)

지역 더미(Province_id=5)
0.561***

0.110***
(10.434)

지역 더미(Province_id=6)
0.423***

0.085***
(5.891)

지역 더미(Province_id=7)
-0.092

-0.020
(-1.310)

지역 더미(Province_id=8)
-0.281***

-0.063***
(-5.449)

지역 더미(Province_id=9)
0.118

0.025
(1.249)

지역 더미(Province_id=10)
0.026

0.006
(0.286)

지역 더미(Province_id=11)
0.095

0.020
(1.079)

지역 더미(Province_id=12)
0.011

0.002
(0.144)

지역 더미(Province_id=13)
-0.423***

-0.098***
(-5.145)

지역 더미(Province_id=14)
0.426***

0.086***
(5.622)

상수항
2.312***
(11.009)

log likelihood = -21554.216 관측수 : 36,701 pseudo R = 0.0840
주: 괄호 안은 t값임. ***은 1%에서, **은 5%에서, *은 10%에서 유의함.

우리는 앞에서 표본 기간 동안 소득이동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의 가구가

중산층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어떠한 가구가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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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상위층으로 이동하였는지를 Logit 모형분석을통해 살펴보았다. 이상

의 결과에서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소득이 상승한 그룹으로는 가구주

의 연령이 높은 경우, 기혼자인 가구, 남성인 가구,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

구, 도시에 거주하는가구, 가구원수가적은가구, 17세 이하 혹은 60세 이

상 가구원수가 적은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중산층 강화 대책

1. 주요국의 중산층 추이

중산층 감소 또는 몰락에 대한 논의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이미 주

요국들에서는 한국 보다 이전의 시기에 중산층 감소라는 국가적 문제에 직

면하였다. 중산층 붕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1970년대부터 영국, 호주, 미국 등 소위 영·미식 경제에서 나타났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네덜란드, 일본, 오스트리아를 비롯하여 덴마크를 제

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흥종, 2006). 이는 경제는 성

장하지만 그 과실이 전 소득계층에 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으로 중산층의 몰락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 중산층에 포함됐

던 가구가 고소득층이나 빈곤층으로 빠져나가면서 계층 간 빈부 격차가 극

심해지고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후반 이전까지 높은 불균등도가 지속되다가, 

193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까지 상당히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중산층 몰락이라는 명제

가 미국에서 자주 논의되었다 (홍종학, 2006).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는

1973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85% 이상, 생산성은 50% 이상 증가하였

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효과가 동일 기간 내에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지 못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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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0% 가량 증가하는 동안 1인당 국민소득에서 2008년 중간계층 소득은

2000년에 비해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최근 소득양극화로 인해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에 중추적 역할

을 해온 거대 중산층이 해체되고 심각한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년 가까이 경제 침체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임

금노동자 가구의 평균저축률 감소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였

고, 최근 다수의 중산층 가구가 하위소득 계층으로 이동함에따라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c).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

는 일본인의 비중은 1973년 61.3%에서 2004년에 52.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률을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하였을 때, 일본의 빈곤률은 2005년

8%에서 2009년 15.3%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역시 중산층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rabka and Frick(2008)에 따르면, 독일의 중산층 현황은 1984년부터

2006년 동안 SOEP(Socio-Economic Panel) 상의 중산층(중위소득의

70~150%)이 64%(1984)에서 52%(2006)로 20년 동안 12% 감소했다. 또

한, Burkhauser and Rovba(2006)에서도 평균가구규모조정소득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을 때 1990년대 독일에서 SOEP 상의 실질적인 소득불평등 증

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요 선진국 중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

게 나타나는 이탈리아의 경우 남북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1990년 이후 더

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흥종 외, 2005).

중국의경우 도시와농촌의소득격차로인한양극화가 심화되고있으며, 

중국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 초의 0.27에서 2000년대 초에는 0.45까지 상

승하여 사회주의국가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

다 (牛嶋俊一郞, 2009).

[그림 Ⅱ-1]은 주요국의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소득 5분위 계급별 데

이터에 근거한 세대 소득에 관한 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주요국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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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주요국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로 인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 6개국의 소득5분위계급별 데이터에 근거하는 세대 소득에 관한 지니

(Gini's)계수의 추이 

출처: 石川達哉(2007).

2. 주요국의 중산층 대책과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중산층 감소가 나타나는 원인과 각국의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정책 대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산층 대책에 대한 시사점

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 감소 현상은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수 조 달러에 달하는 가구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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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은퇴 저축, 대학의 저축이 소멸되어 중산층에 큰 손실을 가져왔으며, 금

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이전되면서 실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에 Barack Obama 행정부는 중산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한 중산층

(strong middle class)'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산층

근로가정에 대한 백악관 태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on Middle 

Class Working Families, MC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태스크포

스의책임자는 조지프바이든부통령이 맡았다. 미국의 중산층과 관련한 구

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고용창출, 근로가정세제지원, 의료보험의확대, 교

육정책, 주택소유자지원등이제시되었다. 특히, 녹색일자리를창출하고 고

용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중산층 감세 정책, 실직보험 혜택의 연장, EITC 확대 정책

등도 근로가정 세제 지원 정책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미

국은 대학진학 기회의 확대, 조기 교육의 강화 등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중산층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일부 신자유주의

정책과 고령와의 급진전이 지적되고 있으며, 90년대 전반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인식되고 있다. 일본의사회안전망에대한 비

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大竹文雄(2006)은 일본의 실업보험 등 일시적 빈곤

에 빠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일본 중산층의 해체와 빈곤률 증가는 일본사회에서 ‘격차사회(格差社會)

로 표현되며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불안정성의

완화와 사회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빈곤층 증가 및 소득양극화의 원인이 ‘작은 정부’를 표방한 정부

의 구조개혁에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總合硏究開發機構(2006)는 장기불황

으로부터 야기된 실업률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반론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성장률이 평균 1%인 장기경제불황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 실업

률 증가와 생활보호 세대의 증가가 초래되었으며,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 및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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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러한 진단은 경기팽창 시 나타나는 고용증가 효과가 지속될 경우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소득격차 확대는 7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인구전체에서 소득격차가 큰고령자층의 인구 비율

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그 주요 원인이 있으므로 고령자층 내의 소득 재분

배를 위한 세제·사회보장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외에도 노동

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가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이라는 비

판에대하여, 규제완화는 비정규직확대로인한 정규직의 감소 보다오히려

장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를 방지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반론을 제

시하였다. 

일본의 소득양극화와 중산층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麻生太郞

(2006)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개혁을 선언하였다. 먼저, 경제

정책으로는 국가채무의 경감을 통한 재정재건, 세제개혁 및 성장력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이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안정된 경제성장을위한 정책수단

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를 경감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

업에서 신기술 개발의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감소로 행정비용을 감소

시키고 사회의 활력이 증가하도록 하는 대담한 정책감세를 실시하고자 하

였다. 이는 세수입 및 총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한편, 

우선적으로불필요한 분야의철저한세출삭감 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

하여증세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령화 비율이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과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는 국가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경

제성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인구감소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성장력을 발휘

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나 글로벌 전략 등 성장력 강화 정책도 제시하

였다. 한편, 교육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을 개선하고, 지

역의교육력을 강화하며, 높은 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한 출산률 하락을 막기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중산층 대책은 麻生太郞(2006)에서 선언된 정책에 그 기반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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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가 수립한 경제 대책의

총 규모는 75조엔으로, 세계 주요국 중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이다. 일본

이 세계 동시불황으로부터 탈출하고, 국민의 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 보장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행정개혁 및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독일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산층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실업문제 및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독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활성화, 

교육·훈련혁신, 유아보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Agenda 2010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하르츠 개혁에서도 근로유인 및 고용지원을 위해신규고

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 사회보장 지원

기준 강화와 급여 삭감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중산층

강화 정책은 해고를 막기 위한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능력향상, 소득세 완화, 건강보험 부담금 완화 및 사업체에 대한 안전망 구

축 등 부담완화정책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다양한 투

자정책을 통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정부의 투자는 육아시설, 학교, 도로, 병원을 개선하는 데 사용

되며, 기후보호 및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등의 미래형 엔진 개발을 지원하고, 

2010년 말까지 초고속인터넷의 전국적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오염 배출정도에 기반한 자동차

세 부과 등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주요국의 중산층 대책은 우리의 중산층 대책에도 많은 시사

점을 준다. 주요국의 중산층 대책을 살펴보면 이들 정책이 중산층에 대한

직접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복원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산층 강화를 위하여 고용과 노동

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근로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분이동

과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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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중산층 강화 정책도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 및 인

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일 정부의 대

응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 유

연성을 강화하고 각종 고용지원정책과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근

로유인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산층 복원

전략에 기초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경쟁력과 사

회적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과 그 이후를 고려한 마

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입되는 막

대한 재정을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 자산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중산층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산층 감소와 관

련한 각국 정부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중산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왔다. 우리 정부의 중산층 정책은 중산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서민의 중산층으로의 복원을 추진하며 미래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복지·교육·노동 등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

운 사회정책 기조로 ‘휴먼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정책개발에 나

서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은 중산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산층

의 이탈 원인을 분명히 파악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이 마

련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산층에서 이탈해서 소득수준이 감소되는 방향

으로이동한 가구들의특성을살펴보면, 중산층 강화정책의재원을어떠한

측면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의 결과에서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소득이 감소한 그룹으로는 가구주

가 여성인가구,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비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17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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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들에 포커스가 맞추어졌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 정부의 중산층 강화 정책은 정부 정책의 고려범위를 경제위기로 빈

곤층 전락위기에 처한 서민과 중산층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위기로 중산층에서 이탈한 서민의 중산층으로의 복원을 추진

하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나타난중산층의 결정요인들

은 이러한 정부의 중산층 강화 정책의 주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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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 중산층의 복지의식 분석

제1절 본 장의 목적 

본 장에서는 중산층 이탈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차

원에서 한국인의 가지고 있는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의식이란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비

롯하여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나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세금 부담 의

사 등 사회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preference)와 믿음체계(belief) 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표출되

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아무리 최적의 정

책이라도 국민들의 선호와 믿음에 동떨어진 복지정책은 정치적 실현가능성

이 낮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 존속되기도 어렵다. 

