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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연구

- 1999년과 2014년 불평등 요인 분해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안 서 연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16여 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노

동시장 구조 변화, 가구 특성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해 연

구한다. 이 연구의 기여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변화 및 가구 내 가구원의 지위를 고려한 노동시장 지위 변화, 근로시간 변화 

및 노동시장 보상(혹은 가격) 변화를 고려한 가상소득 분포 추정을 통해서, 가구 

소득불평등 요인들의 영향을 분해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

근까지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학계는 1997

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소득불평등 문제에 관해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며, 많은 실증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연구들은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가

구 소득불평등 요인을 분해함에 있어 개인요인, 노동시장 요인 그리고 가구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각 요인들을 단일한 분석

틀에서 분해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둘째, 가구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주로 가구

주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가구 소득불평등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못

했다. 즉 설명변수는 가구주의 특성을 위주로 구성되고 종속변수는 가구소득이었으

며, 이로 인해 분석단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비록 기존 연구들이 가

구주 노동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의 주요인이라고 주목하더라도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분석되었다. 대

부분 범주형 변수를 중심으로 불평등 지수의 기여도를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 ii -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

로 선행 연구들은 가구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가구 내의 가구주와 그 외 가구원들

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 소득불평등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그 중에서도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초점을 두며,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

별성을 띈다. 첫째, 본 연구는 가구 내 가구원(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65세 이

상 노인) 각각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 결정을 모델링 하였다. 즉 가구원 각각의 

노동공급과 그에 따른 노동소득을 모델링하고, 개인 노동소득의 총합으로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연구한다. 즉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분석단위를 일치시켰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또한 소득불평등 관련 요인으로서 고려한다. 

둘째, 가구원 각각의 노동공급 행태와 노동소득 결정을 모델링함에 있어 가구 

내 지위와 가구 내 여건(예를 들어,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존재)을 함께 고려

하였다. 다시 말해, 가구원 지위별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의 상호 관련성을 모델링하

였다. 전통적인 노동 경제학 논의에서 개인의 노동공급은 여가와 소득의 효용함수 

극대화의 결과이지만, 가구 노동공급은 개인만의 여가와 소득의 효용함수로 결정될 

수 없다. Becker의 가계생산 모델(model of household production)에 따르면 가구

원들은 가구 공동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을 

합산(pool) 한다. 실증연구들은 가구주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낮으며, 배우자나 기타

가구원들의 노동공급은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상호 의존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구원의 개인 특성 및 노동소득 변화 뿐만 아니라 결혼행태의 

변화 및 가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을 고려하였다. 개인의 특성 변화 중 교육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및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시장 보상에도 영향을 주지만, 교육적 동질혼의 행태를 통해 

가구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는 가구단위의 불평등 대응기제의 약화를 의미

하며, 이는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가구 노동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구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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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혹은 노동소득과 관련된 요인이다. 관련요인으로 1999년과 2014년의 개인 특

성에 따른 노동시장 수익률(혹은 가격) 변화, 노동시간의 변화,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 노인의 근로소득 변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과 가구 단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이다. 개인 특성 중 교육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적 동질혼의 증

가와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분석을 위해 Bourguignon, Ferreira & Lustig가 2005년에 개발한 모의실험 방

법을 사용한다. 이 모의실험 방법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특점 시점에 고정시킨 

채,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시장 지위 변화 및 노동시장 보상 관련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의실험 기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천 3가지에 대해 분해가 가능하다. 첫째 ‘보

유효과(endowment effects 혹은 population effects)’이며 이는 집단이 가진 ‘인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가구소득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노동 

공급 효과(labour supply effects)’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및 근로시간의 변

화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격차를 의미하며, 셋째, ‘가격 효과’는 인적특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보상(혹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소득 분포의 불균등이 발생하는 것

을 뜻한다. 

모의실험 방법을 통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전체 가구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

(보상)변화는 전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또한 자영자들의 소득격차 확대가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격차 보다 컸으며 이로 인해 가구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반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소득 격차로 인한 가구 노동

소득 불평등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성별 간 임금 격차

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비하였다. 둘째, 가구단위 근로시

간의 양극화 경향과 고학력 집단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도 포

착되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셋

째,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는 전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은 ‘비근로’와 ‘비정규직’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규직’과 ‘자영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였다. 넷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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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소폭 감소시켰

다. 그러나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소득 변화와 노인 노동소득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결과, 노인 노동소득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이는 1999년과 

비교할 때 2014년의 경우 가구 내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소득과 65세 이상 노

인의 노동소득이 함께 증가 혹은 함께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1999년과 2014년의 전체 가구원 개인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1999년의 교육수준에서 

2014년의 교육수준으로 향상 될 경우 ‘비근로’에서 ‘근로’로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교육적 동

질혼의 증가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소폭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구원수의 감소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가

장 강력한 동인이었다. 

본 연구는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 소득불평등의 복잡한 동학을 포착하

기 위해 개인과 가구 단위의 특성 변화 및 특성별 노동시장 가격과 노동공급 변화

를 고려한 가상의 가구소득 추정을 통해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요인을 분

해하였다. 가구주 중심의 노동소득 변화가 아닌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기타가구원

과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 변화를 개별적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가구원들의 노동공급(노동시장 지위변화 및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

시장의 가격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와 가구단위 결혼행태의 변화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소득의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제껏 간과되어 왔던 가구원의 근로시간 변화와 그로 인한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서구 국가들과 비슷

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노동시간과 부부의 합산 노동시간이 양극화 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1999년과 2014년의 가구주와 배

우자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과 교육적 동질혼

으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 효과를 분리시켰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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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향상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으나, 교육적 동질혼과 결합된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65세 

미만 기타가구원의 비근로 증가(특히 청년을 중심으로)와 저소득층에서의 근로성인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가구단위 노동공급의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 개입을 통한 불평등 완화 정

책 및 노인 가구 및 가구 내 노인을 위한 공적이전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적정 근로시간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가구 노동소득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근로시간, 노동시장 지위, 

교육적 동질혼, 가구구조 

학번: 2008-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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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16여 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노

동시장 구조 변화, 가구특성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해 연

구한다. 이 연구의 기여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변화 및 가구 내 가구원의 지위(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및 노인)를 고려한 

노동시장 지위 변화, 근로시간 변화 및 노동시장 보상(혹은 가격) 변화를 고려한 

가상소득 분포 추정을 통해서, 가구 소득불평등 요인들의 영향을 분해한다는 점이

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1), 최

근까지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OECD, 2012; 강신욱 외, 2014)2). 가족

이나 가구는 그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개인수준

의 불평등이 반드시 사회적 수준의 불평등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개

인소득을 통합하는 가족 혹은 가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김영미·신광영, 

2008:80). 가구원들은 가구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welfare) 혹은 행

복(happiness)은 개인단위의 노동소득보다 가구소득 분배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Bourguignon et al, 2008)3). 

1)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 년간 한국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균등한 소득분배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평가 받았다.(OECD, 2012:113). 
Jacobs(2000:36-37)는 한국의 소득분배와 관련된 특성을 “낮은 불평등과 낮은 재분배(low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 라고 명명하였다. 비록 국가 세금 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미약
하지만,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가구 내의 근로자(working people)와 비근로자(workless 
people)의 동거 형태가 낮은 수준의 불평등을 성취 가능하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장지연(2012)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서의 평균 취업자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아 가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지 않지
만(OECD, 2015c),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불평등 수준은 높은 실정이다(OECD, 
2012:112). 

2) 통계청 소득분배 지표에 따르면, 시장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소
득) 기준 지니계수 지수가 2009년 기준 0.345에서 2013년 0.336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0.341로 다시 증가하였다. 

3) 대부분의 경제학 논문들은 소비 또는 저축과 관련해서 가구(household)를 전통적으로 모든 가구원들
의 소득의 합(pooled income)을 바탕으로 한 공통된 선호를 가진 단위로 인식되어 왔다
(Amuedo-Dorantes, Bonke, & Grossbar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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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우리사회에서 가구라는 공동체는 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해 왔다. 부모세대의 계층을 초월한 높은 교육열은 자녀세대들의 사회적 이동성

(social mobility)을 높였으며(김희삼, 2009), 가구 내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그리

고 소득자와 비소득자 간의 동거를 통한 소득이전은 소득불평등 증가를 완화시켰다

(Jacobs, 2000).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노동공급을 극대화 하

는 방법, 즉 취업 가구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였다(장지연, 

2012).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혼화, 소규모화, 동질혼의 증가로 

인한 가구 규모 및 가구 특성 변화는 가구 내 소득합산(income pooling) 기능과 

위험분산(risk pooling) 기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가구단위 불평등 대응기제의 

약화를 의미한다. 가족 혹은 가구4)는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하기도 하며

(McLanahan & Percheski, 2008), 가구단위의 경제적 불평등은 ‘세대 내’ 불평등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직업 획득에까지 영향을 미쳐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

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김영미·신광영, 2008:81). 

이에 본 연구는 가구 소득불평등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그 중에서도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 가구 노동소득은 가구원 전

체의 임금 소득과 자영자 소득을 합한 소득을 뜻한다5). 많은 실증 연구들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은 노동소득이라고 보고하였다(정진호·최강식, 

2001; 정진호 외, 2002; 유경준·김대일, 2002; 남상섭 외, 2005; 여유진 외, 2005; 

최바울·김성환, 2005; 강신욱 외, 2006; 이병희·강신욱, 2007; 성명재, 2009; 정의

철, 2009; 김진욱·정의철, 2010; Kim 2011; OECD, 2012; 강신욱, 2012; 이병희 

외, 2013; 전병유, 201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92%6)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OECD, 2012). 이로 인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원인을 밝히는 것은 가구 

소득불평등 증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 학계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관해 꾸준히 관

4) 가구(household)는 주거단위를 기준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데 반해, 가족(family)은 혼
인, 혈연, 입양 등의 관계를 가지고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구인회·임세희, 2007:11). 본 
연구에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5)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은 주로 임금소득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금소득과 자영업 소득(혹은 사업
소득)을 합한 개념으로 노동소득을 정의하도록 한다. 

6) 노동소득(92%)외에 자본소득 5.14%, 정부이전소득 2.74%으로 구성되었으며, OECD 평균은 노동소득
의 경우 72.75% 자본소득 4.85% 그리고 정부이전소득 12.30%로 나타났다(OECD, 2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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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졌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개인요인, 노동시장 요인 그리고 가구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강했으며7), 대부분의 연구들이 방법론

과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가구주를 중심으로 가구 소득불평등을 설명하였다(예를 

들어, 김진욱, 2002; 이성균, 2008; 이병희·강신욱, 2007; 이병희, 2007; 반정호, 

2011; 최바울, 2011; 강신욱 외, 2014). 방법론 면에서 대부분 범주형 변수를 중심

으로 불평등 지수의 기여도를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다

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이하 가계조사) 자료의 제한된 정보로 인해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8). 일부 연구들이 가구구조 요인과 노동시

장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예를 들어, 이철희, 2008; 구인회·임세희, 2007; 이병

희, 2007; 이병희·강신욱, 2007; 이병희 외, 2013; 강신욱 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비록 기존 

연구들이 가구주 노동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의 주요인이라고 주목하더라도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분석되

었다9). 다시 말해 가구 소득불평등을 분해함에 있어 개인과 가구의 ‘특성’으로 인

한 불평등 변화와 개인의 ‘노동공급 변화‘ 및 ’노동시장 보상의 변화’로 인한 불평

등 변화를 분리하지 못하였다. 개인과 가구의 ‘특성’ 변화는 개인과 가구의 노동공

급 및 노동시장 보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10). 또한 개인과 가구의 ‘특성’이 변하지 

7) 초기 불평등 연구의 흐름은 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데이터와 대우패널 조사 자료 등을 통해 소
득불평등의 경향에 대한 것으로 초기 관련 연구로는 안국신 (1995), 이정우·이성림 (2001), 성명재
(2001), 최바울·김성환(2003) 등이 있으며, 소득불평등 경향에 관한 연구는 여유진 외(2005), 강신욱 
외(2006), 김낙년·김종일(2013) 등이 있다. 이후, 특정 집단의 소득불평등의 경향과 원인(예를 들어서 
노인 가구, 여성가구, 도시노동자 가구 등)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중)고령 가구(김
경아, 2008; 김경아·강성호, 2008; 손병돈, 2009; 임병인·강성호, 2011; 이원진, 2012a), 여성 혹은 
남성가구(김혜연·홍백의, 2009a, 2009b; 김혜연 2009), 도시근로자 가구(성명재, 2001; 정진호, 
2001; 정진호·최강식, 2001; 강신욱 외, 2006; 구인회·임세희 2007; 김진욱·정의철, 2010), 자영업자 
가구(임은의·임유진, 2013; 반정호 2012; 이진영, 2015), 농촌 가구(박준기·문한필·김용택, 2004), 지
역별 불평등 수준에 대한 연구(정윤희, 2002; 이민환·장연주, 2011; 황한식, 2011) 그리고 동질혼인 
혹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로 발
전되어 갔다(예를 들어, 반정호, 2011; 성명재, 2002; 김혜연, 2009; 김혜연·홍백의, 2009a; 김문길 
외, 2012; 김문길, 2013; 석재은· 노혜진, 2013; 김대일 외, 2014; 이선화, 2015).

8)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논의는 제2장 제4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며, 분석 
자료와 관련된 한계점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9) 주로 가구주의 연령, 종사상 지위, 교육수준, 성별, 혼인상태 등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가구 소득불
평등이 분해되었지만, 이러한 불평등 기여도 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10) 예를 들어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변화는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를 변화(예를 들어 비근로에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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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더라도, 두 시점 간 개인의 노동공급 및 노동시장 보상변화는 가구 간 소득격

차 발생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노동공급은 ‘노동시장 지위(비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자)’와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노동시장 보상’이라 함은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시간당 임금

률 혹은 교육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가구 소득불평등 요인을 분해할 때 가구 내 개별 가구원

들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 변화 효과를 포착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 설명변수

는 가구주의 특성을 위주로 구성되고 종속변수는 가구소득이었으며, 이러한 분석단

위의 불일치 문제로 인해 가구 소득불평등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못했다. 가구주

의 노동소득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 틀림없

다. 하지만 가구주의 노동 소득불평등과 가구 소득불평등이 반드시 일대일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Larrimore, 2014), 가구주의 배우자 그리고 가구 내의 

다른 가구원의 노동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Gottschalk & Danziger, 2005; 강신욱, 2012; 장지연․이병희, 2013). 앞서 언

급하였듯이, 가구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 대응기제는 가구가 처한 여건 하에서 가

구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들의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의 영향을 받게 되며, 가구

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가구원들의 노동소득 관련 

행위의 변화를 함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띈다. 첫째, 본 

연구는 가구 내 가구원(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65세 이상 노인) 각각의 노동

공급 및 노동소득 결정을 모델링 하였다. 즉 개인의 인적 특성의 변화(교육수준), 

노동시장 지위 변화, 근로시간 변화 및 노동 시장 가격 변화에 관해 가구원 각각을 

모델링하고, 개인 노동소득의 총합으로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연구한다. 즉 설

명변수와 종속변수의 분석단위를 일치 시켰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변

화 또한 소득불평등 분해 요인으로 고려한다. 

