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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아지는데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

있지만 논쟁의 상당부분이 가치 혹은 이념적인 주장에 바탕

나고 소득하위 70%를 넘게 되면 지니계수가 다시 상승하는

을 두고 있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대한 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70%까지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지니계수가 0.0110~0.0113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

별적 복지에서의 소득재분배(소득분배의 불평등도) 개선효과

편적 복지의 전형적 사례인 무상복지 정책을 상정하여 무상복

가 전면적 무상복지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

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 무상복지 정

로 분석되었다.

책과 선별적 복지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무상복지와 단순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정책

본 연구에서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

대상의 소득분위 수준은 소득하위 4분위 이하~7분위 이하인

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무상복지 정책을 전 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하위 4분위에서는 무상복지 비용보

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정책 시행 전보다 지니계수가

다 훨씬 적은 비용(무상복지 총비용을 100이라 할 경우, 소득

0.0076~0.008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

하위 4분위 선별적 복지비용에 소용되는 비용은 약 31~34)으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로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보다 낮은 지니계수를 달성할 수 있

무상복지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되 급식, 보육, 및 등록금 지

기 때문에 선택의 초기점이 될 수 있으며, 소득하위 7분위를

원 대상자의 소득분위 대상을 맨 처음 소득하위 10% 수준으

넘어서면 소요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득하위 7분위의 지니계수

로 한정한 후 이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 지니계수가 점차 낮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득하위 7분위보다 높은

수준의 대상가구를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

1.35배에서 1.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이다. 하지만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어느 수준의

무상복지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여 재정의 지속

선별적 복지정책이 가장 최적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가능성을 저해하며 재원이 일반조세로 조달되기 때

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지니계수 개선효과의 금전적

문에 과잉수요를 유발,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치와 각 선별적 복지정책의 소요비용을 함께 고려

초래하게 된다. 또한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보

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

소득하위 10%~30% 사이의 선별적 복지정책이 소득

아 복지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재분배 혹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지원, 노인빈곤 해소, 근로연령대 빈곤해소 등 보다

보이지 못하는 것은 보육, 급식,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시급한 분야에 대한 투입재원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

있는 대상이 저소득층에서는 많지 않아 소득분배의 불

된다. 요컨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빈곤층에

평등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실제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약한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보

로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중

다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산층,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은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정책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

판단된다.

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 비율은

Ⅰ. 문제제기

반면,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차별
혹은 낙인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2013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복지정책
에 대한 논쟁이 가열됨

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보편적 복지의 경우 사회 구성원 일반을 대상

- 복지에 관한 논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으로 하여 누구라도 최소한의 기초적 생활을

이슈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복지

보장하여 중산층과 빈민층의 완충장치 역할을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증가

수행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

장점이 있음

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복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지정책의 큰 흐름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

떨어지며 오히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

지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음

할 수 있다는 점이 측면이 강조됨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다양한 경제사
회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의 타당성을 주장1)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각각을 지지하는
집단들의 가치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며 제시
기준이나 평가 항목 등에 따라 장·단점이 달

- 선별적 복지의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지

라지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나은

않고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것인가에 관한 논쟁은 결론 없이 지속되고 있

다는 점 등이 장점임

는 상황

1) http://blog.naver.com/jungseop2?Redirect=Log&logNo=1101387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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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많은 기준 가운데에서 소득재분배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와

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무상복지2)

보편적 복지(무상복지)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로부
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무상복지)에 대한 논

연구 분석에 들어가지 전에, 앞에서 언급한 선별
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배
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쟁의 근거로 가치, 이념적인 주장이 많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이 명
확하지 않고 결론도 내기 쉽지 않은 상황
따라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조세와 정부의 이전 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대립적인 원리로
소개되지만 현실적인 복지제도 하에서는 서로 보
완적인 모습을 보임
- 선별적 복지는 복지정책의 수급대상자를 특정
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복지혜택을 제공

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보고서가

- 보편적 복지는 특정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일

많이 존재하는 반면,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

반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연구한

에서 선별적 복지와는 차별

보고서는 없었음
-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무
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여 무상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자 함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는 일반 사람을 대상으
로 모든 사람에게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라 한다면 선별적 복지는 특정 대상을 선별하
여 그들의 필요수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각각의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선별적 복지는 비용 효과성을,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효과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정
책적 유인이 존재
비용 효과성은 시장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가장 적은 사람에
한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의 사람
에게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적
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달성하는 것이며
선별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개념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혁주 김효정 송재환(201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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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효과성은 국민들을 여러 집단으로 구

대상자 선정 문제 관련 선별주의에 대한 비판

분하여 급여 대상자가 수치감이나 낙인을 느

은 적절한 제도 및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 가

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운데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여