물론 국민들의 선호와 믿음체계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

민들의 선호와 믿음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책과 제도가

선호와 믿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내생적 선호와 믿

음의 형성(endogenous formation of preference and belief)에 대한 문제

로서 경제학에서는 그동안 가볍게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연

구들이 증가하고 있다.7)

7) Alesina and Fuchs-Schundeln(2007)은 독일의 1997년과 2000년 자료를 활용하여 동독
출신일수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은 공공부문에 있다고 답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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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의 구성원의 복지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Corneo and Gruner(2002)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1992년데이터를 기반으로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

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질문을 활용

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효과(homo oeconomicus effect), 공공가치 효과(public value 

effect), 사회적경쟁효과(social rivalry effect) 세가지를구분하고있다. 

먼저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효과로 복지정책

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변화가 그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당신이 속한 나라에서 소득이 더 평등해진다면 당신 소득은 어떻

게 변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

를 측정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계급의식은 거칠게 말하면 호

모에코노미쿠스 효과에 의한 복지선호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가치효과는 재분배 지지에 개인의 일반적인 공적 가치관

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노력과 운

중 운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분배 노력에 적

극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노력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

우에는 정부의 재분배노력에지지를덜 보낸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이

동성이 작은 사회에서는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만 사회적 이동

성이 큰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고 본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성공에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과

‘아버지가 당신 나이였을 때와 비교하여 당신의 삶은 나아졌는가’라는 질문

을 이용하여 공공가치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쟁효과는 재분배 후 이웃한 사회 계층 간의 접촉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재분배 지지에 이를 고려할 것으로 보았다. 즉,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이 속한 사회의 체제나 제도가 구성원의 선호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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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환경이 개인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분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및 높은 계층이 개인의 사회 계층에 유입됨에 따라

일어날 변화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효과 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의 호모에코노미

쿠스 효과와 공공가치 효과이다. 이중에서도 두 번째 효과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 Alesina and Angeletos(2005)는 미국이 서유럽보다 세전 소득 불

평등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분배 정책이 더 확장적(extensive)

인 원인이 시장 결과물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Alesina and・Ferrara(2005)는 그 당시 사

회에 나타난 전반적인 이동성(general mobility)을 동시에 활용하여 사회이

동성에 대한 인식이 복지의식이나 복지선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Corneo and Gruner (2002)가 말한 공공가치효

과가 복지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는 결과들이다.

본장에서 우리는 복지패널과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복지의식 중 호모에코노미쿠스 효과와 공공

가치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려고 한다. 

우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의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호모에코

노미쿠스 효과보다 공공가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그

리고나이별로 크게 다르지는않았다. 반면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복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과반수가 응답자들이 모든 복지분야에 걸쳐 정부의 지출

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신의 책임이 아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나 빈곤 등(장애인과 노인 생활지원 빈곤층

지원)에는 강한 지지를 보이는 반면 그 외의 다른 불평등이나 빈곤(실업, 

교육, 건강, 연금)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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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본장의 결론들은 특정계급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함축한다.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절에서는 사용한 자료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다음 제 3절에서는소득분배와정부의역할에대한우리국민들

의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보고그 다음으로분야별복지지출에대한의견을살펴본다. 제4절에서

는 복지서비스가 개인의 유인동기에 미치는 역기능,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

한 인식, 노동자에 대한 생계보장 의견 등 현실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들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견을 형성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제5절에서는 복지재원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제6절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

펴보겠다. 제7절에서는 우리국민들이 결과의평등과기회의 평등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인식들을 살펴본다. 제8절은 결론이다. 

제2절 자료의 설명

우리가한국인의 복지의식분석을위해주로 이용한자료는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

한 2007년 한국복지패널(이하 KOWEPS로 약칭) 2차년도 조사자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이하 ISSP로

약칭)에서 회원국에 대해 공통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2006년 정부의 역

할(Role of Government)에 대한 4차 자료와 2009년 사회적 불평등

(Social Inequality)에 대한 4차 자료이다. ISSP의 자료는 특히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복지의식간의 국제비교에 유용하다. 이 두

가지 자료 외에 보조적으로 World Bank, OECD, 한국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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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복지패널 

KOWEPS 2차년도 조사자료는 1차년도에 구축된 패널표본가구인 총

7,072가구에서 신규 및 탈락 가구를 조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8) 

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가구용, 가구원9)용, 부가조사용(복지의식) 세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구용 조사는 가구 일반사항, 주거, 생활비, 소득, 

복지서비스이용 등에관한 문항으로구성되어 있고, 가구원용 조사는 사회

보험 및 연금수급, 근로, 생활만족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조사용 조사는 복지의식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0).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복지의식 조사자료는 전체 표본 중 일부를 추출한

표본을 대상하여 부가조사를 수행한 자료인데, 조사가 완료된 표본은 총

1,678명이었으며, 표본 평균 나이는 약 54세(최소 21세 최대 92세)이고 평

균 교육연수는 약 9.5년(최소 0년 최대 18년)이다.11) 남성과 여성의 비율

은 45%대 55%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았지만 큰 차이라 볼 수는

없다. 

다음 표는 복지의식 부가조사의 세부 조사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8) 여기서 1차년도 패널표본가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조사구 자료에서 전체 23만
여 개 조사구를 바탕으로 이중 517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의 소득 및 가구
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하고 2차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여 구축하였다. 

9) 여기서 가구원은 2006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자이며, 이는 소득과 소비
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를 의미 한다

10) 복지의식 설문 문항에 관하여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교육연수는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현재 교육수준과 재학·중퇴·졸업 등 해당 수준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중퇴나 수료의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총 교
육연수의 반을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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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KOWEPS 2차년도 복지의식 세부 조사 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1. 전반적인 

사회적 정치적 

인식과 태도

사회계층구조과 관련한 인식 (2문항)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식 (2문항)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견 (14문항)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의견 (12문항)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23문항) 

2.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세금부담에 대한 의견 (3문항)

납세에 대한 의견  (4문항)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견 (2문항) 

본 장에서는 KOWEPS 자료에서 조사한 복지의식 관련 문항에 대해서

각 응답항목에 대한 빈도수 및 비율을 분석한 분포 그래프를 통해 한국인

의 전반적인 복지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수준 및 연령

그리고 시장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분포와 평균 응답점수를 산

출하여 응답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각 계층에 따라 어떠한 복지의식을 지니

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개념으로 가구원 1인당 ‘시장소득’을 사용하였다. 시장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을 합한 1차소득(primary 

income)에 기업연금이나 기타사적 현금소득과 같은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본 자료의 가구 1인당 중위시장소득은 728만 원이다. 우리는

OECD(1995)의 중산층 정의에 따라 가구원 1인당 중위 시장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가구 1인당 시장소득이 364만 원 이상

1,092만 원 미만 범위에 있는 개인들을 중산층으로 정의하였다. 각 소득계

층의 시장소득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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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KOWEPS 복지의식 조사 자료의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가구원 1인당 연 시장소득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빈곤층 약 208만 원 -68만 원 509.5만 원

중산층 약 679만 원 364만 원 1092만 원

상류층 약 1,750만 원 1093만 원 8870만 원

다음 교육수준에 따른 그룹은 응답자의 교육연수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

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교육수준이 6년 이하인 개인들로 구성되고

두 번째 그룹은 6년 초과 12년 이하의 개인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교

육연수가 12년 이상인 개인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연령 그룹은 20대부터 50대까지는 10세 단위로 그룹을 나누

었으며 60대 이상은 한 그룹으로 묶어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패널의 자료에 고령층이 지나치게 과다 표집 되어 있

음을 발견하였다. 다음 표는 KOWEPS 자료의 연령별 인구분포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Ⅲ-3〉 KOWEPS 인구구성과 통계청 인구구성의 비교 

(단위: %) KOWEPS 인구구성 통계청 인구구성

20대 2.7 20.6
30대 18.1 23.4
40대 22.1 22.9
50대 17.4 15.0
60대 19.4 10.1
70대 15.3 5.9
80대 5.0 1.8

90대 이상 0.1 0.2

이에 의하면 KOWEPS자료가 실제인구구성(통계청 자료)에 비해 청년층

은 과소표집하고 고령층은 과대표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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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은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의 약 1/10에 불과한 반면 70대와 80대는

실제비중보다 3-4배 더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06년 인구추계인구 자료12)를 바탕으로 각 연령

별 인구 분포를 산출하여 인구가중치를 만들고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과 후

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s(ISSP)

ISSP는 1984년 창설되었으며 2010년 현재 46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한국은 2003년 개최된 ISSP 총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가입 인준을 받아 39번째 회원단체로 가입하였고, 

현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ISSP 연차적 주제모듈을 포함하여 조

사를 진행하고 있다. 