둘째, 가구원 각각의 노동공급 행태와 노동소득 결정을 모델링함에 있어 개인별 

가구 내 지위(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및 노인)와 가구 내 여건(예를 들어,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존재)을 함께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 가구 내 가구원 지위별 

혹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시간 및 노동시장에서의 보상(교육수
준에 따른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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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의 상호 관련성을 모델링하였다. 전통적인 노동 경제학 논의에

서 개인의 노동공급은 여가와 소득의 효용함수 극대화의 결과이지만, 가구 노동공

급은 개인만의 여가와 소득의 효용함수로 결정될 수 없다. Becker의 가계생산 모델

(model of household production)에 따르면 가구원들은 가구 공동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을 합산(pool) 한다. 실증연구들은 

가구주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낮으며, 배우자나 기타가구원들의 노동공급은 가구주

의 노동공급에 상호 의존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즉, 가구주의 근로는 배

우자를 포함한 기타 가구원들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존재는 대다수 연구에서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전체가구와 근로가능 가구(가구원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이

며,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통학 그리고 군입대 대기인 자를 제외한 근로가

능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뜻함)11)를 대상으로 개인 특성 변화 뿐만 

아니라 결혼행태의 변화 및 가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가 가구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 개인의 특성 중 교육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노동시

장 지위 및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시장 보상에도 영향을 주지만, 교육적 동질혼의 

행태를 통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는 가구단위의 불평등 대응기제의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여건에 따른 가구원 지위별 특성 변화 및 노동공급과 노동

소득 결정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요인 분해를 실시한다. 분석

을 위해 Bourguignon, Ferreira & Lustig (2005) (이하  BFL(2005))가 개발한 모

의실험을 실시한다. BFL(2005)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특점 시점에 고정시킨 채, 

가구단위 특성 및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노동소득 관련 요인이 소득불

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의실험 기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천 에 대해 분해가 가능하다. 첫째 ‘보유효과(endowment 

11)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동질혼에 초점을 둘 경우 ‘근로가능 연령대의 부부’가 존재하는 가구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노동소득에 초점을 둘 경우는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로 한정 지었다. 하지
만 대상 가구를 특정 연령대로 한정 시킬 경우, 고령화와 일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
로 인한 소득불평등 증가를 포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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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혹은 population effects)’이며 이는 집단이 가진 ‘인적특성의 차이’로 인해 

가구소득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노동공급 효과(labour 

supply effects)’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및 근로시간의 변화로 인해 발생되

는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의미하며, 셋째, ‘가격효과’는 인적특성에 대한 노동시장에

서의 보상(혹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소득 분포의 불균등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관련 요인은 다음

과 같다. 먼저 가구원의 노동공급 혹은 노동소득과 관련된 요인이다. 첫째, 1999년

과 2014년 사이의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보상(가격) 변화는 가구 소득불평등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보상의 차이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변화 혹은 근로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개인 노동소득 분포 변화를 통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근로시간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개인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

시코 다음으로 길지만,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OECD, 2013). 특히 2005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 근로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감소 현상은 

더욱 두드려졌다(김형락 · 이정민, 2012).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5인 이

상의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여전히 법적으로 연장근무(주당 총 

12 시간까지 허용)를 허용하며, 잔업이나 야근 문화가 뿌리 깊다. 외국의 경우 근

로시간 단축은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이며, 개인 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뿐만 아

니라 가구단위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과 같이 

개인단위 근로시간의 양극화 (즉 고소득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저소득 노

동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현상) 뿐만 아니라 부부단위 근로시간의 양극화 (즉 

고소득 부부의 합산 근로시간이 증대하고, 저소득 부부의 합산 근로시간이 감소하

는 현상)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의 양극

화 현상은 가구 노동소득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 지위 선택은 개인의 선호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물로서 

1999년과 2014년의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과 2014년 사이 청년 고용율이 43.4%에서 

40.7%로 감소(통계청 홈페이지)하였기 때문에, 1999년의 특정 청년이 노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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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의 같은 특성을 지닌 청년은 비근로 상태일 수 있으

며 이는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1999년 대비 2014년의 영세 

자영자의 증가 혹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개인의 노동소득 분포를 변화시키고, 결과

적으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넷째,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는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동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

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의 노동소득은 간과되었다. 하지만 우리나

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기준 2014년 아이슬랜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으며(OECD, 2015b), 노령화로 인한 가구 내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비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노인의 노동소득은 가구단위에

서 합산되며 그로부터 발생되는 효용을 가구원이 함께 나누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가구 내 노인의 노동소득 변화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추정은 

편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해 분해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분석한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구조(특히 수량적인) 변화가 가

구단위 노동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1999년과 2014년 사이

의 개인의 교육수준 향상은 가구원들의 가용 자원의 변화를 의미하며, 노동시장 보

상(가격)과 노동공급(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가구 소득불

평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교육적 동질혼의 증가와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1999

년과 2014년 사이의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는 교육적 동질혼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가구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준다. 교육적 동질혼 중에서 특히 대졸이상 학력 

부부의 결합이 증가하며, 이는 소득 불평등 증가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Esping-Andersen, 2007).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노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가구의 소규모화와 같

은 가구구조 변화는 가구 내의 근로(가능)가구원 수의 감소 혹은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가구단위 소득 생성 매커니즘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요인들에 의해 불평등이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우리사회의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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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구조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불평등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가구단위 

소득분배는 개인의 복지 혹은 행복과 긴밀히 맞닿아 있으며, 가구소득 불평등의 증

가는 또 다른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불평등이 증가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소득불평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

고, 그에 따른 정책 개입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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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및 논문의 구성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이 논문

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개인의 노동시장 가격 및 노동공급 그리고 

노동소득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 가구 내 지위별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가구 내 지위별 개인 근로시간의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가구 내 지위별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4)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2.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화는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교육적 동질혼의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가구구조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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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개인단위 및 가구단위 노

동공급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과 가구 소득불평등

의 관계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3장은 분석 전략과 분석방

법을 서술하고, 분석 자료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위한 기술 분석 결

과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추이와 가구 노동공급 변화에 관

해 기술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BFL(2005) 방법 관련 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요인별 기여도를 분해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정책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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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가구 노동소득은 개인 노동소득의 총합이며, 개인의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은 가

구가 처한 여건과 가구 내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과 가구의 노동공급과 

가구 소득불평등은 긴밀한 관계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노동공급 논의와 

소득불평등 논의는 대체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개인의 가구 내 지위별 노동

공급에 따른 노동소득 불평등이 가구단위의 소득불평등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제1절과 제2절에 걸쳐서 개

인의 노동공급 이론 및 가구 단위 노동공급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제한적이나마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한다. 

개인의 교육수준의 변화는 개인의 노동소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구 내 

혼인행태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는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가구의 

구성이 점차 소규모화 되고 고령화 되는 추세는 가구 단위 노동공급의 변화를 의

미하며, 이는 가구 노동소득 분포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제3절에서는 

교육적 동질혼과 가구구성의 변화와 관련된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가구 

특성 변화와 가구 노동공급과의 관계 그리고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관해 검토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기존 국내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방법론의 동향

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 방법들이 가진 한계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 보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제1절 개인과 가구의 노동공급 이론 및 선행연구 

1. 개인 노동공급 이론 

신고전주의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노동공급은 소비와 여가를 구성하는 효용함수 

극대화의 결과이다(Blundell & MaCurdy, 1999; Harkonen, 2007). 소비와 여가가 

각각의 가격을 지닐 때 노동공급은 두 가지 메커니즘, 즉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효과는 만약 여가와 소비가 정상재일 때 소득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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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여가 시간을 둘 다 증가시키며, 노동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효과이다. 즉 소

득효과는 여가의 기회비용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를 소비하기(근로시간의 단축)를 원할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대체효과는 만약 실질임금의 총액이 불변한다면, 시간당 임금률의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여가비용의 증가로 인해 여가 시간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결과적

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뜻한다. 즉 소득이 불변인 채로 고정되었을 

때, 여가비용이 변함에 따라 여가와 근로시간이 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Borjas, 200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순 효과는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에 의해

서 결정되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의 증가는 상대적인 소득효과와 대체효

과에 의해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렇듯 개인들은 주어진 소득 안에서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서 여가와 소비를 

조합하게 되며, 이러한 이론적인 틀은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공급 혹은 가구단위의 

집합적인 노동공급 이론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Harkonen, 2007:34). 주로 노동공

급의 임금 탄력성은 높은 임금 수준에서 감소하며, 낮은 임금수준의 개인은 추가의 

여가시간보다는 추가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소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대

부분의 실증연구들은 비근로 소득의 탄력성이 임금 탄력성보다 작다고 할지라도 비

근로 소득은 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켰으며, 임금의 상승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노동시간을 증가시키지만, 일정선을 넘어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결론냈다(Blundell 

& MaCurdy, 1999). 

(노동) 경제학자들의 관심과 달리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주로 개인의 정신건

강이 근로에 주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울감은 실업이나 가구소

득의 상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재고용과 관련1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oley et al., 2002). ‘사회규범으로서의 실업 가설’은 개인의 실업 혹은 비근로 

상황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규범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라

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가구 내의 가구원들이 이미 실업인 상황에서 실업 상태의 

개인의 경우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실업의 상황을 유지하게 될 

12) Kasl’s (1982)의 역인과 가설(reverse caus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신건강 특히 
자아존중감이 재고용 확률을 높인다고 설명하였으며 실증 연구를 통해서 증명 되었다(McGregor & 
McConnachie , 1995; Waters  & Moore, 2002; Murphy & Athanasou, 1999; Nordenmark & 
Strandh, 1999; Frey & Stutzer, 2002; Clark, 2003; Anders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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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크다. 반대로, 집단 내에 적은 수의 사람이 실업 상태이고 더 많은 사람들

이 근로라는 사회규범을 지지할 때 실업상태의 사람이 겪는 정신적 비용은 더 크

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Koursaros, 2009:2). 이와 관련

해서 Clark(2003)은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 혹은 가구 구성원들의 실업이나 근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실업으로 인한 개인의 효용의 감소

가 본인과 관련된 유의미한 타자(즉 배우자와 가구원들)가 실업인 상황에서는 낮다

고 밝혔으며, 이러한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개인의 노동공급에 관한 경제적 관점과 사회․심리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노동공급은 가구단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2. 가구 노동공급 이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키고 실험해온 노동공급 이론의 주요 관심은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임금에 대한 개인의 노동공급 반응이었다. 가구단위의 노동공급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이론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구 구성원은 가구 내 노동의 분

담(divisions of labour)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과 

‘가구 안에서의 노동’을 서로 배분하게 된다.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시간이 모두 여

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구 내의 누군가는 아동 양육 등을 포함한 가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Harkonen, 2007).

전통적으로 가구 내의 남성이 주된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하여 

사회학자인 Talcott Parsons는 성별분업 이론(sex division of labor theory)이라 명

명하였으며, 이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위한 기능적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고 주장

했다. 즉 원칙적으로 성 역할 구분 없이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있지만, 남성은 유

급노동을 통해 가족과 일반사회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s)을 수행하는 한편, 여성은 출산과 양육 등 가족 내부구조와 관련된 표현적 역

할(expressive roles)을 수행한다고 보았다(Parsons, 1955; Beechey, 1978:161 재인

용). 

 가구 내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경제적인 역할(economic roles)을 수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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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경제학자인 Gary Becker(1965, 1981a, 1981b)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되었

다. Becker는 가계 생산모델(model of household production)을 통해서 가계가 단

순한 소비주체가 아닌, 가사노동 시간을 투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주

체라는 가정을 통해 성별 분업을 설명하였다. 즉 Becker의 가계함수 이론은 전통적

인 가계의사 결정이론과 달리 가계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가사노동을 사용하

여 상품을 만드는 주체로 인식하였다(김애실, 1988). 여기서의 상품은 시장에서 구

입한 재화와 서비스라는 상품에 가계의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으로 집

에서 만든 음식에서부터 자녀의 건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Becker의 가계에 대한 

관심은 기존 경제학에서 간과해 왔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이끌었다(김

애실, 1988). 

이 이론에 따르면 부부는 가구 효용함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유급의 일과 가정 내의 무급의 일 사이의 과업을 개인의 생산성에 따라 특화

(specification of task)하게 된다(Becker, 1981a; Harkonen, 2007; Kanji, 2013). 

가사노동의 일부는 소득증가에 의해 보다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반면, 자녀양육과 

같은 가사 노동 영역은 상당히 낮은 대체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으며 남성에게는 오히려 결혼과 부

모됨(parenthood)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Mincer, 1962; Becker, 1981a; 

Lundberg, 2005; Harkonen, 2007). 가정에서의 시간 사용의 가치(예를 들어 아동

의 존재 등으로 인해서)가 증가할수록 분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증가한다고 예상하

며, 따라서 현실에서 높은 임금을 가진 쪽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집안일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쪽의 노동공급은 감소

하여, 극단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게 된다(Harkonen, 2007: 37). 이러한 관

점은 인적자본 이론을 가구단위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가구원들은 그들의 자원을 합

산(pool)하고 가족 공동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

다(Bernardi, 1999). 

Becker의 이론이 가구 공동 효용함수의 존재를 가정하지만, 그 효용함수가 어떻

게 집계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애로운 이타주의

자(a benevolent altruist) 가정을 제시하였다(김애실, 1988). 이 가정에 따르면 가구 

내의 가구원 ‘h’가 효과적인 이타주의자(effectively altruistic)이면, 가구원 ‘h’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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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다른 가구원 ‘w’의 효용 또한 상승시킬 수 있다. 여기에

서 “이타적(altruistic)”의 의미는 가구원 ‘h’의 효용함수(utility)는 다른 가구원 ‘w’

의 이익(wellbeing)과 정적 의존관계에 있으며, “효과적(effectively)”이라는 의미는 

가구원 ‘h’의 행동이 그의 이타주의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ecker, 1981b:1-2). 이러한 가구 내 자애로운 이타주의자(a benevolent altruist)

로 인해 가구 구성원들은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김애실, 1988). 가구 노동공급 결정에 있어 Becker의 모델은 가장 

잘 알려진 단일모델(Unitary model)이며(Grossbard, 2010),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노동공급에 대한 결정은 집합적 혹은 가구주에 의해 이뤄진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은 1980년대까지 가구 노동공급 연구에서 우세한 접근방법이었다. 

 하지만 Becker의 가계함수 이론을 포함한 단일 모델은 많은 이론적·실증적 비

판을 받아왔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는 가구를 개인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

구원 개개인은 고유의 선호를 가진다는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에 모순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그리고 가구의 효용함수는 집합적 과정의 결과물인데 구성원들

의 개인적 선호로부터 가구의 선호를 어떻게 도출했느냐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로 비판을 받았다. 

둘째, 많은 학자들은 이 이론이 가진 근본적인 성별 가정들(gender 

assumptions)을 비판하였다. 즉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여성

의 경우 가사 일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가정들에 대해 비판해왔다

(Lundberg & Pollak, 2008).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실증 연구들은 전통적인 가족모

델에 근거한 노동공급 차이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Blau & Kahn (2006)은 1980년에서 2000년대 사이 미국 여성의 임금탄

력성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남성의 노동공급 탄력성과 비슷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Oppenheimer(1994)는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특화

(Specialization)와 교환(trading)의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본 Becker의 이론에 대해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그들의 소득 또한 가구의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시점에서 부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유연하고 다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Becker의 가계생산 함수이론이 지닌 여러 가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이유로 인해 가구 노동공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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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bard, 2010)13). 

다음으로 부부는 가구단위 노동공급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단위이

다.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대한 배우자의 노동공급 반응에 대해 대립되는 경제학․사
회학 이론이 존재한다. 첫째, 부가노동자 효과 가설은 남편의 실직 상황에서 가구 

내 소득 상실의 보충을 위해 아내의 노동공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기혼여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애착(attachment to the labour market)이 약한 부가

적인 노동자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부가노동자 효과의 크기는 다른 요소들에 달

려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거나 가계 대출을 통해 소득 

상실에 대응할 수 있을 때 부가노동자 효과는 작을 수 있다(Bingley & Walker, 

2001:158). 또한 노동시장에서 성공한 배우자를 둔 배우자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에

서 긴 시간 노동하거나, 높은 노동시장 지위를 얻을 경제적 유인이 적다고 설명 한

다(Bernardi, 1999).

둘째, 실망노동자 효과 가설은 배우자가 비근로 상태일 때 다른 배우자의 노동

시장 참가 확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은 

실망노동자 효과를 통해서 가구 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Harkonen, 2007:46). 즉 남편의 미취업 상태가 여성 배우자로 하여금 노동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신호역할을 하여 기혼여성은 구직활동을 중단

하고 노동시장 퇴장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박진희 2009:44). 기존연구 결과는 

1%의 실업률의 증가는 노동시장 참여를 0.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4이 구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Bingley & Walker, 2001:17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실망 실업효과가 지배적이어서 남편과 기혼 여성 배우자가 동일한 

경제활동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연구(박진희, 2009)가 있지만, 남편

의 실직에 대한 아내의 노동공급 대응이 학력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안

태현, 2010: 32)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부가노동자 효과보다는 실

13) 이와 같은 단일모델(Unitary model)에 대한 불만족은 다른 대안적인 모델을 발전 시켰으며, 이러한 
모델 중에서 집합 모델(Collective model)이 단연 특징적이다. 이 모델은 Chiappori(1988, 1992, 
1997)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두 가지 근본적인 가정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은 개개인은 효용
함수를 가지며 소비와 여가에 대한 요구는 가구 내의 관찰되지 않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둘째 그에 대한 결과물이 파레토 효율(Pareto-efficient)을 달성하게 한다고 가정한다(Berulava & 
Chikava, 2011 :10). 하지만 이러한 집합적(collective) 모델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활발
하지만 실증분석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편이다(김현숙, 2009: 6).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가구
단위 노동공급을 설명하기 위해 Becker의 가계함수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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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노동자 효과 가설이 우세하다고 결론 내린다(Hasluck & Green, 2005). 

셋째, 마초효과 가설14)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남성 가구주의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가구 내에서 여성이 생

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비춰지지 않고, 아내는 남편

의 자아존중감을 해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남편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아내에게 

내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내들은 구직을 꺼리게 된다고 설명한다(McKee & 

Bell, 1985; Morris, 1985; Barrere-Maurissonet et al., 1985; Harkonen, 2007 재

인용).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발생된 현상으로 이러한 

가치와 기대들이 보이지 않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부부의 노동공급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Harkonen, 2007). Harkonen(2007)는 부부의 인적 특성의 영향

을 통제한 후, 부부 비근로 상태에서 남성외벌이 가구로의 이동 확률이 여성외벌이 

가구로의 이동 확률보다 월등히 높음을 확인함으로서, 마초 효과 가설이 지지된다

고 결론 내렸다. 또한 남성들은 그들의 긴 노동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남성성

(masculine identity)을 확인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Rapoport et al., 2002). 