사회적 일체성 및 인간 존엄성의 보존을 달성

건이 마련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많

하는 것을 의미

이 나타나는 현상임

- 현실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선별적 복지만을 혹

예컨대, 고도의 행정체계와 정보수준을 현실적

은 보편적 복지만을 시행하기 보다는 선별적

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일
반적
예를 들면 공적부조의 경우는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중
심으로 시행

문제는 어떤 부분이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부문
인지 혹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지 명확한 합의
에 도달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선별적 복지가 필
요한 부분에서도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낮은 효과성을 가져오고
선별적 복지정책의 강점인 비용 효과성도 달성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같이 대상자 선별의 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 선별주의로는 정책목표인
빈곤 감소 및 완화, 그리고 비용 효과성을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보편주의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는 문제가 제
기되는 것임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개발도상국과 같지 아니하

- 자신이 낸 기여금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다

며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체계 및 정보처

는 측면에서의 보험성 복지정책은 차지하더라

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

도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국가의 세금으로 복

상자 선정의 문제를 이유로 보편적 복지의 타

지정책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또한 정책적 보편성의 실질적 개념을 ‘위험으

- 복지정책에서 선별적 원리에 대한 정책집행 차

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원의 비판 논리로 흔히 언급되는 것이 대상자

오히려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

선정 문제임

는 선별주의 복지정책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

대상자 선정 문제란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사람이 제외되거나 불필요한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선별 메커니즘의 오작
동을 의미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지출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혜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 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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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보편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빈곤에 처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실제로 현금 및 현
물 등의 급여를 해야 한다는 일반적 보편주의
주장은 과잉복지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상자 선별 메커니
즘을 갖춘 국가에서는 적절한 수혜 대상자 선
정과 선별적 복지를 통해 복지혜택을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위
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정책적 보편성이라는
실제적 측면과도 잘 부합될 수 있음

선별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선별

려할 때 무리인 측면이 있으며,

주의에 따른 보편성의 손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정책운영의 측면에서도 보편적 성격이라는 의

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등 모든 사람에게 현금

미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동등하게

또는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보장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위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 대상자에 대한

직면할 것 같은 사람들에 한해서 남녀노소를

보호 수준을 높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최소한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

지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

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인 동일 현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과
잉복지라고 할 수 있음

최근에는 이러한 복지논쟁이 무상복지의 논쟁으
로 확대되는 경향
- 무상복지3) 논쟁은 최근의 보편적 복지 선거공
약이 정치적 복지공약으로 확대 파급되어 재생
산된 것으로 선별적 복지정책에서의 정책적 보
편성 논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낙인효과’에 대
한 폐해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면이
없지 않음(무상급식의 예)
- 앞에서 언급한 정책적 보편성이 위험으로부터
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편성의 확보4)라는

- 이러한 맥락에서 무상복지를 확대 시행하기 보
다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
한 지원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되 이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효율적으로 통
제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문제는 무상복지의 타당성 문제가 가치관과 이념
에 근거한 우파와 좌파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타당성 여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지극히 낮아졌다는 것임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 선정의 문제만 발생하지

- 정책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타당성과 실효성 측

않는다면 선별적 복지가 무상복지를 대체하는

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보

것에 큰 무리가 없으나 선별적 복지로 인해서

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주장을 기반으로 대립하

낙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정치권에서 선별

게 되면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이미

적 복지정책의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어

이념적 문제로 고착화되어 무상복지의 문제를

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 하지만 낙인효과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행

찾기가 쉽지 않음

정체계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방식으로 얼마

-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이념이나 가치관

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됨(예를 들어

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

무상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거

한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측면에

치지 않고 바로 처리)

서의 무상복지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선별적

따라서 현실적으로 낙인문제나 차별문제를 해

복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바람

결하기 위해 무상복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직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한다는 주장은 무상복지의 과다한 비용을 고
3) 무상복지라는 정의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본 연구의 경우 정치권에서 언급된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
로 반대의 기여급부 없이 무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자 함
4) 정책적 보편성이란 정책적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수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보편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음.
즉 복지정책의 목적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고 한다면 위험에 직면한 사람에 한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달성이 가능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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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및 분석방법

소득형평성 조정

무상복지 및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

- 가구자료의 경우 가구자료의 특성상 동일한 소
득을 가진 가구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의 수에
따라 가구의 실질소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의 수를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을 형평화

- 노동패널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12개년

하는 작업이 필요5)

도의 데이터가 이용 가능
- 소득을 형평화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다음의 세
- 소득재분배 현황 및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2009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데이터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많이
정제(精製)된 2008년 데이터(2007년 조사치)
를 사용하여 분석