ISSP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된 주제로 모듈을 개발하고 가입한 회원단체

들과 해당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가 이

루어진 주제로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환경(Environment) 등 11가지이다.13) 

본 장에서 활용한 조사자료는 1985년, 1990년, 1996년에 이어 2006년

에 4번째로 수행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4차 조사자료와 1987년, 1992년, 

1999년에 이어 2009년에 4번째로 수행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4차 조

사자료이다. 조사문항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KOWEPS 자료와 관련지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ISSP와 KOWEPS가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항들에

대한 자료만을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료의 조사 대상 표본은 총 45,601명이며 한국은

1,50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본의 평균 나이는 만 43세(최소 만 18세

12) 2006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DT_1B01001),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13) 2011년에는 건강(Health)에 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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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만 92세)로 KOWEPS 복지의식자료 평균 나이인 54세보다약 10세

적었다. 교육연수의 경우 약 12.6년(최소 1년 최대 21년)으로 복지의식 자

료에비해 약 3년 많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 45%대 55%로 매우유사

한 수치를 보였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자료는 전체 조사 대상 표본 중

한국인 1,500명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표본의 평균 나이는 ‘정부의 역할’자

료와유사한만 44세(최소 만 18세최대 만 94세)이고 교육연수는약 12.4

년(최소 0년 최대 22년)이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8%대 52%이다.  

KOWEPS 자료와 달리 ISSP 자료들의 한국 연령별14) 인구분포는 통계

청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인구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따라서 ISSP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할 때는 인구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표 Ⅲ-4〉 ISSP 인구구성과 통계청 인구구성의 비교 

(단위: %)　
ISSP 인구구성

통계청 인구구성
정부의 역할 2006 사회적 불평등 2009

20대 17.14 14.64 20.36

30대 23.72 23.85 23.11

40대 27.18 27.08 22.61

50대 13.09 16.08 14.83

60대 9.10 10.58 9.97

70대 6.78 5.98 5.82

80대 1.53 1.65 1.58

90대 이상 0.20 0.14 0.02

한편, ISSP 자료의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이자·재산·임대 소득, 연

금, 각종 보조금 및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월평균 가구 소득액으로 시장소

14) ISSP 자료는 ‘만 나이’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변환하기 위해 1을 더하여 사
용하였으며, 10대와 95세 이상 표본은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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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KOWEPS와 달리 ISSP의 소득은 ‘소득없음’ 

항목에서부터 ‘1000만 원이상’ 항목까지 총 21개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 금액 정보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소득

구간의 중간값을 개인의 소득으로 정의하였다. 

제3절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인식

이절에서는 먼저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묻는 질

문들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한 후 정부의 분야별 지출에 대한 의식을 검

토하겠다.

먼저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성장과 분배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국의 소득분배가 평등 혹은 불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만약 소득분배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

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KOWEPS에서 다음의 세 가지 설문을

이용하였다.

(1)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

(2) ‘우리나라는소득이나재산에있어서얼마나평등하다고생각하는가?’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

인가?’

먼저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로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1에 가깝고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4

에 가까운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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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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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배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로 나타났고 성장만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11%를 보였다. 왼쪽 두 항목과 오른쪽 두 항목 비율을

합산하여 비교해보면 분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7%, 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3%로 후자의 비율이 약간 높지만 큰 차이

라고보기는 어렵다. 대체로보아 우리국민들은 성장과 분배모두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

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자. 이 질문은 평등에서부터 불

평등까지 정도를 7개 숫자로 나타내어 완전히 평등한 사회로 생각하는 경

우 1을,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로 생각하는 경우 7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 그림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를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과

부여한 후로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2〕 우리나라는 소득·재산에 있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16
29

85

251

463
444

390

1% 2%
5%

15%

28%
26%

23%

평등① ② ③ ④ ⑤ ⑥ ⑦불평등

가중치 부여 전

13 24

94

301

506

393

348

1% 1%
6%

18%

30%

23%

21%

평등① ② ③ ④ ⑤ ⑥ ⑦불평등

가중치 부여 후



72

중
산
층
의
 추
이、
이
탈
원
인
과
 대
책

대략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가중치 부여 전·후 분포 모두 약 75%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우리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자. 이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1부터 매우 반대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5까지 5

개 선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Ⅲ-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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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약 75%

이고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는 약 9%로 대다수의 정부가 적

극적으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소득

이나 재산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며 이 불평등한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성장과함께 분배문제

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그리고 나이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아래 표에 의하면 계층 간 인식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된 패턴

을 보이는 경우조차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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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응답 분포 

(단위: %)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1) (2) (3) (1) (2) (3)

교육수준

6년 이하 52 76 74 53 78 75

~12년 이하 46 79 75 41 73 75

12년 초과 41 76 73 38 74 72

소득계층

빈곤층 50 79 76 49 82 77

중산층 50 76 74 45 73 75

상위층 40 77 73 37 72 73

연령

20대 36 64 74 27 56 77

30대 45 76 72 44 76 73

40대 44 80 74 43 80 74

50대 49 80 79 50 80 78

60대 이상 50 76 72 50 77 72

전체 47 77 74 43 74 74

주: (1)은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분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들(1과 2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는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5, 6, 7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3)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 사람들 (1
과 2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실제로 교육, 소득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

석을 행하여 보면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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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추정 결과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1) (2) (3) (1) (2) (3)

가구 1인당 시장소득

(단위 : 백만 원)

0.004 -0.001 0.0001 0.004 0.005 -0.0003

(0.91) (-0.33) (0.03) (0.72) (1.06) (-0.05)

교육연수
0.019* -0.005 -0.001 0.005 -0.001 0.014

(2.40) (-0.72) (-0.19) (0.41) (-0.07) (1.42)

나이
0.003 -0.0002 0.001 -0.006 0.011 0.003

(1.21) (-0.07) (0.43) (-1.49) (3.04) (0.61)

성별
-0.055 -0.102 0.012 -0.099 -0.018 -0.074

(-0.99) (-1.89) (0.21) (-1.21) (-0.22) (-0.84)

가구원 수
-0.006 0.017 -0.005 -0.062 0.060 -0.010

(-0.26) (0.72) (-0.21) (-1.74) (1.79) (-0.25)

광역시거주여부
-0.014 0.093 0.038 -0.130 0.043 -0.007

(-0.24) (1.74) (0.67) (-1.71) (0.57) (-0.08)

표본 수 1657 1662 1606 1657 1662 1606

주: (1)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순서형 프로빗

   (2)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들에서 얻어진 결과들과 비교하여 매우 흥미로

운 결과이다. Corneo and Gruner(2002)를 비롯한 외국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개인의 소득수준에 반비례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교육수준변수가 통계적으로 전혀 유

의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ISSP 2006년 자료 중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활

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몇 나라들에 대하여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을 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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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국가별 추정 결과 

South

Korea
Japan USA

Great

Britain
Sweden Germany Russia

소득
-0.0003 0.0008* 0.088*** 0.263*** 0.286*** 3.822*** 0.074*

(-0.51) (1.98) (5.34) (5.18) (5.32) (6.27) (2.47)

교육연수
0.004 0.044 0.043*** 0.0219 0.062*** 0.029** 0.032***

(0.20) (1.79) (3.85) (1.23) (5.02) (2.65) (3.43)

성별
-0.104 0.011 -0.049 -0.006 -0.241** -0.133* -0.067

(-1.02) (0.10) (-0.76) (-0.07) (-3.11) (-2.01) (-1.11)

가구원수
-0.105* 0.005 0.083** 0.103* 0.119** 0.073* 0.043

(-2.24) (0.13) (3.00) (2.54) (3.14) (2.35) (1.74)

종교여부
0.098 -0.020 0.128 -0.106 0.036 0.235*** -0.122

(0.97) (-0.17) (1.51) (-1.26) (0.41) (3.36) (-1.65)

혼인여부
0.341** -0.089 0.0893 0.132 0.100 -0.035 -0.080

(2.84) (-0.71) (1.27) (1.38) (1.00) (-0.47) (-1.25)

노동조합

가입여부

-0.055 0.122 -0.122 -0.145 -0.422*** -0.242* -0.024

(-0.43) (0.91) (-1.21) (-1.46) (-5.22) (-2.37) (-0.32)

표본 수 501 384 1178 681 835 1134 1639

주: 우리가 사용한 더미변수는 다음과 같다. 
   성별변수: 여자는 1이고 남자는 0이다.
   혼인상태변수: 혼인상태이면 1이고 이혼, 사별, 미혼 등 혼인상태에 있지 않으면 0이다. 
   종교여부변수: 종교가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다. 
   노동조합 가입여부변수: 현재 노동조합 가입상태이면 1이고 아니면 0이다. 