즉 부부의 노동공급 행태에 대한 두 가지 경제학 이론(부가노동자 효과 가설 및 

실망노동자 효과 가설)과 마초효과 가설은 상반되는 현상15)을 설명하지만, 주로 기

혼여성의 노동공급이 경제적 이유로든 사회 ․ 심리적 이유로든 남성 가구주에 의해

서 영향을 받는 다는 점, 그리고 기혼여성의 노동은 가구 내에서 부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사회자본 메커니즘(Social capital mechanism)은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대

해 가구주와 배우자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이 속한 

14) 마초효과 가설은 Mckee & Bell(1985), 그리고 Irwin & Morris(1993)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
었다. 그들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실직한 남편의 아내가 구직을 꺼리는 심리와 남성성(masculinity), 
권위, 결혼안정성 그리고 자부심(pride) 등의 개념 간의 강한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실업
한 남편의 아내들이 가정 내의 주요생계자로서의 역할을 꺼리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이를 마초효과
라고 명명하였다(McKee & Bell, 1985; Morris, 1985; Barrere-Maurissonet et al., 1985; 
Harkonen, 2007:112, 재인용). 마초효과를 지지하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여성 외벌이 가구의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을 꼽을 수 있다(Harkonen, 2007;  Jalovaara, 2003;  Kalmijn et al., 2007). 또
한 집안일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결혼 안정성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또한 있다(예를 들어, 
Cooke, 2006). 

15) 가구주의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부가 노동자 효과 가설은 배우자의 노동공급 증가를 설명하고, 
실망노동자 효과와 마초효과 가설은 배우자의 노동공급의 감소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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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사람이

기 때문에, 서로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하며, 공유하게 된다(Bourdieu, 1986; 

Bernardi, 1999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시장에서 성공한 배우자의 경력 자

원(career resources)은 다른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 혹은 노동시장 지위 향상을 

돕는다고 설명한다(Verbakel & De Graaf, 2009). 또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가

구주는 가구 내 성별 분업에 대한 변화된 가치관 혹은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가구주의 태도들은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노동시장 경력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Bernasco, W., et al. ,1998). 즉 이 이론은 배우자간 노동

공급과 노동시장 지위에 관해 정적 효과를 예상한다(Verbakel, 2008; Verbakel & 

De Graaf, 2009). 

 가구 내의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대한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

의 노동공급 결정은 여전히 노동시장 여건만큼이나 노동공급 측의 요인, 그 중에서

도 가계소득이나 자녀양육 등 가구 관련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

옥, 2002:6). 자녀의 존재 특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그 이상 연령의 자녀들은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승주, 1995; 서병선·임찬영 2004; 김현

숙, 2005; 황윤재·최강식, 1999; 황수경, 2002; 최형재, 2008:79). 최근 연구인 곽

현주․최은영(2015)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가 ‘가구소득’과 ‘미취학 자녀유무’ 보다 더 큰 영향을 미

쳤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전통적인 성별역할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이나 가구 내 소득수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1992년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았다(양승주, 1995). 하지만 1980년부

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 연구결과는 고학력 대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급

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예를 들어, 권정현, 2008). 즉 일정시점의 횡단 분석 

결과에서는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효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경향

을 보이지만, 종단으로 살펴볼 때,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있다(윤

자영, 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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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노동공급에 대한 논의 즉 파트너 효과(partner effect)가 정적이냐 혹은 

부적이냐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파트너 효과의 방향성이 가구 소득불평등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Verbakel, 2008). ‘부가노동자’ 가설에 따르면 부부의 노동공급 행태

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망노동자’ 

가설 및 ‘마초효과’ 가설 그리고 ‘사회자본’ 가설에 따르면 부부의 노동공급은 부부

가 함께 노동공급을 감소 혹은 증가시키는 행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노동공급 행태

는 가구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 

3. 개인과 가구의 노동시간 

이제껏 노동공급 논의에서 노동시간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들

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개인단위 노동시간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대체적으로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며(Lee, McCann & 

Messenger, 2007; Maddison, 1995),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OECD 국가들에서 나

타났다16)(Rogerson, 2006). 

유럽 국가들에서 근로시간 감소는 일자리를 나누고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적 

도구로 인식되었으며,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이다(Jacobs & Gornick, 2002:169). 

근로시간 감소 원인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제 근무 

혹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견과 노동인구의 노령화 등이 평균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그들의 희망 근

로시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세부

적인 고용 부문간(specific sectors) 노동시간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

16) 하지만 미국의 경우 Schor(1991)의 논의를 중심으로 과잉 노동하는 미국인 논쟁 (the overworked 
Americans)이 일었다. Leete & Schor(1994:31)는 지난 1969년부터 1989년 사이 경제활동 참가자
의 연간 노동시간이 남성의 경우 20시간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208시간 증가하였다고 제시하
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으로써 근로시간의 증가는 연간 근로일수의 증가(the number of 
weeks worked per year)로 인한 것이며, 주당 근로시간(the number of hours worked per 
week)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Jacobs & Gerson, 2001). 실제 
Schor(1991)의 연구에서도 주간 근로시간의 증가는 남성의 경우 0.8시간 여성의 경우는 1.8시간 증
가에 그쳤다(Jacobs & Gerson, 2001). 비슷하게 Jacobs & Gerson(2004)은 1960년대 이후로 30년 
동안 미국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남성 평균 42~43시간, 여성의 경우 35~36시간으로 매우 안정적이었
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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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Farrell, 2013). 또한 일상화 가설(Routinization)17)의 영향으로 중위임금의 일

자리 예를 들어 사무직과 기술직의 직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oos, Manning & Salmons, 2009). 

전체적인 평균 노동시간은 감소하였지만, 개인단위 노동시간의 분배는 양극화 

경향을 띈다. 주로 저소득 노동자(혹은 저학력 집단)들의 노동시간 감소의 폭이 컸

으며, 고소득층 노동자(혹은 고학력 집단)들은 노동시간의 증가를 경험했다

(Morissette, 1996; Jacobs & Gerson, 2001; Bell & Freeman, 2001; Kuhn & 

Lozano, 2005; Usalcas, 2008; O’Farrell, 2013).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소득층 노

동자들이 그들의 승진(promotion)을 위해서 긴 노동시간을 선택한다는 의견(Bell 

& Freeman, 2001; Landers, Rebitzse, & Taylor, 1996)과 고숙련 노동자들의 고

용 비용(hiring costs)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고용비용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노동

시간이 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Kudoh & Sasaki, 2011), 그리고 자본이 집중

된 부문(capital intensive sectors)에서 노동시간이 길다는 주장 또한 제시되었다

(Parmentier, 2010). 

하지만 Frase & Gornick(2013)은 고소득층 혹은 고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이 긴 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중진국에서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근

로시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개인과 가구단위의 노동시간은 

개인의 선택 혹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의 영

향도 받는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 세제는 한부모 가구의 근로시간 

증가(Meyer, 2002)에 최저임금법은 개인단위 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tewart & Swaffield, 2008). 

우리나라 개인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지만, 점차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이다(OECD, 2013). 특히 2005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 근로

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감소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김형락,이정민, 

2012).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

17) Author et al(2003)는 기술변화가 단순히 기술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 만으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SBTC의 변형된 형태로 “일상화 
(Routinisation) 가설”을 주장하였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상위기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컴퓨터 자본과 관련해서 일상화된 일들은 전산화가 대체하고 비일상화된 일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다는 것이다. 비일상화된 일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뜨는데, 고숙련의 전문직과 매니저 직업 그리
고 비숙련 노동 서비스직(청소)과 같은 일들이다(Holmes & Mayhew,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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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로서,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부족하다. 

가구단위 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은 서구 국가들에서 점차 증대되었는데, 이는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시간 압박과 관련해 가구 

내의 성 불평등의 문제(가사노동 및 부모 역할)들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

여 년간 미국의 가구단위 노동시간 변화의 특징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부부의 

합산 근로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Jacobs & Gerson(2001)은 1990년

과 1997년 사이 가구구성의 변화로 인한(즉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근로시간 변화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고학력 전문직의 맞벌이 

부부 비율이 증가하였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이 자녀가 없는 맞벌

이 부부의 노동시간보다 짧았으며, 특히 어머니의 근로시간에서 차이가 났다. 

McGrattan & Rogerson (2008)은 195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가구단

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를 기술한 결과 Juhn & Murphy(1997)의 연구 결과

와 비슷하게,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남편을 둔 아내의 노동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의 평균 노동시

간은 같은 기간 동안 3배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기혼여성의 노동시간

은 70% 증가에 그쳤다. 또한 남편의 노동소득 분위에 따른 가구 노동시간 분포 변

화에서 모든 분위가 노동시간 증가를 경험하였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가구의 평균 노동시간의 증가가 가장 컸다.  

하지만 국내의 가구단위 노동시간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유성용(2008)은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99년과 2004년 사이의 부부 합산 노동시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1999년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의 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52.8시

간과 26.5시간(총 79.3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에는 49.9시간과 25.2시간(총

74.1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합산 노동시간은 1999년 기준 

107.3시간에서 2004년 99.1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이 낮은 맞

벌이 부부일수록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2007)는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고용된 기혼여성의 연간 근로시간의 감소가 최상 10분위 

가구에 속한 기혼여성의 경우 15% 감소한 반면, 최하 10분위 가구의 고용된 배우

자의 경우 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낮은 부부일수록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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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길며, 배우자의 노동시간 감소의 폭도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추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장시간 노동하는 편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

영업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가구단위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와 노동공급이 가구단위에서 결정된다

면,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 또한 가구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는 가구단위 노동시간 변화에 주목하며, 이러한 가구 노동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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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과 가구의 노동공급과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
 
본 절에서는 가구 내 지위별․노동시장 지위별 노동소득과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의 관계에 관해 살펴본다. 개인의 노동공급과 노동시장 가격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가구 내의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그로 인해 가구 

내 지위별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단위 노동소득 불평등(주로 임금불평등)을 다룬 연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 가구 내 지위 및 노동시장 지위별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1. 가구원 지위 별 노동소득과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 : 가구주와 기타가구원

개인의 노동소득 분배는 가구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게 되며, 개인과 가구의 노

동소득 분포의 관계는 가구구성, 가구 내의 노동자들의 군집형태 및 일자리 분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OECD, 2011:19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구 

단위의 소득분포가 개인의 노동소득 분포보다 공평하게 분배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Parker, 1995; OECD, 2008; OECD, 2011:194; 김대일 외, 2014). 김대일 외

(2014)는 2012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소득불평등이 가구구성을 

통해 사회전체로 반영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노동소득의 소득불평등도

는 높지만, 부가적인 가구원의 노동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가구소득 공유

를 통해 사회 전체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의 개인단위 노동소득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가구주 특성(연령, 학력, 성별 등)과 경제활동 상태 및 근로지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반정호, 2011; 성명재 2001; 이병희, 2007; 이성균, 2008 외 다

수). 일부 연구들이 가구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노동소득 및 노동공급

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예를 들어, 구인회·

임세희, 2007; 이병희, 2007; 이병희·강신욱, 2007; 장지연, 2012; 장지연·이병희, 

2013; 이병희 외, 2013; 강신욱 외, 2014).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 지

위별 노동소득 및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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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의 격차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주된 요인으로 밝혀

졌다. 구인회·임세희(2007)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의 소득불평등 증가분의 53% 

정도가 남성가구주의 근로소득 불평등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철희(2008)

는 1996년과 2000년 사이의 가구 소득불평등의 주요요인으로 가구주의 임금불평등

(70%)과 노동공급(34%)을 꼽았고, 장지연·이병희(2013) 또한 1996년과 2011년 사

이 가구주의 취업소득 격차와 노동공급의 변화가 불평등의 강력한 원인이라고 지적

하였다. 이병희(2007)는 2003-2006년의 소득불평등 증가는 저소득층 가구주의 노

동공급 감소(임금근로 취업률 하락)와 고소득층 가구주의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것

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정호(2011)는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와 ‘근로자 외

(자영자와 무직)’인 가구가 1999년과 2008년 전체 소득불평등 증가에 각각 26.6%

와 151%를 기여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가구주의 노동 소득 불평등이 가구 소득불

평등을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국외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

다(예를 들어, Karoly & Burtless, 1995; Gottschalk & Danziger, 2005; Daly & 

Valletta, 2006). 

 다음으로 기타가구원 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가 존재한다. 단계적 요인추가 기법(step-wise approach)으로 분석한 결과 기

타 가구원 소득은 1998-1999년과 2004년 이후의 기간에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불

평등을 감소시켰으며(강신욱, 2012), 1996년과 2011년의 상위 10분위와 하위 10분

위의 가구가처분 소득격차 분해 결과 또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장지연·이병희, 

2013). 반면 강신욱 외(2014)에서는 소득원천별 분해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은 1998년과 2008년 각 년도의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분석년도와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

이다.

2. 기혼여성의 노동소득과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 

가구 내 여성의 노동소득은 어느 소득분위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

발하냐에 따라 소득불평등 수준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위 

소득가구의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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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저소득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활발할 경우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가능성

이 높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는 ‘경제적 필요효과

(necessity effect)’와 ‘동류혼 효과(assotative mating effect)’로 분류된다. 즉 ‘경제적 

필요’ 효과 혹은 ‘평등화 효과’의 경우, 경제적 필요에 의해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의미한다(김수정, 

2014). 반면 아내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노동소득의 발생이 가구 소득불평등의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연관성이 높아지는 방향

으로 혼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동질혼 효과’라 불린다. 

미국의 초기 연구들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대체로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결론 내렸다(Miller, 1966; Mincer, 1974; Smith, 1978; 

Treas, 1987, 재인용). Cancian & Schoeni (1998)는 1970년 말에서 1980초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혼여성의 소득은 전체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보다 최근 연구인 OECD(2011:201-209)와 

Harkness(2010)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비록 상위소득 가구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 소득불평등 증가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예를 들어, Karoly & Burtless, 1995; Aslaksen, 

Wennemo, & Aaberge, 2005).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 또한 혼재되어 있다. 1996년과 2000년 시

기를 연구한 이철희(2008)와 2002년을 분석한 이성림(2005)의 연구는 저소득 혹은 

중위 소득가구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역할

을 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수정(2014)은 1998년에서 2012년 사이 아내의 소득활

동과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분해한 결과, 아내 노동공급의 증가가 가구 소득불

평등 증가를 억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층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하

여, 부부 소득 상관정도가 낮으며,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동질혼의 효과

는 미비하다고 결론내렸다. 최근 연구인 이선화(2015)는 1990년과 2014년의 가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부부의 소득연관성이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도를 

1.67%에서 14.21%정도 설명하였으며, 여전히 저소득층에서의 여성노동 참여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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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남편소득에 따른 아내의 노동참여는 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장지연·이병희(2013)는 1996-2011년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불평등 완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유진 외(2011:44)도 

1990년과 2008년 사이의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전체 불평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욱 (2012) 또한 배우자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확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최바울

(2013)은 2008년 이전 시기는 고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2008년 이후 시기는 중·저소득층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여 소득불평등

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듯 연구시기에 따라서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는 저소득층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감소된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 결론은 혼재되어 있다. 상이한 결과

가 도출된 원인은 여유진 외(2011), 강신욱 (2012), 최바울(2013), 김수정(2014), 

이선화(2015) 연구들이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시기와 분석 대

상 그리고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여유진 외(2011)은 4인의 도시 가

구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김수정(2014)과 이선화(2015)는 각각 25~54세와 

25세~59세 연령층의 기혼여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분석방법에서 

최바울(2013), 김수정(2014), 이선화(2015)는 모의실험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강신

욱(2012)은 단계적 요인추가 기법(step-wise approach)을 여유진 외(2011)는 소득

원천별 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임금소득의 차별을 경험하며, 이러한 임금 차

별은 가구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격차(family gap) 혹은 모성불

이익 혹은 어머니 패널티 (motherhood penalty)라고 불리는(노혜진, 2013) 임금격

차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 그리고 남성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받

게 되는 일련의 불이익을 의미한다(한주희, 2014). 모성불이익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그로 인한 미래 소득의 감소,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 그리고 저임

금 직업으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임금의 감소를 뜻하며(Budig & England, 2001), 

이러한 불이익은 생애 전반에 걸쳐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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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ahn, García-Manglano, & Bianchi, 2014). Budig & England(2001)는 가구 

내 자녀 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 여성의 노동소득은 7%씩 감소한다고 추정했으며, 

Budig & England(2010)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성불이익은 소득분위별로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즉 하위 소득분위의 여성이 자녀 1명 당 받는 임금불이익이 상위 소

득분위 여성의 불이익 보다 컸다. 임정준(2010)은 한국 노동패널 자료 2001년에서 

2005년 자료를 사용하여,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임금은 2% 정도 감소하였

으며,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약 8% 정도 임금이 감소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3. 노동시장 지위별 노동소득과 가구 소득불평등 관계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이 개인의 생산성이나 

소득을 결정한다(Mincer,1974; Becker, 1975). 즉 개인별로 노동소득이 다른 이유

는 저마다 축적된 인적 자본의 저량(stock)이 다르기 때문이다(강순희 외, 2011:4). 

또한 이러한 인적 자본에 대한 노동시장 가격은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요와 노동공

급 양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기술진보에 따른 고학력자들에 대한 수요의 증

가는 학력 간 수익률 격차를 확대 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고학력자들의 노동공급 증

가는 학력 간 수익률의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동 수요는 노동시장 구

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대한 노동시장 가격변화는 개인의 교육 

투자 행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학력 간 소득 격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임금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학력 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시

작되었다(김안국, 2009). 고학력자들의 노동공급 증가가 1970년에서 1980년대의 

임금불평등 감소를 이끌었다는 의견이 있으며(Kim & Topel, 1995; 유경준, 

1998), 기술진보에 따른 고학력자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여 임금 하락폭이 미국보다 

작았다고 밝혔다(Choi, 1996).