가지 방법이 이용
OECD

형평화

척도(OECD

equivalence

scale): 가구의 첫 번째 가구원(가구주)에 대하
여는 1의 비중을, 나머지 성인 가구원에 대하
여는 각각 0.7의 비중을, 그리고 자녀들에 대
하여는 각각 0.5의 비중을 두고 가구소득을

- 무상복지 관련 데이터의 가격이 2011년이라는

균등화시키는 방법

점을 감안하여 2008년 노동패널의 가구소득은

* ‘Oxford scale’로도 불리는 이 방법은 형평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11년 가격으로 변환하

화 척도가 마련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

여 분석에 사용

적용하기 위해서 OECD에서 1982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Old) OECD
scale’이라고도 함

소득의 개념

* OECD 형평화 척도 = 가구총소득/[(1×첫 번째

- 소득을 정의할 때는 연구하는 목적에 따라 근
로소득만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대, 이
자, 이전소득 등 화폐소득뿐 아니라 주식소득
까지 포함하여 고려하는 광의의 소득을 고려하
는 경우가 있음

가구원)+(0.7×나머지 성인가구원 수)+(0.5×나
머지 자녀 수)]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OECD-modified
scale)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위
에서 언급한 ‘Old OECD scale’이 사용되다가,

-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에서 정의하고 있는 총

1990년대 말에 EUROSTAT(유럽연합 통계청)

가구소득을 기반으로 무상복지 혹은 선택적 복

에서 새롭게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를

지가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제시함. Haagenars 외(1994)가 제시한 이 지

고자 함

표는 가구주에 대하여는 1의 비중을, 나머지

노동패널에서 가구소득은
소득,
전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사회보험수혜금,

금융
이

기타소득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분석에 사용한 총가구소득은 위의 6가지 세부
가구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임

성인 가구원에 대하여는 각각 0.5의 비중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하여는 각각 0.3의 비중을
두는 방법임
*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 = 가구총소득
/[(1×첫 번째 가구원)+(0.5×나머지 성인가구원
수)+(0.3×나머지 자녀 수)]

5) 예를 들면 한달 소득이 400만 원인 1인 가구와 한달 소득이 400만 원인 4인 가구를 동일한 소득수준을 가지는 가구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
득형평화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을 형평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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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근 형평화 척도(Square root scale): 최근

- Stark, Taylor, Yitzhaki(1986)의 언급을 참조

OECD의 출판물에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국가

하면, 이 세 가지 항목들( , , ) 간의

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와 빈곤을 비교하는

관계는 명료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함. 즉

데 있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총소득에서의 불평등도에 대한 특정한 소득 구

나누는 방법임

성항목의 영향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면, 가구원 수가 4명인 가구는 1인 가
구보다 2배의 니즈(needs)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소득재원이 총소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
( )
소득재원의 분포가 얼마나 평등, 혹은 불평등

* 제곱근 형평화 척도 =

한가( )

가구총소득/ 
총가구원수

소득재원과 총소득의 분포가 얼마나 상관관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소득재분배) 지수

가 있는가( )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소득재분배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한 지수로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되,

- Lerman과 Yitzhaki(1985)는 (다른 소득 재원
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소득 재원의

- 무상복지정책 혹은 선택적 복지정책으로 인한

작은 변화가 전체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

소득분배 불평등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향을 지니 분해식(Gini decomposition)을 이

각 소득원천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 및 관

용하여 추정

계까지 보여주는 Lerman and Yitzhaki(1985)
의 지니계수 분해식을 적용

재원  에 의한 소득에 작은 변화(  )가 있


- Shorrocks(1982)와 Lerman and Yitzhaki(1985)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총소득 분포의 불평등도에
대한 지니계수(G)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다고 가정( 는 1에 가까운 값이고 는 재원
에 의한 소득)
재원  의 백분율 변화 에 대한 지니 계수의
편미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는 총소득에 있어서 재원(소득원천, 소득의 종
류)  의 비중을 의미하고,  는 재원 의 소득
의 분포에 상응하는 지니계수(Gini source)를 의
미하며, 또한 는 총소득의 분포와 재원 로
인한
(

소득의

지니

상관관계를

의미

        ,

 는 소득변화 전 총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지니 계수를 의미하는데, 재원  소득의 작은
백분율 변화로 인한 전체소득의 불평등도 백
분율 변화는 본래의 재원  의 소득 불평등도
기여분에서 총소득에 대한 재원 의 비중을
차감한 값과 같은 것으로 나타남

 
   




   와    는 총소득과 재원 로 인한 소득
의 누적 분포)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Lerman과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방식을 활용하
여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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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정책의 선정
- 본 연구에서 소득재분해 효과 혹은 소득분배
불평등도의 변화를 비교하는데 사용한 무상복
지정책으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정