위의 표는 그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KOWEPS를 활용하

여 추정한 모형과 거의 유사하게 소득, 교육연수, 성별 등에 있어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반면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분배개선을 위한 국가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사회학에서는 한국인의 계급의

식이 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15) 이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아래

15) 신광영·조돈문·이성균(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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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게 되겠지만 한국인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자신의 사회경제

적 지위가 복지나 평등에 대한 의식에 강하게 영향을 주겠지만 기회의 평

등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절차적 공정성이나 공정한 기회를 강조할 것이므

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복지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일반적 복지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분야별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파악해 보자. 먼저

KOWEPS 복지의식 자료는 환경, 건강보험 및 보건, 교육 등 총 14개 분

야별로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가운데 7개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원래 문항은 ‘___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5개 응답항목(‘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16) 지출확대 및 축소에 대한 응답을 각각 합산하여

아래 표로 나타내었다. 

〈표 Ⅲ-8〉각 영역별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 응답 분포 

_____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가, 줄어들기를 바라는가?

(단위: %) 지출확대 현재수준 유지 지출축소

(1) 장애인생활지원 82 (80) 15 (15) 3 (4)

(2) 노인생활지원 81 (78) 15 (16) 4 (7)

(3) 빈곤층 지원 74 (72) 19 (18) 7 (10)

(4)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56 (57) 34 (33) 10 (10)

(5) 교육 56 (55) 30 (29) 14 (16)

(6)건강보험 및 보건 52 (54) 32 (31) 16 (16)

(7) 국민연금(노령연금) 47 (41) 33 (32) 20 (27)

주: 괄호안의 수치는 가중치 부여후의 추계치이다.

16) ‘모르겠다’는 응답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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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장애인

과 노인 생활지원 빈곤층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분야이다. 전

체의 70%~80% 이상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지출을 축

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0% 이하이다. 반면 실업대책 및 고용보

험 분야와 교육 분야는 절반 이상이 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

나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 건

강보험 및 보건 분야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야는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0% 내외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현재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모든 복지분야에 걸쳐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을대상으로 하는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국민들

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신의 책임이 아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나 빈곤 등(장애인과 노인 생활지원 빈곤층

지원)에는 강한 지지를 보이는 반면 그 외의 다른 불평등이나 빈곤(실업, 

교육, 건강, 연금)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 우리는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상이한 복지의식을 갖는지 살펴보기위해 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분야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면 앞의 일반적 복지의식

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층이 노후 생활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강하여 연금에 대한 지출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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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각 영역별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 추정 결과 

가중치 부여 전

(1) (2) (3) (4) (5) (6) (7)

가구 1인당 

시장소득

0.003 -0.005 0.006 0.008 0.008 0.002 0.002

(0.73) (-1.19) (1.44) (1.91) (1.92) (0.55) (0.44)

교육연수
-0.011 -0.016* -0.012 0.002 -0.010 -0.013 0.001

(-1.32) (-1.99) (-1.47) (0.23) (-1.29) (-1.62) (0.14)

나이
0.006* 0.004 0.01*** 0.001 0.004 0.002 -0.01***

(2.52) (1.73) (3.31) (0.27) (1.71) (0.69) (-3.89)

성별
-0.028 -0.024 0.029 -0.054 -0.011 0.024 -0.067

(-0.48) (-0.42) (0.51) (-0.97) (-0.20) (0.44) (-1.21)

광역시
-0.032 0.019 -0.028 -0.080 -0.021 0.012 0.049

(-0.56) (0.34) (-0.50) (-1.45) (-0.38) (0.22) (0.90)

가구원수
-0.026 -0.007 -0.0002 -0.018 -0.040 0.012 -0.031

(-1.05) (-0.28) (-0.01) (-0.76) (-1.66) (0.49) (-1.33)

가중치 부여 후

(1) (2) (3) (4) (5) (6) (7)

가구 1인당 

시장소득

0.009 -0.003 0.004 0.009 0.0001 0.006 -0.003

(1.42) (-0.43) (0.53) (1.52) (0.01) (1.22) (-0.57)

교육연수
-0.023 -0.015 -0.001 0.006 -0.010 -0.017 -0.007

(-1.27) (-0.92) (-0.06) (0.59) (-0.94) (-1.57) (-0.47)

나이
-0.001 -0.004 0.001 0.002 -0.001 0.003 -0.016*

(-0.08) (-0.59) (0.08) (0.39) (-0.28) (0.74) (-2.58)

성별
-0.141 -0.169 -0.106 -0.122 0.054 -0.090 -0.105

(-1.44) (-1.64) (-0.97) (-1.42) (0.70) (-1.11) (-1.35)

광역시
-0.001 0.029 -0.021 -0.109 0.045 0.035 0.038

(-0.01) (0.28) (-0.20) (-1.39) (0.56) (0.47) (0.43)

가구원수
-0.068 -0.091* -0.098* -0.034 -0.054 0.007 -0.049

(-1.68) (-2.03) (-2.28) (-0.98) (-1.57) (0.20) (-1.55)

표본 수 1641 1651 1643 1592 1598 1640 1602

주: 각 번호에 해당하는 문항은 〈표 2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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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앞 절에서는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의견과 정부의 분야

별 지출에 대한 의식을 검토하였다. 이절에는 복지서비스가 개인의 유인동

기에 미치는 역기능,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노동자에 대한 생계보

장 의견 등 현실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들에 대한 응답 분포

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견을 형성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우리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KOWEPS 의 다음의 세 가지 설문을 이용하였다.

(1)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2) ‘기초생활수급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가’

(3)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

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먼저 복지확대가 개인의 유인동기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기로 하자.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 분포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4〕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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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분포가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으나 오른쪽 항목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해당질문에 대한 의견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

욕이떨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다. 해당 주장에 대해반대하

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을 나누어 합산 비율을 구해보면 반대하는 입장은

약 50%이고 찬성하는 입장은 약 36%로 일할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빈곤 또는 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한국인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

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은 노력과 자신이

통제할수 없는 환경이나 운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데 이 중 어느 것

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인식

의 차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도 달라진다. KOWEPS 복지의

식 자료에도 ‘기초생활수급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와 유사한 설문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을 비롯한 사

회·경제적결과물이 주로 개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주로 환경

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가라는 내용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

분배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KOWEPS 자료의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그림 Ⅲ-5〕 기초생활수급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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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부여 전에는 응답 분포가 거의 대칭형 분포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가중치르 부여한 후에는 반대의 비율이 늘어나고 동의 비율이 줄어들어 왼

쪽으로 치우진 분포가 나타났다. 하지만 가중치 부여 후에도 반대와 동의

비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 가지 특징은 다른 문항에 비하

여 중립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 분포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어느 한 의

견도 다수의 의견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이 응답이 고르게 분포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전반적인패턴은 기초생활수급 빈곤층이게을러서 가난

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최소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의식을 살펴보기

로 하자.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출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 자격

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빈곤층에 대한 우호적인 복지의식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 및 이를 형성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응답 분포를 나타낸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 Ⅲ-6〕 노동능력이 있어도 가난한 경우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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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 대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의 분포가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위 분포는 왼쪽의 동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거의 대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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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더 이루어

져야 하지만 노동능력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양하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설문들에 대한 계층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자.