OECD(2011:86-87)는 전일제 근로자 임금 분포는 U자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즉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0

년대 중반부터 비슷한 속도로 임금 불평등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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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경제 구조변화(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일자리 이동)가 임금 

불평등을 낮추는데 핵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비율이 1990년

대 28%에서 2007년 18%로 감소하고, 다시 높은 임금의 제조업에서 낮은 임금의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불평등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OECD, 2012). 임

금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한 것에 대해 학력별, 직종별 불평등의 

확대와 사업체 간 불평등의 확대(정이환, 2002)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기술변

화에 따른 결과(강석훈･홍동표, 1999; 허재준 외, 2002; 서환주 외, 2004; 전병유 

외, 2005)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까지의 임금 불평등18) 추세를 연구한 성재민·정성미(2013)에 따르면 1990

년대 중반부터 증가한 임금 불평등이 다시 2008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된 

모습이라고 보고하였다. 정리하자면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한 임금불평등이 2008

년을 기준으로 감소 혹은 정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임금노동자의 소득격차로 인한 

가구 소득불평등은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존재한다

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러한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가 가구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는지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독일과 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

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낮은 임금과 증가된 고

용 불안정성은 소득불평등을 이끈다고 결론 내렸다(Giesecke and Gross, 2004). 하

지만 스페인 계약직 노동의 경우 정규직으로 가는 발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기

한 계약직 보다 임금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Amuedo-Dorantes & 

Serrano-Padial, 2007), 소득불평등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Rani, 2008). 

Rani(2008)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이 명확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으

18) 최근에는 기술편향적 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이하 SBTC) 가설과 일상화 가설 
(Routinisation)을 중심으로 임금불평등이 설명된다. SBTC 가설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기술에 대한 
공급 속도보다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임금 불평등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한다. 이 가설은 
미국의 임금 분포에서 하위 임금 분포는 감소 혹은 침체된 반면, 상위 임금 분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한 현상에 대한 설명의 근거가 되었다(DiNardo, J., & Card, D. ,2002) 최근 여러 연구들은 SBTC
의 변형 형태인 일상화 가설에 따라 이러한 기술진보가 상위기술을 가진 집단에게만 한결같이 이익
이 간 것이 아니고, 상위 기술 집단과 하위 기술 집단을 증가시키는 양상을 보이게 했다고 분석하였
다(Katz & Autor, 1999). 즉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상위기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컴퓨터 
자본과 관련해서 일상화된 일들은 컴퓨터가 대체하고 비일상화된 일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이다. 이로 인해 상위임금과 하위임금 일자리(주로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 직종)들이 증가
하고, 중위임금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금분포가 양극화된다고 주장한다(Autor et al., 
2003, 2006, 2010; Goos & Manning, 2007; Antonczyk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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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가구들은 가구 내의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노력(근로

시간의 증가, 가구 내 추가적인 노동자, 한 개 이상의 일자리 종사 등)을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OECD(2015a) 또한 비정규직의 노동소득

이 가구 소득불평등의 20%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관심을 두

었으며, 비정규직 증가와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근로형태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 임금격차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는 주장(이인

재·김태기, 2009; 남재량, 2007; 남재량 외, 2005; 어수봉 외, 2005; 백학영·구인

회, 2012)이 있는 반면, 여성근로자의 경우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격차가 28.4%로 나타나 남성의 5.6%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주장(김복순, 

2005),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임금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측면에서의 

격차가 크다는 주장도 있다(안주엽 외, 2003; 반정호, 2006)19). 

마지막으로, 1998년 이후 자영자의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자영자 소득불평등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자영자 간 소득격차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기준 

자영자는 1998년 기준 28.2%에서 2014년 22.1%로 감소한 반면(통계청), 영세 자

영자20)의 비중은 증가하였다(이진영, 2015). 특히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

금근로자의 지니계수가 2013년 감소하는 것에 반해, 자영자의 지니계수는 2010년 

이후 증가하였다(이진영, 2015). 반정호(2012)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약화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저학력-중고령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고 결론내렸다. 이병희(2007)는 하위집

단 요인분해를 한 결과 가구주가 자영자인 가구 집단 내의 불평등 증가가 2003년

과 2006년 사이의 소득불평등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결론 내렸다. 강신욱 외

(2014)도 하위집단 요인분해 결과 가구주가 자영자인 가구가 1998년과 2008년 사

이의 소득불평등 심화에 62.4%를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신욱(2012)은 

1997-1999년과 2004년-2011년 이후의 ‘근로자 가구주’ 소득에서 ‘자영업 가구주’

19) 한편 시간제 근로와 관련해서 문지선(2015)은 2003년과 달리 2012년의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현경 외(2015)는 2007년과 2012년의 시간제 가격효과
와 특성효과(시간제 비율) 모두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 시간제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임금
을 하락시켜 전체 노동소득분포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혹은 고용원 수가 4인 이하인 자영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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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불평등을 산출할 경우, 두 시기 모두에서 소득불평등

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4. 노인의 노동소득과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

 노인의 노동과 같은 시장적 요인은 노인 집단 내 불평등 연구의 중요한 출발

점이 된다(황선재, 김정석, 2013).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OECD, 2015b). 또한「201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2.3%로 1998년 27.1%에서 

5.2p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노인가구21)의 경우에도 주요 소득원천이 근로소득이라

는 사실이 기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예를 들어, 최옥금, 2007; 손병돈, 2009; 

이원진, 2012a). 손병돈(2009)은 1999, 2001, 2003, 2005년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지

만, 그 중요도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비슷하게 이원진

(2012a) 또한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2002년 불평등 증가기의 노인

집단의 근로소득은 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 2002~2008년의 불평등 감소기의 노인

집단의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황선재․김정석

(2013)은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22)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

득은 소득불평등도를 증가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 연구들이 노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혹은 노년층의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

춘 반면, 본 연구는 각 가구 내 ‘65세 이상의 노인의 노동소득’ 변화가 전체가구(비

노인 가구 포함)의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해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을 띈다. 즉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노인가구의 증가 속에서, 노인의 노동소득이 가

구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1) 선행연구에서의 노인가구의 의미는 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뜻한다. 
22) 65세 이상 노인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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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질혼 및 가구구조 변화 그리고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동질혼과 가구구조 변화의 배경과 실태에 관해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과 가구단위 노동공급의 관계 그리고 가구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본다. 

1. 동질혼과 가구 노동공급의 관계 

결혼형태(marriage patterns)는 사회 불평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Blossfeld & Timm, 2003:1).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같은 집단(사회적 지위, 종교, 

인종) 혹은 밀접한 집단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경향이며, 이는 

사회 구조의 개방성을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Kalmijn, 

1998:396). 교육, 직업, 종교, 연령, 그리고 사회적 출생(social origin) 등 다양한 

영역의 동질혼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교육과 직업 영역에서의 동질혼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Kalmijn, 1991a; 1991b; Uunk, Ganzeboom, & Robert, 1996; 

Verbakel, 2008). 

 근대 산업사회에서 교육적 동질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

육 및 고등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기관이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만나는 결혼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둘째, 성역할이 점차 평등화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나 선

호가 대칭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셋째, 교육집단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경

제적 선택의 결과로 교육적 동질혼이 강화되고 있다(Schwartz & Mare, 2005)23). 

23) Kalmijn(1998:398-404)는 동질혼이 성사되는 메커니즘에 관해 3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선호(preferences), 제3자들(third parties) 그리고 결혼 시장(marriage markets)으로 설명된다. 첫
째, 배우자 선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문화적 선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 안녕
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자원과 전망이 좋은 배우자를 선호하게 된다. 하지
만 현실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사회·경제적 자원을 지닌 후보자를 만날 수 없으며, 결국에는 덜 매력
적인 후보자들끼리, 즉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원래 사람들에게는 비슷
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이는 삶의 중요한 사건(예를 들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비슷한 가치와 의견을 지닌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
며, 공동의 활동(joint activities)과 삶의 양식(life style)에서 비슷한 흥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만족도를 높이고 상호 이해를 증가시킨다. 둘째, 동질
혼은 내부 집단의 응집력을 보호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제 3자(가족이나 주변인)는 동질혼에 관심
을 가진다. 즉 교회와 같은 종교집단 내의 혼인이나, 부모가 자녀의 혼인에 대한 관여하는 것 혹은 
주변 지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충고 등을 통해서 집단의 응집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족외혼
(exogamy)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가설이다. 셋째, 동질혼과 족외혼은 개인 혹은 집단적 요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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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Blossfeld & Timm(2003:1)은 현대사회에서 교육체계(education 

system)가 결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가운데, 여성에게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동질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 증가는 가계 소득에 기여하였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동질혼이 증가하였다는 주

장도 있다(Smit & Park, 2009: 235).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업이나 학력 등 성취지위를 바탕으로 한 동질혼은 혼인의 

일반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 홍콩, 타이완과 더불어 

교육적 동질혼 경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Smits, Ultee, & Lammers, 

1998). 이명진(2000)은 우리나라의 교육적 동질혼 경향성에 대해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1950년대 이후 동질혼의 정도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도 증가 속

도는 줄었지만, 이러한 동질혼의 경향성은 다른 나라들(프랑스, 미국, 헝가리, 일본)

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언급하였다. 그 원인으로 동아시아 사회(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계층 간의 위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동질혼의 종류 중 교육적 동질혼에 주목한다. 우리나라에

서 교육적 배경은 개인의 지위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며(박현준·김경근, 

2011), 학력은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장상수, 1999:672)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은 자녀세대의 교육 성취와도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어, 교육적 동질혼이 강할수록 다음 세대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

다(박현준·김경근, 2011).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적 동질혼의 특징은 특히 고학력 집

단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상수, 1999; Park & Smits, 2005).

동질혼과 같은 혼인행태는 가구단위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와 관련

해서 사회학자들의 연구 관심은 “왜 실업이 부부에게 동시에 일어나는지(Why 

does unemployment come in couples?)”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동

질혼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지만, 부분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

고 있다(Ultee et al., 1988; Henkens et al., 1993; Halvorsen, 1999; Gregg & 

을 받기도 하지만, 구조적 배치(structural arrangements)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가설이다. 만남
의 기회는 결혼의 필수조건이며, 이러한 만남의 기회가 몇 가지 구조적인 배열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어, 결국 잠재적인 배우자는 학교 혹은 이웃, 직장 그리고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
는 것이다(Verbakel, 2008:19). 즉 결혼할 사람은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한 집단에서의 빈번한 상호
작용을 통해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Lieberson & Water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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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sworth, 2001; Harkonen, 2007; Harkonen, 2011:220). Dawkins et 

al.(2002)는 비근로 가구의 증가에 대해 부부 사이 교육수준의 상관관계가 1982년 

0.30에서 1997-8년에는 0.37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로 미뤄볼 때, 동질혼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Verbakel(2008)은 네덜란드에서 교육

적 동질혼이 가구단위 고용 혹은 비고용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박진희(2009)는 노동패널 1-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부의 인적 속성

과 경제활동 상태 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동질혼의 영

향으로 해석하였다. 보다 최근 연구인 Bredemeier, C., & Juessen, F. (2013)는 

1970년대 이후로 전체적인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지만, 그중에서도 동질

혼의 결과로써 고소득 배우자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Juhn & Murphy (1997) 또한 지난 20년간 고소득 남편을 둔 아내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시간 증가율이 높다고 밝혔다. 

2. 가구구조 변화와 가구 노동공급의 관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가구의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가구 내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 증가와 노인부부 가구 혹은 노인 단독 가구의 비중 증가

는 가구규모를 축소시키는 원인이다(김문길 외, 2012:17).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

년에서 2012년 동안 노인이 2인 이상인 가구는 2.8%에서 15.4%로 급증하였으며, 

아동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32.0%에서 59.5%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준가구의 구성형태였던 성인 2인, 아동 2인의 가구 형태는 30.4%에서 18.0%로 감

소하여 가구규모가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24)(김문길, 2013:1).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또한 매우 뚜렷하다.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인 

가구 비율은 23.9%로 2000년의 15.5%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노인이 중간 자녀세대 없이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족 가구 비율

이 2010년 0.7%에 불과 하였지만,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개발원, 2013). 

현재 가구단위 소규모화와 같은 변화 이외에도 가구 구성의 다양성이 두드러지

24)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전국 단위 전체 가구의 추
세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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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 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른 자율적 선택권의 확대로 인

한 결과이다(김혜영, 2008). 구조 기능론자들은 가족변동의 핵심 메커니즘을 산업

화로 보고, 기능적인 적합성 측면에서 성역할에 기반을 둔 핵가족을 보편적인 가족 

형태라고 정의 내렸다(Parsons, 1964; Goode, 1968; 김혜영, 2008:9, 재인용). 점

차 이러한 형태의 핵가족은 감소하고, 동시에 비혼으로 인한 일인가구의 증가, 이

혼 및 별거로 인한 한부모 가구, 노인가구와 조손가구의 증가 그리고 분거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가구구조를 보이고 있다(통계개발원, 2013). 

가구구조가 다양하게 된 원인으로 김혜영(2008:11-20)은 세 가지 사회·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첫째, 가상공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한 개인화 추세 및 가족 

간 유대감의 약화, 둘째,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양극화

의 심화가 개별가구의 경제기반의 약화와 계층격차 확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상

황 변화가 가구구성과 유지에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

제적 상황으로 인한 혼인의 지연 및 이혼의 증가 등이 이에 해당 된다25). 마지막으

로 평균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 부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소자녀 추세

가 결혼과 이혼, 재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구구성 변화가 가구단위 노동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OECD, 

1998). Gregg, P., Scutella, R., & Wadsworth, J. (2010)는 5개국 즉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에서 개인의 근로율은 증가한 반면 비근로 가구는 증가하였다고 

결론 내렸으며, 영국과 호주의 경우 일인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근로 가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비근로 가구에 살고 있는 개인의 70%가 일인가

구이었으며(Nickell, 2004), 아일랜드의 경우 한부모 가구와 일인가구는 비근로 가

구가 될 가능성과 비근로 가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Layte 

et al, 2003). 즉, 가구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가구단위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가능

성이 있다(Gregg, P., Scutella, R., & Wadsworth, J. ,2010). 

또한 가구구조 혹은 가구원의 역할분담이 가구단위 노동공급에 영향을 줄 수 

25)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소득불평등이 가구형성 행위(family formation behavior) 즉 결혼
을 지연 시키거나, 미혼모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노동 성과가 낮은 집단의 
혼인율이 낮거나 혼인이 지연 되었으며(Loughran, 2002; Gould & Paserman, 2003), 가구의 분리
와 동거형태를 변화(Edin & Kefalas, 2011; Gibson-Davis et al. 2005; Burstein, 2007) 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범위가 가구구조 변화와 동질혼의 변화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및 노동시장 성과가 가구의 분리 혹은 결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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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구형태별 노동공급 탄력성을 분석한 실증연구 결과(Mastrogiacomo et al., 

2013)에 따르면 일인가구의 경우 남녀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비슷하였고, 미취학 아

동이 있는 한부모 가구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취학아동을 둔 한부모 가구보다 높았

다. 부부의 경우, 특히 자녀가 존재할 때 남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여성보다 낮았

으며, 남성 임금에 대한 여성의 노동공급 교차 탄력성(cross elasticity)은 매우 낮다

고 결론 내렸다26). 

3. 동질혼과 가구구조 변화 그리고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초기 관련 연구들이 단

순히 아내의 근로소득 변화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다음 단계 

연구들은 배우자간의 소득연관성의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에 집중하

였다(Schwartz, 2010: 1525). 이와 관련해서 일부 연구들은 동질혼의 경향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구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Breen 

& Andersen, 2012; 석재은·노혜진, 2013). 