초 중 고교 1인당 급식비와 수업일수를 곱하
여 연간 지원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모든 소
득계층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상정하여
분석

-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야당의 2012년 4.11 총선

무상의료정책의 경우 무상의료정책의 포함범

공약에 근거하여 등록금액의 절반을 소득수준

위가 너무 크고 명확하지 않으며 전체 비용이

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경우를 고려

아닌 개인별 비용의 추계는 어려운 점이 있어

전문대학교와 일반대학교를 구분하여 평균 등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

록금을 구하고 이의 반값을 정부가 지원하는

- 무상보육의 경우 2012년 4.11 총선에서 야당이
제시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상정
모든 소득계층의 시설이용 아동에게는 매월 0세
71.1만 원, 1세 51.2만 원, 2세 40.9만 원, 3세
29.6만 원, 4세 28.3만 원, 5세 28.4만 원을 지원
하되,
시설미이용 아동에게는 매월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5세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공약

시나리오를 상정
전문대학교와 일반대학교의 2011년 평균 등록
금은 각각 536.6만 원과 641.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됨(대학 알리미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통계)

분석절차
- 각각의 소득 형평화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의
기존소득을 계산하여 지니계수를 구하고,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시설이용 아동비율

- 상기에서 언급한 무상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경

및 시설미이용 아동비율로 지원금액을 가중평

우를 상정하여 노동패널의 가구자료에서 해당

균하고 해당금액이 각 연령의 아동들에게 소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연령과 수를 추

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지원되는 경우를 상정

출한 후

하고 분석

- 이에 상응하는 각각의 지원금이 모든 해당 가

- 무상급식의 경우도 2012년 4.11 총선에서 야당

구로 분배되어 증가한 새로운 소득의 지니계수

이 제시한 의무교육 무상급식 공약(고등학교

를 구한 후 기존의 지니계수와 비교하여 소득

포함)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

분배의 불평등도 변화를 검토

초 중 고교의 평균 급식단가는 학교 알리미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의 전국 학생 1인당 급식
비를 사용(초등학교 2,211원, 중학교 2,671원,
고등학교 2,849원 등)

- 그리고 동일한 지원이 특정 소득분위계층에 한
해서만 지원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경우도 고
려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구하고 이를 전
면적 무상복지정책의 경우와 비교

연간 학교수업일수는 최근의 5일제 수업 정착
을 고려하여 교육과학부의 보도 자료에 근거
한 190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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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무상복지정책에 대
한 개선안 및 시사점을 제시

4. 분석결과

- 제곱근 형평화 척도, OECD 형평화 척도, 수정
된 OECD 형평화 척도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

원래의 가구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사용하는
소득 형평화 척도에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0.3919~0.3940의 값을 나타냄

에서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개선

- 노동패널은 자영업자와 1인 가구 등을 포함하기

에서의 지니계수는 0.3940이었으나 전면적 무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소 높은

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지니계수는

지니계수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본 연구의

0.3864로 0.0076 포인트가 감소하여 소득불평

결과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보고서

등도가 개선

의 경우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6)

OECD 형평화 척도의 경우 기존의 소득분포

<표 1> 각각의 형평화 척도에 따른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및 지니계수

효과가 나타남
제곱근 형평화 척도의 경우 기존의 소득분포

에서의 지니계수는 0.3919이었으나 전면적 무
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지니계수는
0.3835로 0.0084 포인트가 감소하여 소득불평

가구총소득 평균(만 원)
소득 분위

등도가 개선

(제곱근)

(OECD)

(수정된 OECD)

1분위

366

307

344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의 경우에서도 기

2분위

799

642

742

존의 소득분포에서의 지니계수는 0.3924이었

3분위

1,165

891

1,063

으나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4분위

1,500

1135

1,369

지니계수는 0.3848로 0.0076 포인트가 감소하

5분위

1,847

1376

1,665

여 소득불평등도가 개선

6분위

2,171

1623

1,967

결과적으로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7분위

2,564

1923

2,310

0.0076 ~ 0.0084의 지니계수 감소가 나타나 소득

8분위

3,078

2334

2,809

불평등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9분위

3,874

2989

3,546

10분위

7,024

5352

6,395

지니계수

0.3940

0.3919

0.3924

주: 소득분위의 구분 및 소득평균값의 경우 노동패널의 가구가중치를 고
려하여 계산한 값

무상복지 정책 후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변화
- Lerman과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방
식을 사용하여 무상복지 정책 후의 지니계수

<표 2> 제곱근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지니계수 변화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680