〈표 Ⅲ-10〉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 대한 인식 : 응답 분포 

(단위: %)
가중치 부여전 가중치 부여 후

(1) (2) (3) (1) (2) (3)

교육수준

6년 이하 40 25 41 41 25 41
~12년 이하 52 40 47 52 38 50
12년 초과 60 51 47 62 54 49

소득계층

빈곤층 45 37 47 48 42 49
중산층 50 36 45 53 40 51
상위층 52 39 42 54 39 44

연령

20대 51 44 56 53 36 61
30대 57 52 50 58 52 49
40대 59 47 51 58 46 50
50대 49 33 39 50 34 39

60대 이상 41 26 40 41 26 40
전체 50 37 45 53 40 48

주: (1)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1~3의 응답을 한 사람들)의 비율

   (2) ‘기초생활수급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1과 2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3)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에       대해 찬

성하는 사람들(1과 2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계층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를 늘려도

일할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와 ‘기초생활수급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소득이 높거나 연령이 많을

수록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실제로 해당 문항을 종속변수로 두고 순서형

프로빗으로 모형을 추정해 보면 이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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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 대한 인식 : 추정 결과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1) (2) (3) (1) (2) (3)

가구 1인당 시장소득

(단위: 백만 원)

0.003 0.011** 0.012** 0.010 0.011* 0.017**

(0.90) (2.73) (3.06) (1.53) (2.21) (3.25)

교육연수
-0.020** -0.03*** 0.001 -0.037** -0.060** -0.001

(-2.65) (-3.97) (0.11) (-2.89) (-5.56) (-0.08)

나이
0.008** 0.013*** 0.01*** 0.0004 0.003 0.012**

(3.25) (5.50) (4.25) (0.07) (0.77) (3.58)

성별
0.007 0.065 -0.012 0.038 -0.015 -0.099

(0.13) (1.19) (-0.22) (0.35) (-0.16) (-1.27)

가구원 수
-0.015 0.046 0.032 -0.037 0.011 0.037

(-0.65) (1.95) (1.36) (-0.92) (0.26) (1.21)

광역시거주여부
-0.138** -0.019 -0.092 -0.229* -0.049 -0.099

(-2.64) (-0.36) (-1.69) (-2.50) (-0.57) (-1.37)

표본 수 1661 1661 1660 1661 1661 1660

주: (1)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

   (2) ‘기초생활수급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

   (3)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에 대   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

제5절 복지재원에 대한 인식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복지의식에 기반한 국민들의 지

지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를 위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는 복지에 대한 세금 납부 의사를 살펴보고 복지재원 책임 주체에 대한 인

식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KOWEPS의 다음의 세 가지 설문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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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2) ‘사회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3)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먼저 KOWEPS는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

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복지재원 확충

을 위해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림 Ⅲ-7〕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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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와 같은 응답 분포가 도출되었다. ‘동의한다’가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1%나 되었다. 동의와

반대 비율을 합산하여 보면 44%(가중치 부여 후:42%)가 동의하였고

35%(36%)가 반대하여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보자. 다음은 해당 문항의 응답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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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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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보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동의한

비율은 총 37%(매우동의+동의)이며 반대한 비율은 총 34%(매우반대+반

대)이고 중립 입장을 보인 비율은 28%이다. 이는 앞서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며 실제로 응답도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17)

즉 우리국민의 상당수는 세금을 증가시키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

성 및 반대 응답 분포이다. 

〔그림 Ⅲ-9〕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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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는 설문 (1)과 설문 (2)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문의하였
는데 두 문항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묻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86

중
산
층
의
 추
이、
이
탈
원
인
과
 대
책

먼저 응답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였으며 가중치 부여 전과

후의 응답 분포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동의한다’로 약 42%였으며 ‘중립’으로 응답한 비율이 32%로 두 번째로

높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

비율은 총 약 22%로 나타났다. 앞서 다양한 문항을 통해 분석한 응답 분

포 모양이 대부분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긍정적 복지의식 경향을 나타난데

반하여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설문에 대한 그룹별 응답분포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Ⅲ-12〉복지재원에 대한 인식 : 응답 분포 

(단위: %)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1) (2) (3) (1) (2) (3)

교육수준

6년이하 46 37 24 47 37 24
~12년이하 42 34 19 41 34 15
12년초과 46 45 27 40 43 22

소득계층

빈곤층 50 43 28 49 42 26
중산층 43 35 21 42 34 17
상위층 42 36 20 40 38 18

연령

20대 27 40 11 34 36 6 
30대 38 36 17 38 36 18
40대 44 34 21 44 34 20
50대 47 36 22 47 38 22

60대 이상 47 40 26 47 40 26
전체 44 37 22 42 37 19

주: (1)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에 찬성하는 사

람들(1~3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 ‘사회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에 동의한 사람들(1~2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3)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에 동의하는 사람들 (4~5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먼저 교육수준은 그룹별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고 소득 계층의 경

우 상위층으로 갈수록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서는 안 된다



87

제
3
장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분
석

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에

서 60대로 갈수록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졌는데 이는 젊은 층에게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현재 및 미래 세금에 대

한 부담이 작용하고 노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과 노후 생활

영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해당 문항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계

층은 빈곤층이었고 중산층 및 상위층은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분

포를 살펴보면 20대 그룹은 연령 그룹 중에서반대 비율이 가장 낮으며 중

립 비율과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순서형 프로빗을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Ⅲ-13〉복지재원에 대한 인식 : 추정 결과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1) (2) (3) (1) (2) (3)

가구원 1인당 시장소득

(단위 : 백만 원)

0.01*** 0.008* 0.011** 0.02** 0.006 0.005

(3.42) (2.00) (2.79) (3.00) (1.22) (0.90)

교육연수
-0.005 -0.017* -0.03*** 0.008 -0.023* -0.046**
(-0.69) (-2.10) (-3.34) (0.79) (-1.97) (-3.19)

나이
-0.003 -0.004 -0.01*** -0.001 -0.001 -0.014*
(-1.27) (-1.55) (-3.46) (-0.37) (-0.29) (-2.32)

성별
0.145** 0.088 0.119* 0.117 0.083 0.155*
(2.74) (1.61) (2.17) (1.54) (1.14) (2.08)

가구원 수
0.001 0.018 0.034 -0.017 0.058 0.031
(0.06) (0.76) (1.43) (-0.52) (1.88) (1.03)

광역시거주여부
-0.078 -0.056 0.006 -0.16* -0.067 -0.039
(-1.49) (-1.08) (0.12) (-2.12) (-0.87) (-0.47)

표본 수 1659 1661 1661 1659 1661 1661

주: (1)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

   (2) ‘사회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

   (3)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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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

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가구 1인당

1차소득이 증가할수록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금을 더 걷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대 세금 부

담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본다. 다음으로 여성인 경우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rneo 

and Gruner(2002)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일수록 긍정적인 재

분배혹은 복지의식을지니고있다고나타난 데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가계 살림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다음 ‘경제를살리기위해서세금을줄여야한다고생각하는가’라는항목에

대한추정결과를보면가구의 1인당시장소득이높을수록경제를살리기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

율증감이소득증감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세금증가에대해부정적인

의식이 형성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해당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

고나이가많을수록경제를살리기위해세금을줄여야한다는의견에반대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나이가많을수록보수적인경향은있으나세

율이증가하여도젊은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세금부담이덜하기때문에세

금관련문제에있어서는관대한의식을갖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국민들이 세금을 늘려서라도 복지확대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식

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김영순 외(2007)는 이를 우리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 의식구조라 부르고 있다. 

예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과 ‘사회복

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문항 간의 응답 결합 분

포18)를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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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복지재원에 대한 인식 : 문항 간 응답 결합 분포 (1)

(단위: %)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증세해야 한다

매우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반대 Total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 

감소

매우반대
그룹 1 : 13.12 4.35 그룹 2 : 4.65 22.12 

반대

중립 10.44 10.79 7.57 28.80 

동의
그룹 3 : 13.89 13.18 그룹 4 : 22.00 49.08 

매우동의

Total 37.45 28.32 34.23 100

응답 분포표를 보면 그룹 1(사회복지확대를 위해 증세하는 데에 찬성하

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감소하는 데에 반대한 그룹)이나 그룹 4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감소해야 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증

세하는 데에는 반대한 그룹)처럼 이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룹 2(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감소하는 데에 반대하며 사회복지를 위

해 증세해야 한다는 데에도 반대한 그룹)이나 그룹 3(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감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증

세해야 한다고 응답한 그룹)처럼 의식이 비 일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들도 있다.

다음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책임이다’라는 질문과 ‘사회복지확대를 위

해 증세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교차 상관표는 아래와 같은데 이 표

를 보더라도 복지의식이 비 일관적이고 이중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룹이

존재한다.

18) 2007 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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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복지재원에 대한 인식 : 문항 간 응답 결합 분포 (2)

(단위: %)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증세해야 한다

매우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반대 Total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책임

매우동의
27.93 20.72 25.28 73.92 

동의

중립 5.67 5.67 5.18 16.52 

반대
4.13 1.91 3.51 9.56 

매우반대

Total 37.73 28.30 33.97 100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라는 질문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라는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 아니

다. 예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질문은 세금이 갖는

유인동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질문인 반면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세금

을 더 거둬야 한다는 질문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느

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질문과 ‘사회복지확

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라는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 아니다. 