동질혼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Blackburn & Bloom, 1994; Cancian & Reed, 1998; Hyslop, 2001; Aslaksen, 

I., Wennemo, T., & Aaberge, R. ,2005; Reed & Cancian, 2009; Schwartz, 

2010).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Juhn & Murphy(1996)는 고소득 남편을 둔 아내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시간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동질혼이 미국 가구 소득불평등을 대략 23% 

설명하였다고 보고한 연구(Hyslop, 2001)가 있으며, Karoly & Burtless(1995)는 배

우자간 노동소득의 상관관계의 증가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Schwartz(2010:1550) 또한 만약 배우자간 소득상관 관계의 증가가 부재했다면, 관

찰된 소득불평등이 대략 25%에서 30%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비슷하게 Esping-Andersen(2007)은 1990년대의 배우자간 소득 상관관계의 증가가 

26) 가구형태별 노동공급 탄력성은 실제로 국가와 연구시기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보이
고 있어 공통된 결론 도출이 힘들다. 노동 탄력성에 대한 연구동향 및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나라별 
비교 연구는 Blundell & MaCurdy(1999), McClelland & Mok(2012), Bargain et al.(2011)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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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6개국의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연구인 

Eika, L., Mogstad, M., & Zafar, B. (2014)은 1980년에서 2007년 시기의 미국과 

노르웨이를 연구한 결과 교육적 동질혼은 횡단적인 측면에서 가구 소득불평등의 상

당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적 동질혼의 장기 추세와 가구소득불평등의 추세가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연구 중 구인회·임세희(2007)는 부부 간 소득 상관관계 변화는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31%~61% 정도 설명한다

고 결론 내렸다. 김영미·신광영(2008) 또한 1998년과 2005년 사이의 교육적 동질

혼으로 인한 배우자간 소득 상관관계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

다. 김혜연(2009:92)은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한 결

과, 교육적 동질혼은 1997년의 전체 불평등의 5.13% 그리고 2008년 불평등의 

5.39%를 설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석재은·노혜진(2013)은 교육적 동질혼 보다 직업

적 동질혼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더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가구구조의 변화 또한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Karoly & Burtless, 

1995; Burtless 1999; Daly & Valletta, 2006; Western et al, 2008; Peichl et 

al, 2010; Lu et al, 2011). 특히 미국에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가

구구성 형태와 빈곤 및 소득불평등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Lerman, 1996; Burtless 1999; Karoly 1992; Martin, 2006). 미국에서 한부모 여

성 가구27)가 소득불평등 증가에 미친 영향은 1989년 34%에서 1998년 62%로 증

가하였으며(Daly & Valletta, 2006), 1971년과 2001년 사이의 불평등 증가 중 

41% 정도를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2006). Peichl, Pestel, & 

Schneider(2010)는 1997년과 2007년 사이 독일의 가구구성 변화가 소득불평등을 

15% 정도 증가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Lu, Morissette, & 

Schirle(2011)와 Fortin & Schirle(2006)의 연구 또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성명재, 2002; 김진욱, 2002; 정진호 외, 2002; 여유

진, 김태완, 2006; 정의철·김진욱, 2007; 반정호, 2011; 강신욱 외, 2014; 정지운 

외, 2014). 여성 혹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가구가 구성되고 이들이 비근로 

27) 특히 흑인일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 가구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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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거나 혹은 저임금 일자리로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할 때, 가구 소득불평등은 

증가할 수 있다(반정호, 2011). 반정호(2011)는 2008년 기준 도시가구의 소득불평

등 증가에 대해 가구구성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이 대략 10% 정도이며, 1999년과 

2008년 동안 불평등 증가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노인 가구가 160.8%, 모자 가

구 34.3%라고 분석하였다. 김문길 외(2012)은 하위집단 분해 결과 2011년 기준 가

구구성 변화로 인해 설명되는 불평등이 약 4% 정도이며, 1990년과 2011년 사이 

가구구성 변화가 지니 계수로 측정된 불평등 변화의 49.2%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가계동향 조사 자료에 1인 가구가 추가되면서, 정지운 외 (2014)에서 

가구원 수 분화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소

득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1인 가구가 2006년 26.7%에서, 2013년 37.3%

로 증가하였으며, 3인 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42.65%에서 31.1%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노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증가28)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집단인 고령층 

가중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상승시킨다(원종학·`성명

재, 2007:67).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1994년과 2008년의 같은 기간 소

득분배의 14.9%를 설명하였으며(성명재·박기백, 2009), 1990년과 2010년 사이의 

가구 소득불평등 증가의 1/4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홍석철·전한경, 

2013). 또한 Sung(2010:31)은 1994년과 2009년 사이에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

에 미친 영향은 대략 7.7%에서 39.7%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이원진(2012b)는 비

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데, 이는 근로소득의 

감소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김대일 외(2014)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에서 

1~2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소득 또한 매우 낮아, 전체 가구들 간의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장지연· 이병희(2013)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지난 15년간의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있지만, 근로연령 가구의 

불평등 증가가 더 큰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교육적 동질혼의 경향이 매우 강한 나라에 속하며, 교

28)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노년기에 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감소한다는 결과들
이 혼재하며, 이는 국가별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이원진, 2012b). 공적이전이 
가장 높은 수준인 스웨덴의 경우 노인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았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의 공적 이
전소득 의존도가 가장 낮았으며,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높은 수준 이었다(Brown et al, 2004). 



- 38 -

육적 동질혼은 부부의 노동공급 및 소득연관성을 높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부모세대의 성취 지위를 자녀세대까지 대물림 하는 가능성을 높인다

는 점에서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빠르

게 진행되고 있는 가구의 소규모화(1인 가구의 증가 혹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가구

단위 불평등 대응 기제의 약화를 의미하며,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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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 가구 소득불평등 연구 방법론 동향과 한계점

소득불평등 연구는 연구자 마다 연구 대상 및 분석 소득의 범위가 다르며, 대부

분의 연구들이 특정 시점에서의 불평등의 증가 혹은 감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

득불평등 연구 결과 간 수평 비교가 어렵다(여유진 외, 2013). 또한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도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소득불평등 연구를 

위해 주로 미시경제적(microeconomic)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미시경제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29). 국내에서도 이미 방대한 양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사용된 방법은 

Shorrocks(1984)가 제안한 하위그룹 분해 방법과 Lerman & Yitzhaki(1985)가 제

안한 소득원천별 분해 방법이다(정진호·최강식, 2001; 정진호, 2001; 남상섭, 

2005; 남상섭 외, 2005; 여유진 외, 2005; 강신욱 외, 2006; 여유진·김태완, 2006; 

정의철·김진욱, 2007; 이병희·강신욱, 2007; 이병희, 2007; 원종학·성명재, 2007; 

이성균, 2008; 손병돈, 2009; 김혜연, 2009; 김혜연·홍백의, 2009a, 2009b; 이원

진, 2012a; 박상우·김성환, 2013; 장지연·이병희, 2013; 김진욱·정의철, 2010; 반정

호, 2011; 여유진 외, 2011; 임병인·강성호, 2011; 최바울, 2013; 강신욱 외, 

2014). 

먼저 소득원천별 분해 방법은 가구의 소득 항목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

는 기여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주로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

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공통된 결론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은 노동

소득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득구성 요소가 소득불평등에 기여한 부

분만을 분해하기 때문에 성별이나 교육 그리고 근로지위들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소득불평등도에 기여한 부분은 수치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소득불평등 변화의 

29) 소득불평등을 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 경제적(macroeconomic) 접근방법과 미시 경제적
(microeconomic)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시 경제적 방법은 시계열 혹은 횡단 자료를 이
용한 회귀분석 방법과 연산일반균형모델(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이 있다
(Bourguignon, Ferreira & Lustig, 2005:8). 거시 경제적 접근 방법이 지역 혹은 국가단위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미시 경제적 접근 방법은 불평등 분해의 단위를 가구 혹은 개인단위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urguignon, Ferreira & Lustig, 2005:9). 미시 경제적 접근방법은 크게 스칼
라 분해(scalar decomposition)과 반사실적 모의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방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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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Fields, 2003; Deng & Li, 2009:603). 

반면 하위집단별 분해 방법은 모집단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소득불평등도를 분해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성별, 학력수준, 근로지위 등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내 불평등과 집단 간 불평등으로의 분해를 통해서 소득불평등의 변화 요인을 

찾으려는 방법이다. 하위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불평등을 분해하기 때문에 표본이 

성별, 지역 혹은 소유권 등의 이분법의 변수(dichotomous variables) 혹은 범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변수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수치화 하지 못한다

는 한계점이 있다(Morduch & Sicular, 2002; Deng & Li, 2009: 603). 선행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집단 내(within subgroups) 불평등의 기여분이 집단 간 불평등

(between subgroups)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대부분 90%이상을 차지)을 확인하였으

며, 이 방법을 통해서 집단 내 불평등의 증가 원인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Fields(2003)의 회귀기반 분해 방법이 개발 되었으며, 이 방

법은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각각의 특성들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하는 방

법이다. 우리나라 불평등 연구 중 강신욱 외(2013)와 An & Bosworth(2013)에서 

사용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 더미 변수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들의 비선형적인 효

과와 더불어 연속 변수들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리할 수 있다(Rani, 

2008: 16). 또한 이 분석 방법은 가구소득 불평등의 어느 정도(how much)가 다양

한 가구특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구특성이 시간에 

따른 불평등의 변화를 어느 정도(to what extent)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Molina 

& Yañez, 2009: 6)에 관해 답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요인별 기여도는 그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합(gross contributions of a factor)으로만 측정 가능하다. 즉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자영자, 그리고 정규직 등 3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된다고 하

더라도, 하위 항목별 기여도로 분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Yun, 2006: 131).  

한편 Lee(2005) 연구에서 제안한 로그요인분해 방법은 가구소득 상위 10% 가

구와 하위 10% 가구 간의 평균 로그 소득값의 차이를 각 요인들의 변화 효과로 

분해하는 방법으로 가구구조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노동공급, 노동소득, 기타 소

득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비중 변화를 동시에 분해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소득 

분위간의 로그 소득값의 격차를 분해함으로써, 전체 소득 분포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철희(2007), 이병희(2007), 이병희·강신욱(2007), 장지연(2012), 장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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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2013) 등에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이병희  외(2013)는 Blau & Kahn(2009)의 방법을 따라서 노동소득을 

분해하였는데, 이 방법은 시간당 소득과 연간 노동시간의 곱으로 표현된 연간 노동

소득 식에 로그를 취해 시간당 소득의 분산, 연간 노동시간의 분산 및 두 요소간의 

공분산으로 분해하는 방식이다30). 또한 최근 OECD(2011)가 제안한 분석틀 즉 단

계적 요인추가 기법(step-wise approach)은 소득불평등 관련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이병희 외, 2013), 기준 집단의 소득분포에서 다른 집단 및 소

득원천을 추가함으로써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강신욱, 2012). 국내 

연구 중 강신욱(2012)과 이병희 외(2013)에서 사용되었다. 

앞서 설명한 대부분의 방법들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

점을 지니며,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이 가구 간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부분적

인 분해는 가능하지만, 가구원 인적 특성의 변화 혹은 가구원들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각각 모델링 하여 개별 가구원의 특성 및 노동공급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

등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해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 개별 가구원간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의 상호관련성을 모델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 

 Cancian & Reed(1998:7)는 소득원천(income source)이 가구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관찰된 분포와 가상의 분포를 비교해야 한

다고 주장함으로써, 모의실험을 통한 소득불평등 연구를 강조하였다. 즉 비교를 위

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기존의 분해방법은 비교의 준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

라고 지적하였다(여유진 외, 2013). 모의실험은 다른 요인의 영향은 일정하게 유지

한 상태에서 특정 요인의 실제 변화를 반영시킨 가상의 분포를 구성하여 실제 분

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Burtless, 1999; Reed & Cancian, 2001; 구인

회·임세희, 2007). 모의실험을 통해 가구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찾은 국내 연구가 

있다(예를 들어, 성명재, 2001; 김용성, 2005; 구인회·임세희, 2007; 성명재·박기백, 

2009; 김문길 외, 2012;, 여유진 외, 2013; 강신욱 외, 2014; 이선화, 2015). 하지

만 우리나라 연구들의 대부분은 가중치를 재조정(re-weighting) 하거나 순위 재조

정(rank-reserving) 방법을 통해, 두 시점 간의 특정년도의 특성을 고정한 상태의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31). 

30)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11년에 한해서 노동소득 불평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을 분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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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모의실험 방법 또한 불평등의 요인을 개별 

가구원 지위를 고려한 노동공급과 노동소득 결정을 모델링 하고 가구원들의 노동공

급의 상호관련성을 모델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가격효과(price effect)와 보유

효과(endowment effect), 그리고 노동시장 지위 변화 효과(labor supply effect)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BFL(2005) 방법을 사용하여 앞

서 언급한 모의실험의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한다. BFL(2005) 방법은 최근 연구인 

강신욱(2014)에서 사용되었으나, 1998년과 2008년 사이의 개인 소득 불평등 변화 

중 노동시장의 가격효과(price effect)만을 분해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과 2014년

을 연구시기로 설정하고, 노동시장의 가격효과 뿐만 아니라 가구원들의 교육수준의 

변화 및 노동공급 변화 그리고 가구 특성 변화로 인한 효과를 가구 소득불평등 관

점에서 분해하고자 한다. 

31) 구체적으로 성명재(2001)는 표본추출 가중치의 임의적 조정을 통해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노인인구
의 비중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김용성(2005)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및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2005년에서 2020년의 기간 동안 표본
의 가중치 재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9)은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가 소
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 소득을 고정한 채 연령별 가중치 변화를 통해서 모의실험 하였으며, 
김문길 외(2012) 또한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보기 위해 가중치 재조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유진 외(2013)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혼여성의 소득분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적 상황을 설정하고(예를 들어 아내의 소득을 0이라고 
가정하거나)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선화(2015)는 맞벌이 가구 부부의 소득연관성, 기혼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율, 그리고 맞벌이 가구 비중 변화를 모델링 한 뒤, 반사실적 방법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구인회·임세희(2007)는 남성의 근로소득 및 경제활동 참여변화 및 여성의 근로소
득, 부부소득 상관관계 변화를 순위 재조정(rank-reservering) 방법과 비율 변화 방법 등을 사용하
여 모의실험을 실행하였다. 



- 43 -

제5절 소결

 가구 내 개인의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신고

전주의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노동공급은 개인의 소비와 여가를 구성하는 효용함수 

극대화의 결과이다. 또한 개인의 소득과 생산성의 차이는 개인이 가진 인적 자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지만, 가구 내 개인의 노동공급은 가구 내의 자원 및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Bourguigon, et al., 2008: 120). 가구단위 노동공급 의사결정은 신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합리성에 관한 가정(assumption)과 달리 집안일의 생산성, 

그리고 장래가망성(future prospects) 및 적절한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관점 등이 

영향을 주게 된다(Harkonen, 2007:53). 즉 가구 내의 가구원들의 노동공급 결정은 

상호관련성을 지닌다. 특히 부부의 노동시장 지위와 노동공급은 정적인 관계일수

도, 혹은 부적관계 일수도 있다는 사실이 기존 이론 및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노동공급 측의 요인,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 등 

가구 관련 변수와 배우자 인식(남편의 아내에 대한 노동선호도) 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승주, 1996; 김영옥, 2002; 곽현주․최은영, 2015). 

가구 소득불평등 수준은 다양한 소득구성 요소(자산소득, 이전 소득 및 기타 소

득 등)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소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

졌다(OECD, 2012). 하지만 가구 소득불평등 연구는 주로 (남성) 가구주의 특성과 

노동시장 지위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전체 가구구

성원의 노동공급 변화와 노동소득 변화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가구 내 남성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하

더라도, 반드시 일대일의 관련성(one-to-one relationship)을 갖는 것은 아니며

(Larrimore, 2014),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가구원들의 노동소득 및 다른 소득원의 

영향력 또한 비록 작지만 중요한 것으로 보고된다(Gottschalk & Danziger, 2005).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들의 노동공급(근로시간 및 노동시

장 지위)의 변화와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불

평등이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 성재민·정성미(2013)를 바탕으로 할 때, 임

금근로자 소득격차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으

로 예상된다. 둘째, 자영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영세자영자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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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자영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확대되었다

는 선행연구 결과(반정호, 2012; 이진영, 2015)로 미뤄볼 때, 자영자 소득변화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와 가

구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

대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비정

규직 임금근로자일 경우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부가적인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임금은 가구 내의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가구 소득불평등을 완

화시킬 수 있다. 넷째, 가구 단위 근로시간이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근로시간이 특정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 혹은 감

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의 감소 경향은 매우 뚜렷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자영자의 근로시간 및 가구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가

구단위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학력수준이 낮은 맞벌이 부부일수록 긴 노동시간을 가

졌으며, 배우자의 근로시간의 변화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컸다(예를 

들어 유성용, 2008, 이철희 2007). 하지만 관련연구들이 1999년과 2000년 초반 연

구이며, 2000년대 이후의 가구단위 근로시간 변화와 가구 소득불평등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구원 지위별 노동소득과 가구 소득불평등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는 가구 내 추가적인 소

득원으로 가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평등화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동질

혼과 결합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

다(동질혼 효과). 즉 평등화 효과와 동질혼 효과는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작용하

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으며, 두 효과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 혹

은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기타가구원이 가구 내 성인 자녀일 경우, 2000년과 

2014년 사이 청년 고용률이 43.4%에서 40.7%로 감소(통계청 홈페이지)하였기 때

문에, 이러한 청년 고용률 감소와 관련하여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 변화가 가구 소

득불평등을 증가혹은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65세 이후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구 내 추가적인 소득으로 가구 소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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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65세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노인은 빈

곤층 가구의 노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저소득 가구의 노인 노동소득 증대는 가구 

소득불평등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고용율이 

2014년 현재 30%를 넘어섰으며,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또한 가구 노

동소득 불평등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이전까지 남성가구주의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결정되던 가구 소득불평등이 

가구구성 방식이 다양화되고, 동질혼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

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동질혼과 같은 가구 특성 변화 및 노인가구 

혹은 일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구조 변화는 가구 간 잠재적인 노동능력의 격차

를 확대시킴으로써,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 변화와 가구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적 동질혼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김혜연, 

2009), 직업적 동질혼이 소득불평등 증가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석

재은·노혜진, 2013). 하지만 최근 연구인 이선화(2015:27)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적 

동질혼과 경제적 위치는 상이하며, 동질혼의 영향으로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증가 

효과는 미비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가구주와 배우자 개인의 교

육수준 증가로 인한 가구 소득불평등 증가와 교육적 동질혼으로 인한 가구 소득불

평등 증가 효과를 분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구성의 변화는 가구 소득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가족구조는 미혼, 혹은 분거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규모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한부모 가구 및 조손가구의 증가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

다. 가구의 소규모화 자체는 가구원들의 소득공유 기능을 약화시켜, 가구 소득불평

등을 증가시킨다(김대일 외, 2014). 또한 노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 등 상대적

으로 노동시장에서 약자적 위치에 속한 가구의 비중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

가시키는 동인이 된다. 