0.3940

0.9974

0.9844

0.0164

무상보육

0.0156

0.8709

0.2222

0.0078

-0.0078

무상급식

0.0043

0.7698

0.1314

0.0011

-0.0032

반값등록금

0.0121

0.8738

0.2427

0.0067

-0.0055

총 가구소득

0.3864

변화를 살펴보면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소
득불평등도가 하락(소득재분배가 개선)하는 것
으로 나타남

6) 최바울 김성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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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지니계수 변화

- 무상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상급식
보다는 무상보육 혹은 반값등록금이 소득재분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696

0.3919

0.9974

0.9881

0.0186

무상보육

0.0153

0.8713

0.2188

0.0076

-0.0077

며,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가운데 어느 것의

무상급식

0.0041

0.7714

0.0878

0.0007

-0.0034

변화가 전체 소득에서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

반값등록금

0.0110

0.8765

0.1398

0.0035

-0.0075

향이 더 큰 것인지는 어떤 형평화 척도를 사용
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남(표2~표4의

0.3835

총 가구소득

배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

<표 4>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지니계수 변화

‘% Change’ 항목 참조)
제곱근 형평화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680

0.3924

0.9973

0.9844

0.0164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상보육

0.0162

0.8716

0.2677

0.0098

-0.0064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에서는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0.0044

0.7724

0.1598

0.0014

-0.0030

반값등록금

0.0113

0.8750

0.1688

0.0044

-0.0070

총 가구소득

상보육 1%의 변화가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에

1% 변화가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0.3848

<그림 1> 예시 - 제곱근 형평화 척도 하에서의 무상복지 로렌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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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복지정책 자체의 지니계수가 높게 나오는

- 일단 정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측면을 고려하

것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들이 아이들

지 않고, 혜택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30%,

이 있거나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50%, 70%로 한정하는 경우 총 소득의 지니계

한정되기 때문임

수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해당가구가 아닌 경우는 0의 값을 가지는데

제곱근 형평화 척도를 이용한 지니계수 결과에

해당가구가 아닌 가구의 비중이 많아 로렌츠

서는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

곡선의 처음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0의 값을

적 복지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가지다가 자녀가 있는 해당가구가 나타나면

소득하위 30%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의

로렌츠곡선이 갑자기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

지니계수는

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크게 나타남

0.3838, 하위 70%의 경우는 0.3830을 나타냄.

0.3880,

하위

50%의

경우는

- 그러나 무상복지정책을 포함한 총소득에서는

제곱근 형평화 척도의 경우 선별적 복지에서

이러한 무상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의 비중이

도 보육지원 1% 변화가 전체소득의 지니계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총소득의

에 미치는 영향이 급식이나 등록금 지원의 효

소득분위에서는 기존의 가구소득 대비 다소 균

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일하게 더해지기 때문에, 백분율로 계산되는
지니계수의 특성상 무상복지를 포함한 전체소

<표 5> 제곱근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선별적 복지 지니계수 변화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 30%)

득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기존의 소득 하에서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937

0.3940

0.9991

1.0080

0.0144

무상보육

0.0030

0.9766

-0.4424

-0.0033

-0.0063

무상급식

0.0010

0.9480

-0.6366

-0.0015

-0.0025

- 무상복지정책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반값등록금

0.0024

0.9758

-0.5277

-0.0032

-0.0055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수

총 가구소득

의 지니계수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임
무상복지정책과 선별적 복지정책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비교

0.3880

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전면적 무상복지정책
과 달리,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하위소득분위에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 50%)

한해서만 보육비, 급식비, 반값등록금을 지원하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853

0.3940

0.9981

1.0095

0.0242

무상보육

0.0076

0.9395

-0.2000

-0.0037

-0.0114

기존의 지원 액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혜택

무상급식

0.0020

0.8963

-0.4315

-0.0020

-0.0040

의 대상자를 특정한 소득계층, 즉 특정 소득

반값등록금

0.0051

0.9474

-0.3016

-0.0038

-0.0089

분위 이하로 한정하고 총 소득에서의 지니계

총 가구소득

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경우도 고려하여 소득분
배의 불평등도(지니계수)를 계산하고 이를 무
상복지의 효과와 비교해 볼 수 있음

0.3838

수 변화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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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표 6> 계속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 70%)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70%)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779

0.3940

0.9976

1.0037

0.0258

기존 가구소득

0.9782

0.3919

0.9976

1.0049

0.0266

무상보육

0.0111

0.9109

-0.0304

-0.0008

-0.0119

무상보육

0.0109

0.9106

-0.0325

-0.0008

-0.0118

무상급식

0.0030

0.8414

-0.2097

-0.0014

-0.0044

무상급식

0.003

0.8389

-0.2374

-0.0015

-0.0045

반값등록금

0.0080

0.9161

-0.0774

-0.0015

-0.0095

반값등록금

0.0079

0.9107

-0.1301

-0.0025

-0.0104

0.3830

총 가구소득

0.3806

총 가구소득

OECD 형평화 척도를 이용한 지니계수 추정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를 이용한 지니계