예컨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확대가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을 주문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비슷한 두 질문에 동시에 대답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한국

인의 복지의식이 이중적이라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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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인의 복지의식

우리는 종종 한국인은 지나치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며 이 때문에 복지

에 대한 수요도 지나치게 높다는 논의를 접하곤 한다. 한국인은 과연 국제

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평등주의적이고 복지의존적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SSP 2006년도 조사는 KOWEPS와 동일한 질문

들을 몇가지 포함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ISSP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복지의식이 국제적으로 보아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 표는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에 동의하는 경우를

합산(확실히 동의+대개 동의)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19) 

조사에 참여한 나라 중에서 동의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포르투

갈과 칠레로 약 90%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들은 미국과 뉴질랜드로 약 51%정도이다. 주목할 한 점은 동의하는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 뉴질랜드와 미국조차도 50%이상의 응답자들이

소득격차 해소를 정부의 역할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약 80.6%로 이 수치는

KOWEPS자료에서 얻어진 75%와 상당히 유사하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우

리나라는 33개국 중 14번째로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본

다면 우리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9) ISSP의 설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 the whole, do you think it should or 
should not be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reduce income differenc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1. Definitely should be; 2. Probably should be; 3. 
Probably should not be; 4. Definitely should not be. 복지패널에 비해 응답을 4가
지 중 하나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다. 



92

중
산
층
의
 추
이、
이
탈
원
인
과
 대
책

〈표 Ⅲ-16〉국가별 응답 분포 :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
(단위: %)

확실히 동의 대개 동의 대개 반대 확실히 반대

포르투갈 60.4 33.2 5.3 1.1 
칠레 56.5 34.7 7.7 1.2 

슬로베니아 54.2 36.3 8.1 1.4 
대만 55.8 33.4 8.7 2.1 

폴란드 53.6 33.8 9.4 3.2 
스페인 50.0 36.3 8.6 5.1 
러시아 52.8 33.3 11.2 2.7 

이스라엘 59.1 26.3 11.0 3.6 
헝가리 49.3 35.8 12.6 2.3 

크로아티아 56.2 28.6 9.7 5.5 
우루과이 52.7 31.3 10.3 5.7 
라트비아 38.5 44.4 13.4 3.7 

남아프리카 40.6 42.3 11.2 5.9 
대한민국 40.4 40.2 16.1 3.3 
아일랜드 45.9 33.5 12.8 7.8 
프랑스 51.5 26.2 13.6 8.7 
핀란드 41.2 36.1 17.2 5.6 

베네수엘라 55.7 18.5 9.9 15.8 
노르웨이 45.0 29.1 19.6 6.3 

도미니카공화국 36.2 37.5 14.9 11.3 
필리핀 36.3 36.8 20.3 6.5 
독일 33.3 39.3 20.8 6.6 

네덜란드 39.6 32.6 20.2 7.7 
스위스 25.4 44.1 25.9 4.6 
영국 28.5 40.5 21.8 9.2 

스웨덴 37.4 30.7 22.3 9.6 
캐나다 37.1 31.0 18.8 13.1 
일본 34.7 31.6 21.8 11.9 
호주 30.4 30.5 26.4 12.7 

덴마크 29.4 25.7 26.9 17.9 
체코 21.8 32.5 28.7 17.1 
미국 28.8 23.6 26.4 21.1 

뉴질랜드 22.8 28.0 28.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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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확대

(더지출+훨씬더지출)
현 수준 유지

지출축소

(덜지출+훨씬덜지출)

도미니카공화국 97.7 2.0 0.3 
칠레 95.6 3.9 0.6 

헝가리 93.6 5.8 0.6 
포르투갈 93.4 6.0 0.6 
아일랜드 92.6 6.5 0.9 
폴란드 92.1 7.0 3.6 

우루과이 91.4 6.7 2.0 
베네수엘라 91.0 3.8 5.2 

호주 90.0 9.6 0.4 
이스라엘 89.9 9.0 1.1 

남아프리카공화국 89.4 8.2 2.4 
크로아티아 89.1 9.1 1.8 

이번에는 건강분야에 있어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보자. 분석에

활용한 질문은 ‘건강 분야에 있어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가, 줄어들기를

바라는가'20)이며 응답자는 '훨씬 더 지출', '더 지출', '현재수준 유지(Spend 

the same as now',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의 5개 항목 중 하나를 택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는 더 지출해야 한다는 응답 합계(훨씬 더 지

출+더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였다. 

분석 결과,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더

지출 응답비율 합계가 97.7%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이 더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칠레, 헝가리, 포르투갈 등

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반수가지출을확대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보다는 주로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

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총 33개국 21번째로 중간보다 아래에 위치하였다. 

〈표 Ⅲ-17〉국가별 응답 분포 : 건강분야 지출에 대한 의견
(단위: %)

20) ISSP의 설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lease show whether you would like to see 
more or less government spending in health. 1. Spend much more; 2. Spend 
more; 3. Spend the same as now; 4. Spend less; 5. Spend much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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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확대

(더지출+훨씬더지출)
현 수준 유지

지출축소

(덜지출+훨씬덜지출)

러시아 89.0 9.8 7.9 
필리핀 87.8 9.2 3.0 

라트비아 87.0 12.5 0.5 
스페인 86.9 12.1 1.0 

노르웨이 85.4 13.9 0.7 
뉴질랜드 84.0 14.9 1.1 

영국 82.7 15.9 1.4 
슬로베니아 81.4 16.5 2.2 
대한민국 81.3 16.8 1.9 
덴마크 80.8 18.1 1.1 
핀란드 80.6 17.9 1.5 
미국 80.4 13.5 6.0 

스웨덴 79.8 18.6 1.6 
캐나다 77.6 19.3 3.1 
체코 72.5 23.4 4.1 

네덜란드 70.3 27.8 1.9 
독일 65.2 28.7 6.1 
일본 64.4 26.3 9.3 

프랑스 59.5 32.8 7.7 
대만 56.9 31.8 11.3 

스위스 48.2 42.6 9.2 

그렇다면 각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의 보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

까? 이를살펴보기위해 ISSP 설문 ‘현재당신이속하는 나라의정부는아

픈 사람들에게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

까?(How successful do you think the government in [Country] is 

nowadays in providing health care for the sick?)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

기로 하자. 다음 표는 매우성공, 상당히 성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고

매우 실패, 상당히 실패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는 스위스로 75.4%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반면 실패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66.6%가 그렇게 응답하였고 포르투갈도

63%가 실패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성공 응답비율과 실패 응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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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비해높은수치를기록했으나세항목간에큰차이는보이지않았다. 

〈표 Ⅲ-18〉국가별 응답 분포 : 건강분야 정부정책 평가 의견
(단위: %)

성공 중간 실패

스위스 75.4 15.9 8.7 
베네수엘라 58.7 16.3 25.0 

스페인 52.9 27.8 19.3 
영국 50.9 23.8 25.3 

남아프리카공화국 50.8 12.3 36.9 
캐나다 49.3 27.9 22.8 
핀란드 49.1 24.2 26.8 
필리핀 48.3 23.8 27.9 
덴마크 47.5 26.8 25.7 
대만 46.9 27.8 25.3 

스웨덴 44.8 21.3 33.9 
독일 41.0 30.5 28.5 

프랑스 40.4 36.0 23.6 
우루과이 38.3 31.2 30.5 

호주 38.2 33.6 28.3 
슬로베니아 37.1 42.5 20.4 
뉴질랜드 37.0 29.6 33.4 

체코 35.9 32.8 31.3 
네덜란드 35.2 35.9 28.9 
대한민국 34.7 39.7 25.7 
노르웨이 34.0 30.1 35.9 

도미니카공화국 33.1 32.1 34.8 
이스라엘 30.8 33.7 35.5 

일본 28.1 35.7 36.2 
미국 24.1 28.8 47.1 
칠레 23.3 45.3 31.3 

아일랜드 19.8 13.6 66.6 
헝가리 17.1 50.8 32.1 

포르투갈 15.0 22.0 63.0 
폴란드 14.1 29.9 55.9 

크로아티아 14.0 36.1 49.9 
러시아 13.6 28.7 57.7 

라트비아 13.1 24.8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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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보건분야 정부지출을 더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사

람들의 비율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

율의 상관관계와 추세 선을 동시에 그린 것이다.