정리하자면, 가구 여건과 가구 내 지위 및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노동공급과 노

동소득의 차이가 가구단위 소득 격차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가구 소득 불평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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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구주 중심의 노동공급과 노동소득 분포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기타가구원들(65세 이상 노인 포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교육적 동질혼의 증가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와 일인가구 및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

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즉 가구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 변화 및 노동공급 변화 

뿐만 아니라 가구단위 특성의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

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여

러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 경험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전체 가구원의 지위별 노동

공급과 노동소득의 상호관련성을 모델화 하고, 특정 요소들이 가구 소득불평등 변

화에 미친 기여도를 가격효과, 보유효과, 노동공급 효과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부족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BFL(2005) 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구사회

학적 변화에 따른 가구 내 지위 별 노동소득을 고려한 가구 가상 노동소득 분포 

추정을 통해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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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전략과 분석방법 및 분석 자료 소개

제1절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분석 전략 및 분석 방법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관해 BFL(2005) 방법

을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가구 노동소득 생성 메커니즘을 반영하기 위해 

가구단위로 한 개의 등식(equation)이 아닌 여러 등식(multiple equaions)을 모델링 

하도록 한다. 각각의 가구원의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의 결합분석(joint estimation)과 

관련된 모델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본 분석의 모델은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이 아닌 축약모형(reduced-formed model)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

이 구조모형의 결과로 해석되어선 안 되며, 또한 각 요인과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간의 인과관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Bourguignon, F. and N. C. 

Lustig, 2005:10-11).

전통적인 가구의 효용함수에서 여가(Leisure)는 비노동시장(non-market-time) 

시간을 의미하지만 Becker(1965)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이 

사실상 여가가 아니게 된다. 가구는 하나의 생산체제인 동시에 함께 소비도 하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주체이다. 가계는 주어진 총소득의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재와 시간의 결합을 통해서 가계 상품을 산출해 낸

다. 생산 함수는      와 같으며,   는 식사, 육아, 오락 등의 재화

(goods)를 의미하며, 이 상품은 시장에서의 상품인  벡터와 시간 벡터  로 생

산된다. 가구 효용함수(U)는 아래 등식 (1)과 같다. 

 (1) U= U(z) = U=(       = U                 

Becker(1965) 가계 생산함수를 위해 소득합산 제약(income pooling 

restrictions)의 가정이 필요하다. 이 가정은 가구소비와 관련해서 누가 소득을 통제

(control) 하고 받느냐(receive)와 상관없이 가구의 모든 소득은 합산되고, 예산제약 

내에서의 가구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기능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소득의 한계 가치

(marginal value)가 모든 가구원에 걸쳐서 동등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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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 하에서 가구 총노동소득을 나타내면 다음의 등식 (2)와 같다. 
  

은  t 시기의 가구 총 노동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32)을 뜻하며, 가구 h 의 개인  의 노동시장 지위(
 ), 시간당 임금률(자영

자의 경우 수익률, 
 )과 근로시간( ), 그리고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

소득() 함수를 표현 한 것이다. 
 의 값이 1이면 가구 h의 가구원  가 j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값은 0이 된다. j 는 근로지

위를 뜻하며 비근로, 정규직 임금 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및 자영자로 구분된다.

    (2)     
  



  




  




 

 

등식 (2)에 따라서 생성한 N 가구의 가구 노동소득(가구 총 노동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의 분포(
 )는 다음과 같다.

    (3)     
  


    

     

      

앞서 제1장의 연구문제에 따라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 구성원들의 노동

공급 및 노동소득의 변화와 가구 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

득 불평등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t’시기의 k 인자(argument)를 변화시킨 가

구 노동소득 가상 분포는 다음과 같다.

    (4)     
′   



 ′      
 ′     

  t’ 시기의 k 인자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In)에 미친 효과 측정은 다른 인자

들은 t 시기에 고정한 채,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분포(D)를 소득불평등 지수로 나

타낸   
 ′  와 실제의 소득분포 (In[

 ]) 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5)    
 ′    

     

32)  본 분석에서는 가구총노동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의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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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지표(In)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Generalised 

Entropy (이하, GE) 지표를 사용하도록 한다. 지니계수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평등 지표이지만, 중위 소득 분포(the middle of the income spectrum)

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De Maio, 2007). 반면 GE() 지

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는 0,1,2이며, 가 낮을수록 하위 소득 분포에 민감하

며, 가 높을수록 상위소득 분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aughton &  Khandker, 2009).     

각 단계별 모의실험을 위한 추정식과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내 

노동하는 가구원들의 시간당 노동시장 가격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추정한다. 이를 위해 65세 미만 가구 구성원들의 시간당 노동소득 결

정 모델을 추정한다. h 가구의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개인  의 t 시기의 시간당 노

동소득(earning)   의 로그를 종속 변수로한 Mincer 타입의 노동소득 함수는 

아래의 식(6)과 같다.   는 개인의 고용 및 임금에 영향을 주는 관찰 가능한 

요소들 이며,  는 노동시장에서의 시간당 임금률(자영자의 경우 수익률)을 결정

짓는 계수들(parameters) 그리고    는 비관찰 요소를 뜻한다.   

(6)  log          

시간당 노동소득 결정 추정은 가구 내 역할에 따라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

원 별 임금노동자와 자영자를 분리 한 후, 1999년과 2014년의 시간당 근로소득 결

정 모델을 각각 분석 한다. 무급 가족종사자의 경우 사실상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

에 분석에서 제외된다. 가구주와 기타 가구원의 경우 표준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하

여 소득함수를 추정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결정이 가구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가구 내 개인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배우자만 분석 할 경우, 선택편의가 발생하게 되어 추정된 회귀계수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내 배우자의 경우 

Heckman(1979)이 제안한 이단계 추정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Heckman의 이단계 

추정법은 근로여부 단계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토빗 모형과 차이가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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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kman의 이단계 추정법 중 첫 번째 단계는 배우자의 근로여부를 결정하는 

모델이다. 만약 근로소득()이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보다 낮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임금이 의중임금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로(
  ) 하게 

된다.  는 근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벡터를 뜻하며   는 비관찰 

요소를 뜻한다. 근로여부를 결정하는 계수 r 을 추정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빗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 근로여부 결정 모델과 두 번째 노동소득 결정모델에

서 통제변수는 최소한 한 개의 변수는 다르게 구성하도록 권장된다. 

 (7)  
              

Heckman의 이단계 추정법 중 두 번째 단계는 노동소득을 결정하는 모형으로

서 1단계를 통해서 추정된 모수치들의 추정치  를 활용하여 역의 밀의 비율

(inversed mills ratio34), 개인 i 가 노동소득 함수 표본에서 배제될 순간적 확률을 

의미함)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노동소득 함수에 포함시켜 선택편의를 통제하게 된

다.    는 t 시기의 시간당 근로소득 결정 요인들의 독립변수 벡터를 뜻한다. 

(8)  log                        

시간당 노동소득 함수 결정 모델은 전통적인 Mincer(1974) 임금 결정 모델에 

따라 변수를 투입한다. 각 모델 당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성별, 연령

(25-34, 35-44, 45-54. 55-64), 학력수준(고졸미만, 고졸, 2년제 대학 재학이상, 4

년제 대학 재학이상), 거주 지역(서울·경기, 이하 수도권으로 지칭함, 광역시, 그 외 

지역) 변수가 공통적으로 투입된다. 가구주의 경우 동질혼의 상태를 포함한 혼인상

33) 토빗 모형이 관측되지 않은 
 의 값을 추정한 뒤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지만, Heckman(1979)

의 2단계 추정법은 
 >0인 자료만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의 편향성을 조정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배원호 ·백지아, 2011).
34)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른 확률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와 누적분포함수(the 

cumulative distribuiton function) 비(ratio)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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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미혼, 고졸미만 동질혼, 4년제 대학재학 이상 동질혼, 그 외 혼인, 별거/이혼/사

별 여부)가 투입된다. 이는 혼인상태의 가구주 뿐만 아니라 미혼, 별거/이혼/사별 

등의 상태의 가구주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적 동질혼 분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적 동

질혼의 특징이 고학력 집단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장상수, 1999; Park & Smits, 

2005)과 고학력 혹은 고숙련 부부의 합산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연

구결과(Juhn & Murphy, 1997; McGrattan & Rogerson, 2008)를 근거로 본 연구

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갖는 혼인 형태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는 부부의 혼인이다. 특히 우리나라 개인의 교육수준의 향상(특히 

대학 졸업자의 증가)과 그로 인한 교육적 동질혼의 변화는 고학력 집단끼리의 동질

혼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부부

로 구성된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혹은 근로시간이 상승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

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고졸 미만의 학

력을 가진 집단, 즉 저학력․저숙련 부부의 공동 실업 상태 혹은 근로시간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적 동질혼

은 ‘부부 모두가 4년제 대학 재학이상’과 ‘부부 모두가 고졸미만의 학력’ 그리고 

‘그 외 혼인’ 형태로 분류하도록 한다. 

배우자와 기타가구원의 경우 ‘가구주 근로여부’ 변수가 투입된다. 배우자 노동소

득 함수에는 동질혼 상태(고졸미만 동질혼, 4년제 대학이상 동질혼, 그 외 혼인) 및 

‘6세 미만 자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도록 한다. 기타가구원의 경우 혼인상태(혼

인=1, 그 외=0)를 추가한다. 기타가구원은 미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혼

/사별/별거의 비율이 매우 낮아, 혼인과 ‘그 외 상태’로 범주화 한다. 또한 임금 노

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여부’와 ‘근속기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비정규직 여부’

는 자기보고식 비정규직 여부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근속기간의 경우,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

하였다. 근속기간에서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

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배우자 노동소득 결정 모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Heckman의 이단계 추정법을 

사용하며 1단계 분석에서 배우자의 근로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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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6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수’, ‘가구 내 근로가능한 성인 

수’, ‘가구원 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변수가 1단계에서 추가되었다. 

이렇게 추정된 시간당 노동소득 결정 모델을 통해 1999년과 2014년의 노동시

장 가격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를 측정하도록 한다. 가격변화는 t’ 

시기(2014년)에 측정된 개인 특성에 대한 (회귀계수로 추정된) 가격을 t 시기(1999

년)의 개인 특성에 직접 적용시킴으로써 새로운 개인 노동소득 벡터를 생성하고 그 

총합으로 가상의 노동소득을 추정한다. 관련식으로 나타내면 식 (9)과 같다. ′

은 식(6)과 식(8)에서의 회귀계수 벡터를 의미한다. 

(9)  가격(′) 변화  :   
 ′     


 

둘째, 노동시간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를 측정하도록 한다. 노

동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t’ 시기(2014)의 가구원 지위

별 노동시간 결정 모델을 t 시기(1999)의 가구원 지위별로 적용하여 개인 노동소득

을 추정하고, 가구단위 합산을 통한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을 추정함으로써 가능하

다. 노동시간 결정 분석은 토빗 확률 효과(Tobit model) 모델을 사용한다. 토빗 모

델은 Tobin(1958)에서 제안된 방법론으로 통상적으로 노동시간이 종속변수인 노동

공급 모형에서 비근로자(non-worker)의 경우 노동시간이 0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에 사용되었다(Moffitt, 1982)35). 토빗모델은 다음의 선형함수(아래 등식 10)로 나

타낼 수 있다. 

(10)    
        

  
 i f 

  

   i f 
 ≤ 

35) 시간량을 종속변수로 토빗 분석을 한 국내 연구로는 기혼남성의 가사 노동시간 변화를 연구한 조미
라·윤수경(2014),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관한 시간을 연구한 현재은·권혁주(2012)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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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 
  는 잠재적인 종속변수,  는 관측된 종속변

수,  는 설명변수, 그리고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토빗 모형은 관찰된 모든 종

속변수()가 
 값이 아니라는 점에서 회귀모형과 차별성을 뜬다. 즉 

  가 

아닌 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할 경우 일치추정랑을 얻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일치추

정량을 얻을 수 있다. 

근로시간 결정모델은 Gasparini et al. (2005)의 연구를 따라서 추정하였다. 65

세 미만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에 공통적으로 연령범주(25-34, 35-44, 45-54, 55-64), 학력수준(고졸

미만, 고졸, 2년제 대학 재학이상, 4년제 대학 재학이상), ‘6세 미만 자녀 수’, ‘6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 수’, 그리고 거주 지역(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변수와 

시간당 로그소득을 투입하였다. 가구주의 경우 동질혼 형태를 포함한 혼인상태(미

혼, 고졸미만 동질혼, 4년제 대학재학 이상 동질혼, 그 외 혼인, 별거/이혼/사별 여

부)를 배우자의 경우 동질혼의 형태(고졸미만 동질혼, 4년제 대학이상 동질혼, 그 

외 혼인), 기타가구원의 경우 혼인상태(혼인, 그 외 상태)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또

한 가구주의 경우, ‘가구 내 성인 수 대비 비근로 성인 비율’을 배우자와 기타 가구

원의 경우 ‘가구주 근로여부’와 ‘가구 내 성인 수 대비(가구주를 제외한) 비근로 성

인 비율’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노동시간 변화

가 노동소득에 미친 영향을 추정 한 후, 개인의 노동시간과 노동시장 가격 모두를 

2014년 수준으로 적용한 가상의 가구단위 노동소득의 분포 변화를 1999년의 실제 

노동소득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근로시간과 노동시장 가격 변화가 노동소득 불평등

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추가 분석한다. 관련식으로 나타내면 식 아래의 식 (11)과 

같다. 
 은 식 (10)에서 추정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11)  근로시간(
 )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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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동시장 지위 선택(occupation-choice behavior)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

득 불평등 변화를 측정하도록 한다.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델은 이산선택 

다항로짓 모델(discrete choice multinominal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가

구원들의 노동공급의 상호관련성을 모델링(modeling) 하기 위해서 가구주의 노동공

급 모델(노동시장 지위)을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배우자와 기타 가구

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델을 분석하도록 한다. (아래 등식 12 참조). 

   는 가구 h의 가구원  가 s 라는 비(근로) 범주에 속하는 확률을 뜻한

다. s 는 비근로, 정규직 임금 근로, 비정규직 임금 근로, 자영자 여부이며,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기타 가구원을 각각 분석하도록 한다. Z는 h 가구의 가구원 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들,   회귀계수들의 벡터, 그리고 
 는 잔차(residuals)로

서 노동시장 지위 선택 결정요인들 중에서 비관찰된 부분을 뜻하며 이중지수밀도 

함수(double exponential density function)의 확률 변수(random variable)이다. 이

산적 효용 극대화 모형(discrete utility-maximizing framework)에서 소득활동 s 와 

관련된 효용은  
36) 으로 해석되며, 개인이 특정 노동시장 지위 범주(s)

를 택할 때는 그 노동시장 지위 선택에 따른 효용이 다른 대안들(k)보다 높다는 가

정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지위 선택 결정을 위해 65세 미만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에게 공

통적으로 성별, 연령(연속변수), 연령제곱, 학력수준(고졸미만, 고졸, 2년제 대학 재

학이상, 4년제 대학 재학이상), 거주 지역(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그리고 가

36) 이 수식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기반한 개인의 효용 극대화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제한(constrained)되기 
때문이다(Bourguignon, F. and N. C. Lustig, 2005:36). 

 Pr    P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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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성으로서 ‘6세미만 자녀수’, ‘6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수’, ‘가구원 수 대비 비

근로 성인 비율’을 투입하였다. 가구주의 경우 동질혼을 포함한 혼인형태(미혼, 고

졸미만 동질혼, 4년제 대학재학 이상 동질혼, 그 외 혼인, 별거/이혼/사별 여부)를 

투입하고, 배우자의 경우 동질혼 형태(고졸미만의 동질혼,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동질혼, 그 외 혼인), 그리고 기타가구원의 경우 혼인상태를 투입한다. 배우자와 기

타 가구원의 경우 ‘가구주 근로여부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가구원수 

대비 비근로 성인 비율’은 가구주를 제외한 비율을 뜻한다.

1999년의 개인을 대상으로 2014년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을 추정하는 방식은 

2014년의 개인의 범주별 노동시장 지위 선택의 예측된 확률에 1999년의 비관찰된 

개인의 잔차를 합한 효용함수에서 극대화 값을 새롭게 추정함으로서, 1999년의 개

인이 2014년에 어떤 노동시장 지위를 선택하였을지에 관해 추정한다. 이 분석을 

통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에 변동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h 가구의  가구원

이 t 시기에 비근로 상태에서 등식 (12)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추정을 통해 임금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변화된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하에서 노동소득 생성 함수(등

식 6에서 8)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잔차항이 필요하지만, 소득생성 함수의 

잔차항(  )은 소득이 관찰된 개인에 한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잔차항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잔차항의 정규분포에서 무작위(randomly)로 도출하도록 한

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지위가 변화한 개인의 노동소득은 그가 속한 노동시장 지

위 집단에서 추정된 가격(회귀계수)과 정규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잔차를 통해 

새롭게 추정하도록 한다37). 