에서도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수 추정에서도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제

선별적 복지의 경우에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공하는 선별적 복지의 경우에 지니계수가 가

것으로 나타남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 하위 30%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 하위 30%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의

지니계수는

지니계수는

0.3854,

하위

50%의

경우는

0.3863,

하위

50%의

경우는

0.3815, 하위 70%의 경우는 0.3806을 나타냄

0.3823, 하위 70%의 경우는 0.3814를 나타냄

OECD 형평화 척도의 선별적 복지에서도 보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의 경우에서는 소

육지원의 1% 변화가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에

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전면적 무상복지

미치는 영향이 등록금이나 급식 지원의 1%

의 경우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보육지원 1%

변화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변화가 전체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표 6>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선별적 복지 지니계수 변화

급식이나 등록금 지원의 1% 변화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30%)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표 7>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선별적 복지 지니계수 변화

기존 가구소득

0.9932

0.3919

0.9991

1.0089

0.0157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30%)

무상보육

0.0030

0.9757

-0.4584

-0.0035

-0.0065

무상급식

0.0010

0.9452

-0.6559

-0.0016

-0.0027

반값등록금

0.0028

0.9693

-0.5352

-0.0038

-0.0066

0.3854

총 가구소득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50%)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853

0.3919

0.9981

1.0104

0.0251

무상보육

0.0072

0.9424

-0.2265

-0.0040

-0.0112

무상급식

0.0020

0.8897

-0.4491

-0.0021

-0.0041

반값등록금

0.0055

0.9399

-0.3182

-0.0043

-0.0098

총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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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15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935

0.3924

0.9991

1.0082

0.0147

무상보육

0.0028

0.9788

-0.4383

-0.0031

-0.0059

무상급식

0.0010

0.9506

-0.6313

-0.0015

-0.0025

반값등록금

0.0027

0.9715

-0.5269

-0.0036

-0.0063

0.3863

총 가구소득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50%)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856

0.3924

0.9981

1.0096

0.0241

무상보육

0.0071

0.9461

-0.1954

-0.0034

-0.0106

<표 7> 계속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50%)

급식, 보육, 및 등록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
위를 차츰 늘려나가면 점차적으로 지니계수가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무상급식

0.0020

0.8998

-0.4270

-0.0020

-0.0040

개선되며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는 선별

반값등록금

0.0053

0.943

-0.3211

-0.0042

-0.0095

적 복지정책의 경우 지니계수가 가장 낮아지
고 소득하위 70%를 넘게 되면 지니계수가 다

0.3823

총 가구소득

낮아져 소득불평등도 혹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별적 복지 (소득 하위 ~70%)
Source

Sk

Gk

Rk

Share

%
Change

기존 가구소득

0.978

0.3924

0.9976

1.0038

0.0257

무상보육

0.011

0.9148

-0.0051

-0.0001

-0.0112

무상급식

0.0030

0.8481

-0.2026

-0.0013

-0.0043

반값등록금

0.0079

0.9119

-0.1194

-0.0023

-0.0102

총 가구소득

<그림 2> 선별적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제곱근 형평화 척도, 소득10분위=무상복지)

0.3814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
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득수준 70%
이하에 한해서 급식, 보육, 등록금 등을 선별적
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소득
분배의 불평등도)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
로 나타남

<그림 3> 선별적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OECD 형평화 척도, 소득10분위=무상복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소득분위 10%
씩 점차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소득계층 분위를
높여가면서 소득재분배의 정도(소득분배의 불
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계산하고 각각
의 형평화 척도에 대하여 이를 그래프로 그리
면 오른쪽과 같음
선별적 복지정책의 지원대상자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한정하면 기존소득에서의 지니계수
보다는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복지정책을 시행
하는 것보다 지니계수가 높아 전면적 무상복
지정책의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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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별적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 소득10분위=무상복지)

(4분위부터는 무상복지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
로 무상복지보다 낮은 지니계수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초기점이 될 수 있으며, 소
득 7분위 이하를 넘어서면 비용은 증가하면서
소득 7분위 이하 보다 높은 지니계수를 가져
오므로 소득 7분위 이하보다 높은 수준을 선
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임)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무상복지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사용하면서 가장 낮은 지니계수를 달성
하고자 한다면 무상복지에 소요되는 총 재원을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의 형식이 아니
라 보조금의 형식으로 저소득층(예를 들면 소득

선별적 복지정책의 지니계수가 무상복지정책

1분위 계층)에 한하여 일괄 지원해 주는 것임7)