〔그림 Ⅲ-10〕 정부 보건정책 평가 의견과 보건지출 확대 의견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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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보건의료정책이성공적이었다고응답한비율

보건분야정부지출확대의견비율

먼저 양자의 비율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보

건의료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을수록 현재보다

보건분야에 정부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추세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성공

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지도 지나치

게 낮지도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분야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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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출 현수준유지 덜지출

도미니카공화국 96.2 3.2 0.7
칠레 95.8 3.2 0.9

우루과이 92.8 5.7 1.5
이스라엘 91.9 6.9 1.2

베네수엘라 90.7 5.9 3.4
필리핀 89.7 6.6 3.8

크로아티아 89.5 9.6 0.9
아일랜드 88 11.3 0.6
스페인 86.6 12.4 0.9

남아프리카공화국 85.7 11 3.3
포르투갈 85.1 14.1 0.9
러시아 84.5 14.2 1.2
미국 82.9 13.3 3.8
독일 82.4 15.6 1.9

슬로베니아 80.4 17.6 1.9
폴란드 79.6 19.3 1.2
호주 79.5 19.8 0.7

라트비아 78.8 19.8 1.4
헝가리 73.6 24.8 1.6
영국 72.8 26.3 0.8

네덜란드 72.5 26.2 1.3
스위스 71.5 26.7 1.8

대한민국 71.3 21.6 7.1
뉴질랜드 69.8 29.7 0.5
캐나다 66.7 30.7 2.7
대만 66 29.3 4.7
체코 63.5 31.6 4.9

덴마크 62.4 36 1.6
노르웨이 62.4 36.3 1.3
프랑스 58.7 33.3 8.1
스웨덴 53.7 42.7 3.7
일본 52.6 40.9 6.5

핀란드 43.9 51.8 4.4

〈표 Ⅲ-19〉국가별 응답 분포 : 교육분야 지출에 대한 의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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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P 자료로분석한결과교육분야 정부지출을 ‘훨씬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국가는 이스라엘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분석과 달리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를 정렬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항

목에 비해 해당 질문의 ‘훨씬 더’ 응답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5.4%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로 넓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분야 정부지출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국

가는 스웨덴과 핀란드였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지출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비중은 매우

작고 대다수가 교육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총 33개국 중 23위로 중간보다 아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복지의식의 국제비교를 하여 보았

다. 한국인이 지나치게 복지의존적이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한다는 항간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인의 복지의식이나 평등의식은 국제적으로 중간정도이

거나 중간보자 낮은 수준이었다.

제7절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

니고 있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영역의 복지의식에 있어서 소득, 교육, 연

령 등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

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

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 한국인은 국가가 복지정책을 제공함에 있

어서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물을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

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을 평등하게 하는 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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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한국인의 평등의식을 기회의 평등 측면과 결과의 평등 측면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석현호 외(2005)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에서 한국인

의 평등의식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0년에 실시한 한국종

합사회조사의 특별주제모듈인 제4차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자료로 이를 바

탕으로 한 것인데 그들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중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을 볼 수 있는 문항들이 있었다. 

먼저, 출세의 기회 평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일부 사람들에게

출세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표 Ⅲ-20〉출세기회에 대한 인식 응답 분포 

(단위: %)

일부 사람들에게 출세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동의 중간 부동의

전체 26.2 22.5 51.3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30.4 27.9 41.7

고졸 29.5 25.0 45.4

대졸 이상 19.9 16.4 63.7

주: 석현호외(2005)의 <표 6-5> 출세기회의 균등에 대한 지지(p. 167)에서 재구성

그결과전체중 51.3%가부동의 하여 응답자 절반 이상이출세할기회

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63.7%가 부동의 하

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이 처지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특별히 도와주어야 합

니까?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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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가난한 사람의 처지 개선에 대한 인식 응답 분포 

(단위: %)

가난한 사람이 처지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도와야한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둘다 아니다

결정하기 

어렵다

전체 59.7 26.7 3.1 10.5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57.3 32.1 1.3 9.3

고졸 58.1 28.1 3.5 10.3

대졸 이상 63.0 21.6 4.0 11.4

주: 석현호외(2005)의 <표 6-9> 가난 극복 방안(p. 176)에서 재구성

먼저, 응답자 전체 중 59.7%가 가난한 사람이 처지를 개선하려며 정부

가 도와야 한다고 응답하여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가 경제적 약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원인을 개인적 노력의 부족 이라기보다는 환경이나 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가난한 사람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63%로 가장 높았다. 

다음 ‘가난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살펴보자.

〈표 Ⅲ-22〉빈곤층 대학 학비 지원에 대한 인식 응답 분포 

(단위: %)

가난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원해 줄 

필요 없다
둘 다 아니다

결정하기 

어렵다

전체 85.4 4.9 3.2 6.5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88.1 4.3 2.2 5.4

고졸 85.7 4.7 3.3 6.3

대졸 이상 83.3 5.5 3.8 7.4

주: 석현호외(2005)의 <표 6-10> 가난 극복 방안(p. 177)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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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전체의 85.4%가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

고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

부분의 한국인들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

입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다음은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열심히 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표 Ⅲ-23〉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응답 분포 

(단위: %)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

부자와 

유력자 때문
둘 다 아니다

결정하기 

어렵다

전체 36.9 22.3 15.4 25.4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48.7 23.5 9.3 18.5

고졸 35.7 25.3 15.3 23.7

대졸 이상 30.0 18.2 19.7 32.0

주: 석현호외(2005)의 표 〈6-15〉 가난의 이유(p. 185)에서 재구성

먼저, 전체 중 36.9%가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다고 응답하였고 22.3%는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체 중 약 40%의 사람들이 둘 다 아니다 혹은 결정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가난의 원인을 근면이나 부자 및 유력자 둘 중 어느 하

나로 명확히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 이 설문은 설계에 문제가 있소

보인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지않기 때문이라는 응답

에 대비되는 것은 환경이나 운이 좋지 않아서인데 이 설문에서는 부자와

유력자 때문이라는 응답을 그 대비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많

은 응답자들이 ‘둘 다 아니다’라든지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을 선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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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별로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응답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30%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32% 결정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가난

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우리는 석현호 외(200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회의 평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조사자료는 지금

으로부터 10년 전인 2000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2009년 사회적 불평등을 주제로

한 ISSP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회의 평등 및 결과의 평등에 대한 한국인

의 인식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ISSP 2009년 자료에는 ‘성공에 있어 ____ 은 얼마나 중요한가

?21)’ 라는 질문이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부유한

집안배경과부모의 높은 교육수준, 두 번째로 본인의야심과노력으로 여기

서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적 요인이고 후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질문은 ‘필수’, ‘매우 중요’, ‘상당히 중요’, ‘별로 중요치 않음’, ‘전

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하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우리는 이를 ‘필수

및 매우중요’, ‘상당히 중요’, ‘전혀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누었

다. 

첫 번째로 개인의 성공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성공에 있어 부유한 집안 배경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전체 중 45.9%가 성공에 있어서 부유한 집안

배경이 필수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5.2%가 상당히 중요하다

21) ISSP의 설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lease tick one box for each of these of show 
how important you think it is for gettiong ahead in life... a. how important is 
coming from a wealthy family?, b. how important is well-educate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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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유한 집

안 배경이 별로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전체 중 18.9%에 불과

했다. 

〈표 Ⅲ-24〉성공 결정 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 부유한 집안 배경

(단위: %)

성공에 있어 부유한 집안 배경은 얼마나 중요한가

필수 및 매우중요 상당히 중요
전혀 또는 별로 

중요치 않음

전체 45.9 35.2 18.9 

교육

수준

6년 이하 46.8 29.6 23.7 

~12년 이하 44.6 34.8 20.7 

12년 초과 46.8 36.9 16.3 

따라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부유한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성공에 있어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표 Ⅲ-25〉성공 결정 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

(단위: %)

성공에 있어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얼마나 중요한가 

필수 및 매우중요 상당히 중요
전혀 또는 별로 

중요치 않음

전체 40.7 36.4 22.9 

교육

수준

6년 이하 46.2 34.9 18.9 
~12년 이하 42.6 33.6 23.8 
12년 초과 38.0 38.9 23.1 

 전체 중 40.7%의 사람들이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이 필

수이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혀 또는 매우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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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한 사람은 22.9%에 불과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에 있어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이 필수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여태까지는 개인의 성공에 있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았는데 다음으로 개인의 성공에 있어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성공에 있어 본인의 야심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

한 응답 비율이다. 

〈표 Ⅲ-26〉성공 결정 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 본인의 야심

(단위: %)

성공에 있어 본인의 야심은 얼마나 중요한가 

필수 및 매우 중요 상당히 중요
전혀 또는 별로 

중요치 않음

전체 70.7 23.4 5.9 

교육

수준

6년 이하 59.3 27.0 13.8 
~12년 이하 69.1 24.3 6.6 
12년 초과 74.6 21.9 3.5 

전체 중 70.7%가성공하는 데에있어본인의 야심이 필수 또는 매우 중

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이에 반하여 야심이 전혀 또는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했다. 

다음 표는 ‘성공에 있어 본인의 근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 비율이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 86.4%가 성공에 있어서 근면함이 필

수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98%가 성공에 있어 근면함이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교육수준 별로도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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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7〉성공 결정 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 본인의 근면 

(단위: %)

성공에 있어 본인의 근면은 얼마나 중요한가 

필수 및 매우중요 상당히 중요
전혀 또는 매우 

중요치 않음

전체 86.4 11.7 1.9 

교육

수준

6년 이하 88.8 9.5 1.8 

~12년 이하 86.3 11.5 2.2 

12년 초과 85.9 12.4 1.8 

다음은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다고 느끼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교육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고자 ‘한국에서는 부자만이대학학업 비용을감당할수 있다’는 질문에 대

한 응답이다. 