 (13) 노동시장 지위 선택( ′) 변화  :   
 ′   


 

37) 노동시장 지위선택 모델부터 ‘시간당 노동소득’ 결정 모델 추정이 아닌 ‘월 단위 노동소득’ 결정 모
델을 분석한다. 이에 월 근로소득 추정을 위해 월 근로시간(주당 근로시간×4.3)을 노동소득 결정모델
에 통제변수로 추가 투입 하도록 한다. 노동시장 지위가 변화된 개인의 특성별 시간당 노동시장 가
격과 근로시간을 각각 추정할 경우, 무작위로 잔차항을 도출하는 작업이 두 번 필요하며, 무작위로 
잔차를 도출하는 과정이 많을수록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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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노동소득 분포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

화를 추정한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노인의 노동소득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가구주의 연령을 특정 연령대(예를 들어 25세 이상 55세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서

구의 연구들은 65세 이하의 근로가능 가구원이 한명이라도 존재하는 가구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근로 가능대의 가구주와 노인이 동거할 경우, 여전히 노인의 노동소득의 영

향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내 노인을 대상으로 노

동소득 분포를 변화시킨다. 대다수 노인의 노동소득이 0인 것을 고려할 때 앞서 근

로시간 분석에서 사용된 tobit 분석 모형이 적합하며,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구

주의 성별, 노인의 연령(연속변수), 연령제곱, 학력수준(무학, 초등학교 재학 이상,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이상, 전문대학 재학 이상), 가구 내 노인 비율, 가구 내 근

로가능 가구원들(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소득 총합이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 가구 h 의 노인 의 잠재적인 노동소득은 
  이며, 

 는 관측된 노동소득,  는 설명변수, 그리고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14)  
        

  
 i f 

  

   i f 
 ≤ 

(15)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가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구조(특히 수량적인) 변화가 가구단위 노동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t 시기의 개인의 교육수준, 그로인한 교육적 동질혼 상

태의 변화 그리고 가구구조를 t’시기로 변화시킨 후의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량을 

측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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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위의 교육수준의 변화는 가구원들의 가용 자원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

한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분포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개인 교육수준의 향상은 

노동시장 지위 선택에 영향을 주며, 교육적 동질혼의 상태를 변화시켜, 개인의 노

동공급과 소득결정 함수를 변화 시킬 수 있다. 개인의 교육체계 선택 모형 추정은 

개인 단위의 교육수준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모델링이 아니라 t 시기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을 조건으로 한 교육체계의 분포를 t’ 시기에서 같게 하

려는 의도이다(Bourguignon, Ferreira & Lustig, 2005). 

교육수준의 조건부 분포 분석을 위해서 노동시장 지위모델에서 사용된 다항로짓

(multinomial logit) 함수가 사용된다. 개인 교육체계 선택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은 

남녀를 함께 분석하며, 종속변수의 범주는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 재학이상,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며,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연령범주 변수(15세이상 25세 미만, 25

세이상 35세미만, 35세이상 45세미만, 45세이상 55세미만, 55세이상 65세미만, 65

세 이상)를 투입한다. 1999년과 2014년의 교육수준 결정 다항로짓 분석을 각각 실

시 한 후, 2014년의 개개인의 범주별 교육수준 예측된 확률에 1999년 개인의 잔차

를 합한 후 개인별 효용함수 추정을 통해 65세미만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수준을 

변화시킨다. 

두 가지 방법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첫째,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로 인한 노

동시장 지위 변화38)가 가구 노동소득 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시 말해, 1999년의 개인이 2014년의 교육수준과 같게 된다면, 2014년의 노동시

장에서 어떤 노동시장 지위를 선택 할 것인지에 대한 추정이며, 이렇게 변화된 개

인의 노동시장 지위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을 측정한다. 둘째, 교육수준에 

변화에 따른 가구 내 부부의 교육적 동질혼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분포 변화

를 살펴본다. 즉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로 인한 가구 내 가구주와 배우자의 동질혼 

형태의 변화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을 변화시키며, 이렇게 변화된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는 가구 노동소득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

38) 1999년의 개인을 2014년의 교육수준으로 변화시킨 뒤, 변화된 교육 상태에 기반한 노동시장 지위 
범주별 예측된 확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만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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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h 가구의 개인  의 교육수준을 뜻하며, ′ 은 가구 내 가구주와 

배우자의   ′의 교육적 동질혼의 형태를 뜻한다. 

(16)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 ′ ) 변화 

      :   
 ′    


 

(17)  교육적 동질혼 (′ ) 변화 :   
 ′    


 

마지막으로 가구구조의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분포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비

록 가구구조의 변화와 가구 노동소득의 변화는 일정부분 내생적인 특성39)을 지닌

다고 하더라도 가구 내 노인의 증가 혹은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증가와 같은 

변화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외생적인 변화이다. 또한 BFL(2005) 방법은 기본적으

로 1999년의 존재하는 가구원 혹은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가격 및 노동공급 

변화와 개인의 특성 변화로 인한 노동소득 분포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가구구

조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구조 변화가 외생적이라는 가정 아래, 1999년의 가구

구조 분포를 2014년으로 변화시킨다. 1999년의 가구구조 비중을 2014년의 가구구

조 비중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DiNardo, Fortin, and Lemieux(1995)(이하, 

DFL)에서 개발된 가중치 조정방법(re-weighting)을 사용하도록 한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변화 중 가장 큰 흐름은 1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노인

가구의 증가이다. 따라서 첫째, 65세 이하의 단독가구, 둘째,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이뤄진 가구, 셋째, 그 외 가구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 한 후, ‘그 외 가구’를 보

다 세분화 하여 ‘부부로 이뤄진 가구’, ‘15세 미만의 아동이 존재하는 한부모 가구

와 조손가구’, ‘그 외 가구’로 세분화 한 5가지 범주의 가구형태로 추가 분석을 진

행한다. 또한 가구 내 ‘근로성인 수’ 기준으로 범주화 하여, 가구 내 ‘근로 성인 수’ 

변화에 따른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분해한다. 

39)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혼인의 지연 및 혹은 경제학적 이유로 인한 가족의 분리 및 동거 등이 그에 
해당된다. 관련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노동 성과가 낮은 집단의 혼인율이 낮거나 혼인이 지
연 되었으며(Loughran, 2002; Gould &Paserman, 2003), 가구의 분리와 동거형태를 변화(Edin & 
Kefalas, 2011; Gibson-Davis et al. 2005; Burstein, 2007) 시켰다고 결론내렸다. 



- 59 -

 가구형태의 분포 변화를 조정하는 무조건적 확률 (    )은 베이시언 룰

(Bayes's rule)을 통해 추정된다. 즉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서 1999년의 종속변수 범

주별(S) 확률을 2014년과 같게 되도록 조정 한다40)(아래 식 18 참조).

(18)       

   
Pr  

Pr 
·Pr 

Pr 

1999년 가구구조의 가중치를 2014년으로 조정한 후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를 측정한다.

(19)  가구 구조 ( ′ ) 변화 :   
 ′    


 

마지막으로 각 단계 모의실험의 마지막 단계는 모의실험에서 누락된 변수의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65세 미만 가구원 지위별(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종

사상 지위(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별로 노동소득 결정 분석에서의 잔차항(errors)의 

분포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는 t 시기와 t’ 시기의 각 개인의 가구 내 지위와 종사

상 지위별로 노동소득 결정 모델의 잔차 항의 분포를 같게 하기 위함이다. 즉 t’ 

시기의 n 번째 분위( percentile)의 잔차가 t에서도 n번째 분위에 위치하도록 

(rank-preserving transformation)하기 위해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65세 미만 개인 

N에 대해서 t 시기의 잔차에 t’ 시기의 잔차의 비율(


′ )을 곱한다. 

모의실험 결과는 표와 그림으로 제시된다. 첫째는 가상 추정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와 GE 계열 지수)를 표로 제시한다. 둘째, 실제 관측된 노동

소득 분포와 가상으로 추정된 노동소득 분포를 분위별 그래프와 Kdensity 그래프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모의실험 단계마다 가상 추정된 노동소득과 실제 노동소득 분

40) 이제까지의 개인단위 노동시장 지위 변화 및 교육수준 변화 등의 모의실험은 가구 내 가구원 지위
에 따라 개개인을 각각 모델링 한 방법으로, 다항로짓 분석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2014년의 범주별 
예측된 확률에 1999년의 개인의 비관찰된 잔차를 합한 효용 함수들의 극대화 값 추정을 통해, 개인
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혹은 교육수준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가구 구조 변화의 경우 가구단위 모델
링이며, 다항로짓 분석을 사용하여 1999년의 가구 구조 확률을 2014년과 같게 하도록 재가중화 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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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시각적으로 비교 가능하다. 다음 장에 제시되는 모의실

험 결과는 2014년의 개인 특성 및 가구 가중치를 1999년에 적용한 결과이며, 

1999년의 특성 및 가중치를 2014년에 적용한 결과는 <부록 3>의 <부표 15>~<부

표 18>에 제시하였다. 



- 61 -

제2절 분석자료 

미시단위 가상소득 추정을 위해서는 가구 단위를 기반으로 한 개인 수준의 데

이터가 필요하며, 본 분석을 위해 가구 내 15세 이상 성인 가구원 전체의 노동소

득과 근로여부(근로 형태 포함) 및 근로시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구 소득불

평등 연구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한국 노동패널

(이하 노동패널)과 한국 복지패널 자료이며, 그 중에서 가계조사 자료가 주로 사용

되었다. 

가계조사 자료는 가구주의 인적 사항 뿐만 아니라 가구구성원의 인적 사항 정

보를 포함하며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

으며,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가구소득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를 제공한다. 가계조사 자료는 횡단자료이며,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 하지만 현재 통계

청이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지표를 공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소득계층의 표본수가 적어, 소득에 대한 과소보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김낙년·김종일, 2013). 

또한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와 근로시간, 그리고 노동소득에 대해서 매우 제

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기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

다. 첫째, 근로시간 정보의 부재로 인해 근로시간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불가능하다. 둘째,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우 임금 소득과 

사업소득(자영업 소득이 이에 해당함)이 각각 조사되었지만, 기타 가구원의 경우 

각각의 임금 소득과 사업소득이 조사되지 않아, 가구 내 근로(가능) 개인의 노동공

급과 노동소득을 모델링 할 수 없다. 셋째, 노동시장 지위 정보 또한 2009년부터 

모든 가구원에 대해 조사되어, 2009년 이전 자료를 사용할 경우 노동시장 지위 변

화(가구주를 제외하고)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델링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41)에 관한 정보가 2006년부터 포함되었으며, 10년 이상의 변

화를 보기 위해서는 제한된 가구(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에 한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다. 

41)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가계조사 자료로 소득분배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현진권·임병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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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패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로

서 현재 17차까지 자료가 구축되어, 우리나라의 패널 데이터 중 가장 긴 기간

(wave) 조사되었다. 개인 자료는 15세 이상 개인의 종사상 지위, 산업, 임금 및 근

로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자료는 가구원의 기본 정

보 및 가구단위 소득에 관해 상세히 조사되었다. 1인 가구 정보와 가구 내 성인가

구원의 근로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면서 비교적 긴 시계열을 분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패널 데이터라는 특징으로 인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를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고, 소득값이 과소보고 되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노동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연구한 논문은 김영미․한준(2007), 신동

균(2007), 김경아․강성호(2008), 이소정 외(2008), 김혜연(2009), 김혜연․홍백의

(2009a, 2009b), 손병돈(2009), 김진욱․정의철(2010), 이원진(2012), 박상우·김성환

(2013), OECD(2015a), 김현경 외(2015) 등이 있다. 

 노동패널 자료가 가진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가구단위 

노동소득은 가구 내의 근로 가구원의 월 노동소득의 합으로 구성되며, 2010년 소

비자 물가지수(CPI)로 환산한 값을 사용한다. 개인 월 노동 소득 상위 1%의 소득

을 가진 개인의 경우, 99% 값으로 탑코딩(top coding) 하였으며, 소득 불평등 지

수 산출 시 0인 소득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1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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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가구 노동소득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 [그

림 3-1]과 같다. 65세 미만의 근로(가능) 가구원은 가구주와, 배우자, 기타가구원

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노동소득은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자영자 소득)으로 구성된

다.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소득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의 노동소득의 총합이 

가구 노동소득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나 배우자일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된다. 

가구 노동소득 변수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균등화 한다. 첫째, 가구 노동 소

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다. 둘째, 

가구 노동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이다. 월 단

위 소득은 연단위로 조사된 소득에 비해서 단기적인 변동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지

만(구인회, 임세희, 2007;12), 연 단위 가구 노동소득보다 과소보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패널의 경우 월 단위 소득 조사 시, “월 

[그림 3-1] 가구 노동소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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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평균 소득”을 물음으로서 단기적인 변동을 최소화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소득변수와 관련해서 여전히 과소 보고와 과대 추정의 문제 그리고 패널 탈락

(attrition)으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분석 년도

는 1999년42)부터 2014년이다. 표본의 통일성을 위해서 노동패널 12차 조사 시 추

가 표집된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43). 이에 분석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

시가구이다. 

다음으로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노동시간은 개인 자료에서의 주당 근로시간이

다. 개인단위 노동시간을 연구한 연구들은 개인의 연간 노동시간의 합(annual 

hours of work)을 사용하거나 주당 근로시간(weekly hours of work)을 사용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근로시간의 설문구성이 주당 근로시간을 조사한 점

과 가구 노동 소득의 총합을 월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점에서 주당 근

로시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은 연간 휴가 등에 따른 영

향을 받지 않아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Jacobs 

& Gerson, 2004). 취업자(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시간의 합을 사용하며,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

균 근무시간 변수를 사용한다. 

연구대상은 전체 가구와 근로가능 가구 즉 65세 이하의 근로가능 가구원(15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통학 그리고 군 입대 대기인 자

를 제외한 가구원을 의미함)이 한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이다. 연구단위는 개인이

며, 노동소득, 근로시간, 노동시장 지위선택, 교육수준, 65세 이상 노인 노동소득 

분석에는 횡단면 개인 가중치가 사용되었으며, 균등화 가구소득 지표 산출에는 

Hyslop & Mare(2005)의 연구를 따라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

중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

(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은 편의상 ‘균등화 소득 1’로 명명하며, 가구 노동

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은 ‘균등화 소득 

2’44)로 명명한다.

42) 가구 소득조사 항목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패널의 일차년도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43) 노동패널은 1998년 표본과 2012년 추가표본에 대해서 통일된 횡단면 가중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

다. 그 이유는 1998년 표본이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2012년부터는 조
사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이전 시기의 소득불평등을 분석 시기로 정할 경
우, 부득이 하게 추가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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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전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누락된 개인(예를 들어, 노동소득 및 근로시

간, 개인 관련 주요 정보 및 가구주 관련 정보) 및 그 개인이 속한 가구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2차 자료 기준 354 가구(1,036명의 개인), 8.5%가 분석에서 제외

되었으며, 17차 자료의 경우 192 가구(314명의 개인), 3.4%가 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사례 수(가구 기준)는 2차 자료의 경우 4,153 가구, 17차 

자료 기준 5,360 가구이다.  

다른 비교 가능한 자료와 월 평균 노동소득을 비교했을 때, 노동패널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약간 높거나 비슷한 금액을 보여, 개인 단위 월평균 노동소득의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자료의 1999년과 2014년의 전체 임금노동자 월평균 

노동소득은 각각 147만원과 223만원으로 이는 1999년 고용노동부「사업체 노동자 

조사」의 154만원보다 7만원 낮은 금액이었으며, 2014년 8월 기준「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월평균 임금 223만원45)과는 같은 금액이다. 사업체 노동자 조사의 경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소득임을 감안할 때 노동패널의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이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통계 수치들 또한 제한적으로 비교 가능하다. 「인구주

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은 2010년 23.9%로 2000년의 15.5%에 비

해 8.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1인 가구(노인 단독가

구 포함) 비율은 1999년 9.76%에서 2014년 21.11%로 11.35% 포인트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2인 가구의 노인가구’ 비율은 「가계조사」자료(2인 이상 가

구 대상)에서 2012년 15.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2

인 이상 노인가구’의 비율이 10.76%로 나타나, 횡단 데이터 보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소득이 0인 가구와 1 보다 낮은 가구를 1로 코딩하였다.
45) 모든 근로형태의 임금노동자 예를 들어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

형 근로자를 포괄한 평균금액이다.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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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술분석 

제1절 기술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제5장 모의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분석 

결과를 제시 한다. 임금노동자의 기술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에, 자영자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었다. 가구주의 성별은 대다수가 남성이며, 배

우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임금은 1999년 기준 

가구주는 180만원에서 2014년 261만원으로 45%, 배우자의 경우 1999년 대략 

107만원에서 2014년 165만원으로 58%, 그리고 기타 가구원의 경우 대략 113만원

에서 170만원으로 상승하여 57% 상승하였다. 본 분석에서의 종속변수인 시간당 

임금의 경우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이 각각 0.48만원, 0.34만원 그리고 0.38

만원이 증가하여 55%, 58% 그리고 68% 상승하였다. 자영자의 경우 1999년과 

2014년 사이 소득은 가구주는 204만원에서 333만원으로 대략 129만원(64%), 배

우자의 경우 135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12만원(84%) 상승하였다. 기타 가구원은 

월평균 소득의 변화가 없다(표본 수가 작은 상태에서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음). 

자영자의 시간당 노동소득 또한 가구주(77%), 배우자(77%), 기타 가구원(30%), 

즉 65세 미만 모든 가구원에서 상승하였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은 모든 가구원에서 감소하였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가구

주는 6.5시간 (12.35%), 배우자의 경우 5.5시간(11.56%) 그리고 기타 가구원은 

7.5시간(14.50%) 감소하였다.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면, 노동패널의 65세 미만 

전체 ‘임금 노동자’ 주당 근로시간은 2014년 기준 45시간으로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주당 41시간46)(월 기준 총 근로시간을 4.3으로 나눈 

값임)보다 대략 4시간 길게 나타났다. 하지만「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자료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에 유의해야 한다. 자영자 근

로시간의 경우 가구주 8.4시간, 배우자 12시간, 기타 가구원이 대략 17시간이 감소

하여 각각 13.7%, 19.7% 그리고 28.6% 감소하였다.