의 지니계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

비용-편익을 고려하는 최적의 선별적 복지를 위

배의 불평등도(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선

한 소득분위 선택의 미세조정(fine tuning)에 대

별적 복지정책이 무상복지정책보다 더 나은

해서는 보고서의 후반 부분에서 다시 언급

것으로 나타나지만, 선별적 복지정책의 지원
대상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소득하위 40%보
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오히려 소득불평
등도가 무상복지정책의 경우보다 악화되는 것
으로 분석됨

- 하지만 전면적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적 무상복
지정책보다 조금 높은 지니계수를 가져오는,
하지만 적은 비용을 수반하는, 30%의 선별적
복지에서조차도 무상복지가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무상복지에 소요되는 비
용을 100으로 한다면 소득하위 30%에 소요되
는 비용은 20정도의 비용만이 소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상복지와 단순 비교

무상복지 정책은 실제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중
산층,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은 정책임
- 소득분위 10%~30% 사이의 선별적 복지정책이
소득재분배(소득불평등도)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보육, 급식, 등록금 지원대
상이 저소득층에서는 많지 않아 소득불평등도
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전면적 무상복지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중산층,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은 정책임
각기 다른 세 개의 형평화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표본 내에서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각 분위별로 실제로 받게
되는 총 수혜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해서 선택가능한 선별적 복지정책의 소득분위
는 하위 4분위~7분위라고 생각할 수 있음

7) 이러한 경우 지니계수는 제곱근 형평화 척도에서 0.3561, OECD 형평화 척도에서 0.3559,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에서 0.3548로 나타나, 전 계층을 대상으
로 하는 무상복지 정책보다 지니계수가 무려 0.0276~0.0303 포인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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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곱근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분위별 총 수혜금액(표본자료)

세 개의 형평화 척도 모두에서 소득 수준이

단위: 만 원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계

제일 낮은 소득분위 제1~2분위에서 혜택을 받

1분위

3,409

2,334

5,289

11,032

는 금액은 미미한 액수인 반면 중산층과 고소

2분위

8,948

3,911

9,567

22,425

득층에서의 수혜금액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3분위

22,336

5,489

13,061

40,886

4분위

25,930

6,014

16,336

48,279

5분위

30,612

6,036

16,508

53,156

6분위

20,832

6,855

17,508

45,195

7분위

21,978

5,826

18,397

46,201

8분위

24,725

5,450

16,991

47,166

9분위

15,641

5,913

18,457

40,011

10분위

16,043

5,050

16,303

37,397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68

각 형평화 척도별로 저소득층 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 비율은 1.35배에
서 1.6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요컨대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 혜
택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에
게 집중되어 복지정책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이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증명됨

<표 9>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분위별 총 수혜금액(표본자료)

선별적 복지정책의 최적수준을 결정하는 미세조
정(fine tuning)의 문제는 향후 좀 더 숙고할 필요
가 있음

단위: 만 원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계

1분위

3,058

2,103

5,115

10,277

2분위

9,032

3,269

7,520

19,820

3분위

14,504

3,822

12,552

30,878

4분위

18,573

4,516

11,693

34,782

- 비용에 상관없이 무상복지 대비 소득재분배 혹

5분위

19,926

4,735

12,918

37,579

은 소득불평등도 개선만을 추구한다면 본 연구

6분위

17,514

4,177

11,799

33,490

의 예에서는 소득분위 하위 70%에게만 선별적

7분위

17,766

4,565

11,075

33,406

8분위

17,727

4,096

13,190

35,013

9분위

12,168

3,976

7,356

23,500

10분위

11,871

3,257

8,845

23,972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35

<표 10> 수정된 OECD 형평화 척도에 근거한 분위별
총 수혜금액(표본자료)

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
의 지니계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경우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
고 무상복지정책과 단순 비교하여 지니계수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선택하
는 경우를 의미

단위: 만 원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계

1분위

3,392

2,269

5,366

11,028

2분위

8,914

3,263

9,033

21,209

칙적으로는 소요되는 재원(비용)과 그에 따른

3분위

17,156

5,147

14,732

37,035

소득재분배 혹은 소득불평등도 개선의 금전적

4분위

20,265

5,568

14,341

40,175

가치를 같이 평가하여 최적의 선별적 복지정책

5분위

27,708

5,284

14,499

47,491

을 선택할 필요

6분위

22,797

5,401

15,763

43,962

7분위

21,211

6,089

13,750

41,050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도 개선으로

8분위

22,753

5,370

15,818

43,941

인한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9분위

19,383

5,783

11,439

36,605

있지만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음

10분위

16,423

5,292

11,650

33,365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64

- 그러나 복지정책에는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원

지니계수 개선의 금전적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
는 경우,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
서만 근거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최적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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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선별적 복지의 소득분위 대상을 결정하