〈표 Ⅲ-28〉대학 학업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한국에서는 부자만이 대학 학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동의 중립 반대

전체 56.8 16.0 27.2 

교육

수준

6년 이하 58.1 16.8 25.2 

~12년 이하 59.1 14.3 26.7 

12년 초과 54.7 17.2 28.1 

먼저 전체 응답자 중 56.8%가 한국에서는 부자만이 대학 학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곧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 및 빈곤층은

대학 교육을 받는 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앞서 석현호

외(2005)의 연구에서 ‘가난하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던 점과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인들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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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은 대학 입학 기회가 평등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이다. 

〈표 Ⅲ-29〉대학 입학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한국은 대학 입학 기회가 평등하다 

동의 중립 반대

전체 56.9 19.7 23.4 

교육

수준

6년 이하 64.7 20.4 15.0 

~12년 이하 62.1 20.7 17.2 

12년 초과 51.0 18.8 30.3 

먼저 전체 응답자 중 56.9%가 한국은 대학 입학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

져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12년 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30% 

이상이 대학 입학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져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대학 교육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입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입학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은 취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자격으로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절반 이상의 한국인들은 대학 진

학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

고 있으며, 실제 대학 교육을 경험한 30% 이상의 한국인들이 입학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자녀 교육 지원을 더 잘하는 것은 정

당한가, 부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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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0〉자녀 교육지원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자녀 교육 지원을 더 잘하는 것은 정당한가 부정당한가

부정당 중립 정당

전체 41.4 25.8 32.8 

교육

수준

6년이하 53.0 24.1 22.9 

~12년이하 44.7 25.5 29.8 

12년초과 36.1 26.5 37.4 

먼저 전체 응답자 중 41.4%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자녀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이낮을수

록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졌는데 이는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

등은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건강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를 누리는 것은 정당한

가, 부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전체 응답자 중 55.5%가

고소득자가 더 많은 보건의료를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즉, 건강에

대한 기회가 소득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표 Ⅲ-31〉보건 의료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를 누리는 것은 정당한가 부정당한가

부정당 중립 정당

전체 55.5 20.8 23.6 

교육

수준

6년이하 64.2 17.3 18.5 

~12년이하 57.0 21.8 21.2 

12년초과 52.4 20.8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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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실증분석 결과

이 장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이 어떤지에 대해 한국복지패널과

ISSP의 자료들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의 주요목적은 중산층 이

탈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이 장에서는 한국인

이 가지고 있는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아무리 최적의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선호와 믿

음에 동떨어진 복지정책은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

로 유지 존속되기도 어렵다. 

이장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며

이 불평등한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성장과 함께 분배문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그리고 나이별로 크게다르지는 않았다. 계층 간 복지인식의차이에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떤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조차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들에서 얻어진 결과들과 대조적인 것이다 외국

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개인의 소득수준에

반비례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교육수준변수가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한국인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

하고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번째 결과에 대해마르크스주의적 사회학에서

는 한국인의 계급의식이 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자 한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복지나 평등에 대한 의식이 사회구

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강하게 의존할지 모르지만 기회의 평등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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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라면 절차적 공정성이나 공정한 기회를 강조할 것이므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복지의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분야별 복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모

든 복지분야에 걸쳐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특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

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신의 책임이 아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나 빈곤 등(장

애인과 노인 생활지원 빈곤층 지원)에는 강한 지지를 보이는 반면 그 외의

다른 불평등이나 빈곤(실업, 교육, 건강, 연금)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한 지

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인이 지나치게 복지의존적이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한다는

항간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인의 복지의식이나 평등의식은 국제적으로 중간

정도이거나 중간보자 낮은 수준이었다. 즉 우리국민들은 지나치게 평등주의

적인 것이 아니며 설령 평등을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기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들은 앞으로의 정부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중산층과 빈곤층, 부유층 사이에 복지의식의 현저

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중산층의 이탈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K
I
H
A
S
A04

결론 및 정책제언





113

제
4
장
 결
론
 및
 정
첵
제
언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중산층 이탈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적 대안을 모

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목적이다. 

먼저 본 연구의 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의 가구당 중위소득과 중산층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이동의 추이를 이

행행렬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가구소득은 1998

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중산층의 비중은 1999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부터 2007

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이후 중산층의 증가는 가계

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득계층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동학적인 경향을 나타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이탈을 결정짓는 가구 특성 및 가구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가구주의 연령, 기

혼자, 남성 등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는 자가주택 보유자, 도시거주

자가 소득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감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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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각국 정부는 중산층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각

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중산층 강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본연구의 중산층의 현

황과 이탈 원인에 대한 분석과 중산층의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본 연구의 제3장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갖는 복지의식에 대한 비

교분석을 한국복지패널과 ISSP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제 3장에서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며

이 불평등한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성장과 함께 분배문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그리고 나이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복지의식이 서민이나 부유층의 복지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셋째 한국인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

하고 있다. 사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복지나 평등에 대한

의식이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강하게 의존할지 모르지만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절차적 공정성이나 공정한 기회를 강조할 것이

므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당정도 독립적일 것이다. 

넷째, 분야별 복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모

든 복지분야에 걸쳐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특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

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신의 책임이 아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나 빈곤 등(장

애인과 노인 생활지원 빈곤층 지원)에는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인이 지나치게 복지의존적이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한다는

항간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인의 복지의식이나 평등의식은 국제적으로 중간



115

제
4
장
 결
론
 및
 정
첵
제
언

정도이거나 중간보자 낮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특정계층에 집중한 정책보다는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적절

함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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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복지인식설문) 설문지22)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⑦ 매우불평등하다① 매우평등하다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

⑥ 모르겠다

22) 부록 1과 부록 2는 해당 조사 자료의 전체 설문 중 분석에 활용한 설문 문항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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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
수준
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모르
겠다

건강보험 및 보건 ① ② ③ ④ ⑤ ⑥

국민연금(노령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빈곤층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노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장애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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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코드는 ‘① 매우 그렇다~⑦ 전혀 그렇지 않다’ 이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재코딩 하여 사용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
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 코드는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④ 분배만이 중요하다’ 이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재코딩 하여 사용했다)

① 분배만이 중요하다 ④ 성장만이 중요하다

①-------------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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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
습니까?

구분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을 더 거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
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래 질문은 원 코드가 위와 같이 ‘① 매우동의한다~⑤ 매우반대한다’ 였
으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구분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
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국민기초생활보자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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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금부담을 누가 할것인가의문제에관한의견을 묻는 질문입

니다. 

※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

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대체로 찬성한다

④ 보통이다

⑤ 대체로 반대한다

⑥ 반대한다

⑦ 매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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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ISSP 2006 - Role of Government Ⅳ : Basic Questionnaire

※ Listed below are various areas of government spending. Please 
show wheter you would like to see more or less government 
spending in each area. Remember that if you say "much more", it 
might require a tax increase to pay for it.

Strongly 
favour of

In
favour of

Neither in 
favour of 

nor
against

Against Storng
against

Can't
choose

Health

Education

※ On the whole, do you think it should or should not be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Definitely 
should be

Probably 
should be

Probably 
should 
not be

Definitely 
should not 

be

Can't 
choose

... reduce income 
differenc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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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successful do you think the government in [Country] is 
nowadays in each of the following area?

Very 
successful

Quite 
successful

Neither 
successful 

nor 
unsuccessful

Quite un-
successful

Very un-
successful

Can't 
choose

Providing 
health care for 
the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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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ISSP 2009 - Social Inequality Ⅳ : Final Questionnaire

※ To begin we have some questions about opportunities for getting 

ahead...

Q1. Please tick one box for each of these to show how important 

you think it is for getting ahead in life... (please tick one box on 

each line)

Essential Very 
Important

Fairly 
important

Not very 
important

Not im-
portant 
at all

Can't 
choose

... how important is 
coming from a weal-
thy family?

 1  2  3  4  5  6

... how important is 
having well-educaed 
parents?

 1  2  3  4  5  6

... how important is 
having ambition?  1  2  3  4  5  6

... how important is 
hard work?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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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tick one box on each line)

Essential Very 
Important

Fairly 
important

Not very 
important

Not 
importa
nt at all

Can't 
choose

To get all the way to 
the top in <country> 
today, you have to be 
corrupt.

 1  2  3  4  5  6

In <country>, only the 
rich can afford the 
costs of attending 
university.

 1  2  3  4  5  6

In <country> people 
have the same chances 
to enter university, 
regardless of their 
gender, ethnicity or 
social background

 1  2  3  4  5  6

※ Is it just or unjust - right or wrong - that people with higher 
incomes can buy better health care than people with lower 
incomes? (please tick one box)

Very just, definitely right  1

Somewhat just, right  2

Neither just nor unjust, mixed feelings  3

Somewhat unjust, wrong  4

Very unjust, definitely wrong  5

Can't choo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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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just or unjust - right or wrong - that people with higher 
incomes can buy bette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than people 
with lower incomes? (please tick one box)

Very just, definitely right  1

Somewhat just, right  2

Neither just nor unjust, mixed feelings  3

Somewhat unjust, wrong  4

Very unjust, definitely wrong  5

Can't choo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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