5. 결론 및 시사점

는 경우, 선별적 복지의 최적 수준은 하위 소득
분위를 한 분위 추가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얻

무상복지 정책이 소득재분배 혹은 소득분배의 불

는 1만 원의 지니계수 한계개선 효과(편익)가 1

평등도를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선별적 복지정책

만 원(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이 될 것임

보다는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지니
계수 개선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쉽

- Lerman과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방

지 않기 때문에 지니계수 개선의 금전적 가치

식을 사용하여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 후의 지

를 고려한 선별적 복지의 최적수준 결정은 추

니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무상복지 정책 후의

후 과제로 남겨둠

지니계수는 0.0076~0.00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표 11> 지니계수에 대한 1만 원의 소득분위 한계효과 분석
(표본자료)
제곱근 형평화 척도 방식
소득
분위

제곱근 형평화 척도에서는 0.0076, OECD 형
평화 척도에서는 0.0084, 수정된 OECD 형평
도 척도에서는 0.0076의 지니계수 감소효과가

추가비용(A)
(단위: 만 원)

불평등도 개선(B)
(지니계수)

1만 원의 지니계수
한계개선 효과(B/A)

1분위

11,032

0.0013

0.00000012

- 그러나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

2분위

22,425

0.0019

0.00000008

정 소득분위 이하에 한해서만 선별적 복지에서

3분위

40,886

0.0028

0.00000007

의 소득재분배 혹은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4분위

48,279

0.0024

0.00000005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에서의 소득재분배 혹은

5분위

53,156

0.0018

0.00000003

소득불평등도에서의 개선효과보다 더 큰 것으

6분위

45,195

0.0008

0.00000002

로 나타남

7분위

46,201

0.0000

0.00000000

하지만 소득분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8분위

47,166

-0.0006

- 0.00000001

소득재분배 혹은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다

9분위

40,011

-0.0012

- 0.00000003

르게 나타남

10분위

37,397

-0.0016

- 0.00000004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급식, 보육,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및 등록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 대상을 소
득하위 10% 수준으로 한정한 후 소득하위 수
준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 지니계수가 점차
낮아지면서 소득불평등도나 소득재분배 효과
가 개선되는데, 소득하위 70% 이하를 지원하
는 선별적 복지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낮게 나
타남(기존보다 지니계수가 0.0110~0.0113 포
인트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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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를 넘게 되면 지니계수가 다시

- 다만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선별적 복지정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면적 무상복지

수준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수준의 선별

정책보다 소득재분배 혹은 소득불평등도의 개

적 복지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

선효과가 더 크게(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음(미세조정의 문제)

경우는 소득하위 40%~90% 이하에 한해서 선
별적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임

위에서 언급한 소득하위 70%의 선별적 복지
는 비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의 지니계

하지만 무상복지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선택

수를 주는 경우이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

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정책의 소득분위는 소

는 경우는 지니계수 개선효과의 금전적 가치

득 하위 4분위~7분위라고 예상할 수 있음(소

와 각 선별적 복지정책의 소요비용을 함께 고

득 하위 4분위부터는 무상복지 비용보다 적은

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비용으로 무상복지보다 낮은 지니계수를 달성
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초기점이 될 수 있으

결론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무상

며, 소득하위 7분위를 넘어서면 비용은 증가

복지정책보다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

하면서 소득 하위 7분위보다 높은 지니계수를

층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가져오므로 소득 하위 7분위보다 높은 수준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며 복지의 근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원적 역할 측면에서도 타당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무상복지와 같은 비용을
사용하여 가장 낮은 지니계수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무상복지에 소요되는 총 재원을 무상
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의 형식이 아니라
보조금의 형식으로 저소득층(소득 1분위 계
층)에 한하여 일괄 지원해 주는 것임
소득분위 하위 10%~30% 사이의 선별적 복지
정책이 소득재분배나 소득불평등도에서 두드
러진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보육, 급식,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소득층
에서는 많지 않아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무상복지 정책의 경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
지만 비용대비 효과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복지정책의 효과성이 저조(막대한 재원을 사
용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약
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별적 복지정책보다
낮음)
복지정책의 취지가 훼손(복지의 의미는 시장
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
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임)

- 무상복지는 복지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재정
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무상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각 소득분위별

무상복지는 일반조세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

로 살펴보면 무상복지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에 과잉수요를 유발

오히려 중산층,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은 정
책으로 나타남

과잉수요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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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상보육, 무상급

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식,반값등록금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저소득층 지원, 노인빈곤 해소, 근로연령대 빈

이 크지 않음

곤해소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대한 투입재원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

을 축소

도록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
(향후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수

- 실제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의 정책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

준을 확대하더라도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저
소득층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의 정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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