가구원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고졸 미만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교육수준 향상

46)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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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졸미만 동질혼의 비율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 25.59%에서 12.55%로 자

영자의 경우 31.22%에서 11.13%로 감소하였고,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동질혼의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10.72%에서 18.01%로 자영자의 경우 9.99%에서 

18.81%로 증가하였다. 기타가구원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두 해 모두 대략 86% 

이상이 미혼 상태였으며, 자영자 중 55% 이상이 미혼상태였다. 기타가구원의 대다

수가 미혼 혹은 혼인 상태에 속함에 따라,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별거, 이혼, 사별

은 미혼과 한 범주로 묶어 혼인여부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가구 내 6세 미만 

아동의 수는 1999년과 2014년 사이에 임금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경우 0.32명에서 

0.1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영자가 속한 가구의 경우 0.21명에서 0.05명으로 감소

하였다. 성인가구원 중 비근로 성인(15세 이상 성인 중 비근로47)하는 비율)의 비

율은 1999년에 비해서 2014년에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가구 내 

가구원 수의 감소로 인해 비근로 인구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근로하는 개인이 속한 가구 내 근로성인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서, 가구원 전체가 

비근로인 가구는 이 통계 수치에서는 제외 되었다.

전체 배우자를 대상으로 Heckman 1단계 분석에서 추가로 투입된 변수들의 기

술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6세 이상 15세 미

만 자녀수의 경우 1999년의 경우 가구당 평균 0.47명이며, 2014년에는 가구당 평

균 0.41명으로 감소하였다. 성인 가구원 수 대비 노인 가구원의 비율 또한 1999년 

가구 평균 0.039명에서 2014년에는 0.04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아래 표에는 제

시되지 않음). 

47) 무급가족 종사자는 근로 가구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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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변수 1999 2014 1999 2014 1999 2014

월평균 임금(만원) 180.02 
(92.9)

260.91
(155.2)

107.03
(71.1)

165.31
(102.6)

112.68
(50.0)

169.95
(100.3)

시간당 평균임금
(만원)

0.87
(0.87)

1.35
(0.84)

0.59
(0.51)

0.93
(0.57)

0.56
(0.38)

0.94
(0.65)

주간 근로시간(평균) 52.61
(14.95)

46.1
(11.63)

47.59
(16.67)

42.09
(10.93)

51.16
(15.50)

43.74
(11.99)

성별(%) 남성 90.57 83.76 1.77 4.21 49.76 49.1
        여성 9.43 16.24 98.23 95.79 50.24 50.9
연령대(%)

15-24 0.98 1.06 0.38 0.05 41.35 25.13
25-34 26.57 17.68 24.72 6.96 51.15 56.58
35-44 37.94 35.31 43.73 26.9 5.09 14.44
45-54 24.06 26.43 24.02 46.74 0.91 2.56
55-64 10.45 19.52 7.15 19.35 1.5 1.29

교육수준 (%)
고졸 미만 26.61 13.01 44.01 19.05 9.12 2.62
고등학교 졸업 37.49 32.16 36.35 39.39 42.23 16.04
2년제 대학 재학 
이상 8.08 17.8 4.74 16.68 19.64 32.76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27.82 37.03 14.9 24.88 29.01 48.58

평균 근속기간(월) 88.12 
(94.48)

97.86
(94.96)

50.42
(72.91)

79.35
(82.94)

28.12
(35.28)

33.57
(42.20)

비정규직(%) 23.26 29.83 43,00 46.14 29.01 33.36
거주 지역(%)

수도권 45.98 44.56 46.99 45.34 48.07 50.76
광역시 32.25 28.72 31.86 31.24 31.9 34.13
그 외 지역 21.77 26.72 21.15 23.42 20.03 15.11

혼인 상태 또는 교육적 동질혼(%)
미혼상태 8.57 14.24 - - 85.80 87.57
고졸미만 동질혼 17.1 5.65 25.59 12.55 _ _
4년제 대재 이상   

  동질혼 11.12 14.89 10.72 18.01 _ _

그 외 혼인 55.1 53.11 63.68 69.44 12.16a) 9.14a)

별거/이혼/사별   8.11 12.11 2.04 3.29

6세 미만 아동 수(명) _ _ 0.32
(0.60)

0.14
(0.44) _ _

가구주 근로여부(%) _ _ 80.58 86.42 64.21 76.26
성인 가구원중 비근로 
성인 비율(%)

0.36
(0.26)

0.23
(0.26)

0.56
(0.13)

0.56
(0.12)

0.54
(0.16)

0.49
(0.15)

표본수 1,923 2,430 785 1,006 979 547

<표 4-1> 임금근로자 기술 분석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범주형 변수는 %

를 제시함.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값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값을 제시함. 배우자와 기타가구원의 성
인 가구원 중 비근로 성인 비율은 가구주를 제외한 수치임. a) ‘그 외 혼인’은 혼인상태인 기타가구
원의 비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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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변수 1999 2014 1999 2014 1999 2014

월평균 노동소득(만원) 203.56 333.39 134.89 247.38 171.64 171.84 

시간당 노동소득(만원) 0.97
(2.26)

1.72
(3.28)

0.69
(0.86)

1.40
(2.04)

0.76
(0.60)

0.99
(0.64)

주간근로시간(평균) 61.33
(22.39) 

52.94
(16.15) 

60.69
(25.83) 

48.70
(18.05) 

58.91
(23.47) 

41.69
(17.40) 

성별(%) 남성 92.82 91.22 2.56 3.26 75.88 74.68 
        여성 7.18 8.78 97.44 96.74 24.12 25.32
연령대(%)

15-24 0.01 0 0 0 7.35 5.23 
25-34 10.74 3.63 18.12 5.12 55.58 44.64 
35-44 37.54 14.45 44.03 16.05 27.44 27.72 
45-54 31.67 44.10 27.95 53.62 4.47 18.53 
55-64 20.04 37.82 9.90 25.21 5.16 3.88 

교육수준 (%)
고졸미만 37.57 21.78 48.84 23.48 15.43 3.97 
고등학교 졸업 41.91 38.18 33.56 37.87 41.53 27.96 

2년제 대학 
재학 이상 5.39 11.71 4.59 14.04 21.74 21.26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15.13 28.33 13.01 24.61 21.29 46.82 

거주지역 (%)
수도권 43.98 48.84 35.55 47.97 44.02 51.19 
광역시 25.76 26.02 31.38 25.80 23.60 32.57 
그외지역 30.26 25.14 33.07 26.23 32.38 16.24 

혼인 상태 또는 교육적 동질혼 (%)
미혼상태 3.26 7.18 - - 54.93 60.34
고졸미만 동질혼 27.70 11.04 31.22 11.13 - -
4년제 대재이상 
동질혼 4.80 11.04 9.99 18.81 - -

그 외 혼인 55.98 57.39 58.79 70.06 45.07a) 31.03a)

별거/이혼/사별   8.26 13.35 - - 0 8.62

6세미만 아동 수(명) - - 0.21
(050)

0.05
(0.27) - -

가구주 근로여부(%) _ _ 74.96 85.60 53.85 50.46

성인 가구원 중 비근로 
성인 비율(%)

0.35
(0.25)

0.26
(0.25)

0.58
(0.14)

0.49
(0.19)

0.56
(0.17)

0.53
(0.17)

표본수 953 845 221 237 70 54

<표 4-2> 자영업자 기술 분석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범주형 변수는 % 

를 제시함.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값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값을 제시함. 배우자와 기타가구원의 성
인 가구원 중 비근로 성인 비율은 가구주를 제외한 수치임. a) ‘그 외 혼인’은 혼인상태인 기타가구
원의 비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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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과 가구 특성 변수의 기술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3>과 같다. 

개인단위 교육수준과 65세 미만 배우자가 있는 가구 전체의 교육적 동질혼의 분포

는 1999년과 201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예상하였듯이 ‘고졸미만’의 인구수

는 41.71%에서 30.85%로 10.86%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인 인구수는 18.7%에서 26.7%로 8% 포인트 증가하였다. 본 분포는 가구 내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분포여서 여전히 학위과정 중인 개인을 포함한 수

치이다.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교육적 동질혼의 분포 또한 변화되었다. 고졸 미만 

학력의 동질혼 집단의 비중은 30.85%에서 13.69%로 17.16% 포인트 감소하였으

며, 4년제 대학재학 이상 부부의 결합은 8.93%에서 18.46%로 9.53% 포인트 증가

하였다. 1999년 기준 노인 인구 중 근로 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17.85% 이며 

평균 노동소득은 70만원인데 반해 2014년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중은 

25.41% 그리고 평균 노인 노동 소득은 대략 11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가구구조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다. 첫 번째, 고령화 및 1인가구의 확

대이다. 이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며, 첫째, 65세 미만 단독가구, 둘째, 65세 노인

으로만 구성된 가구, 셋째, 부부가 존재하는 가구, 넷째, 한부모 혹은 조손가구이면

서 15세 미만의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 다섯째, 기타 가구로 분류하였다. 예상대로 

65세 미만 성인의 단독가구는 6.69%에서 15.28%로 100% 이상 증가하였다. 노인

으로만 이뤄진 가구(노인 단독 가구 포함)의 경우 1999년 5.59%에서 2015년 

14.74%로 증가하였으며, 부부가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 77.2%에서 60%로 감소하

였다. 한부모 혹은 조손가구 이면서 15세 미만의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는 1999년 

2.07%에서 2014년 0.78%로 감소하였다. 이 범주의 가구의 비중이 감소된 이유는 

혼인 지연 및 저 출산으로 인한 아동수의 감소가 부분적인 이유이며, 분석 자료가 

패널 자료인 것을 감안할 때 횡단 조사에 비해서 연구대상의 연령구조 변화를 적

절하게 포착할 수 없는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세 이상의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 기타 가구로 분류 되었다. 기타 가구의 경우 1999년 8.46%

에서 2014년 9.62%로 증가하였다. 둘째, 근로 성인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근

로성인은 가구 내 15세 이상의 근로성인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임금근로자 

및 자영자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일 경우 근로 성인으로 분류하였다. 근로 성인

이 한명도 없는 가구는 1999년 15%에서 2014년 대략 22%로 7% 포인트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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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근로 성인수가 2명인 가구는 5.6%포인트 감소, 그리고 근로 성인수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대략 4% 포인트 감소하였다. 

항목 1999 2014
교육수준 (%)a) (N=10,993, 개인) (N=10,406, 개인)
     고졸미만 41.71 30.85
     고등학교졸업 32.12 29.03
     2 년제 대학 재학 이상 7.47 13.42
     4 년제 대학 재학 이상 18.7 26.7
교육적 동질혼(%)b)     (N=3,079 

    개인, 배우자)
    (N=2752 
    개인, 배우자)

고졸미만 동질혼 30.85 13.69
4 년제 대재 이상 동질혼 8.93 18.46
그외 혼인 60.22 67.85

노인인구 중 근로활동 하는 비중(%) 
    (N=193 개인)

17.85
   (N=533 개인)

25.03 

노인 평균 노동소득 (만원) 69.77  112.70
가구구조(%)_노령화 및 1 인가구 기준 (N=4,153 가구) (N=5,360 가구)

65 세미만 단독가구 6.69 15.28
노인 가구 5.59 14.74
부부가 존재하는 가구 77.19 59.58
한부모와 15 세 미만 아동
(조손가구 포함) 2.07 0.78
그 외 가구 8.46 9.62

가구구조(%)_근로 성인 수 (N=4,153 가구) (N=5,360 가구)
근로성인수 0 14.98 21.6
근로성인수 1 45.85 48.57
근로성인수 2 31.57 25.97
근로성인수 3 6.14 3.21
근로성인수 4 1.23 0.63
근로성인수 5 0.24 0.02

<표 4-3>  교육수준, 혼인형태, 노인 소득, 가구구조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개인 변수의 경우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함. 가구 수준 변수의 경우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a) 15세 이상 전체 가구원의 교육수준 비중을 나타냄. b) 교육적 동
질혼의 비중은 가구 내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나타냄. 즉 65세미만 단독가
구 혹은 노인가구는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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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구 및 개인의 노동소득 불평등

1.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추이 비교(노동패널과 가계조사)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노동패널의 노동소득 불평등 추이를 비교한

다. 결과는 아래의 [그림 4-1]과 같다. 노동패널의 노동소득(임금 소득과 자영자 

소득의 합)의 경우 1개월의 소득만을 측정하여 가구별로 계절성 실업 혹은 자영자 

가구 소득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계조사의 경우 가구

별로 12개월의 자료를 연계하여 월평균 소득(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을 추정하

여 노동패널의 월소득보다 안정적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1]의 긴 추이선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2인 이상 가구의 노동소

득 불평등 추세를 나타낸다. 노동패널의 경우 지니계수가 대략적으로 1999년에서 

2009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감소추세이며,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다시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반면 가계조사 자료는 1999

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감소추세이며,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의 불평등은 정체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계조사가 1인가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1인 가

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추세를 비교하였다([그림 4-1]의 짧은 추

이선). 노동패널의 불평등 추이는 2006년부터 20008년 까지 감소 추세이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평등 추세가 정체되어 있으며, 2013년에서 2014년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 가계조사의 경우 시장소득(노동소득에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을 합한 값)과 노동소득이 매우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

승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 추세이며, 2013년부터 2014년

에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정리하자면 노동패널의 경우 월 노동소득 변동성의 심화로 인해 가계조사 보다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불평등 추세 

중 다른 추세를 보이는 구간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 모두에서 1999년

과 2014년의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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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동패널과 가계조사의 불평등 추세(지니계수 ×1000)

자료: 가계조사 1999년에서 2014년 자료와 노동패널 2차에서 17차 자료.
주: 전체가구 대상.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임. 노동소득은 가구원의 임

금소득과 자영자 소득의 합임. 시장소득은 노동소득에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임. 가
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2. 가구 및 가구원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다음으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노동소득 분포 변화를 살펴본다. [그

림 4-2]는 1999년과 2014년의 노동소득 분포를 ‘균등화 소득 2(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로 나타낸 그림이다. 

1999년에 비해서 2014년의 노동소득 분포는 우 편향 되었으며, 노동소득의 분포

가 넓은 범위에 펼쳐져 있고, 노동소득이 없는 가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를 토

대로 노동소득의 분포가 1999년에 비해서 2014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음을 예

상할 수 있다. 1999년의 ‘균등화 소득 1’ 기준 평균 가구 노동소득은 107.47만원

이었으며, ‘균등화 소득 2’는 55만원이었다. 또한 2014년의 ‘균등화 소득 1’ 기준 

평균 가구 노동소득은 163만원이었으며, ‘균등화 소득 2’는 90.6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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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와 17차 자료.
 주: 전체가구를 대상.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다음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노동소득 불평등 추세를 나타내면 [그림 4-3]과 같

다. 지난 16년간 노동소득 분포의 불균등이 심화되었다. 전체 가구와 근로가능 가

구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와 가구 내의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개인 노동소

득 불평등 변화를 함께 나타내었다. 전체가구와 근로가능 가구 모두에서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전체가구와 근로가능 가구의 노동소득 분포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

였으며, 두 집단 간 불평등의 간극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체가구와 근로가

능 가구의 불평등 추세의 간극이 확대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두 집단 간 가구구성

의 차이가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가구주 노동

소득 불평등과 근로가능 가구의 불평등 추세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2008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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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노동소득(로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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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점차 감소하

거나 정체된 것에 반해 근로가능 가구와 전체 가구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상승하였다. 그에 반해 기타 가구

원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체가구 혹은 근로가능 가구 불평등과 비슷

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4-3] 월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지니계수 ×1000)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전체가구와 근로가

능 가구 불평등 지수의 경우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가구주, 배우
자, 기타 가구원의 불평등 지수의 경우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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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서 2014년까지의 지니계수와 GE계열 불평등 지수 변화는 아래의 <표 

4-4>과 같다. 1999년의 전체가구의 ‘균등화 소득 1’ (가구 노동 소득을 전체 가구

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의 경우 1999년 0.377

에서 2014년 0.443으로 증가하여 17.4% 증가율을 보였으며 ‘균등화 소득 2’ (가구 

노동소득을 전체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를 기준으

로 한 지니계수는 0.387에서 0.452로 증가하여 16.78% 증가 하였다. GE 계열의 

불평등 지수 또한 최소 17.06%에서 최대 40.45%의 증가율을 보였다<아래 표 

4-4 참조>. 

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년도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1999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2000 545 269 289 378 487 280 315 388 
2001 584 343 644 404 528 355 686 414 
2002 574 304 419 393 514 310 446 400 
2003 665 337 448 415 594 344 472 422 
2004 670 362 574 425 604 368 591 433 
2005 676 321 373 412 607 333 443 421 
2006 720 413 1617 435 653 430 1840 445 
2007 713 357 489 430 646 369 526 440 
2008 718 349 475 423 645 352 467 430 
2009 784 351 382 431 705 360 401 441 
2010 801 345 360 427 718 353 379 437 
2011 790 341 414 422 713 358 506 434 
2012 806 340 392 423 723 354 471 433 
2013 806 335 335 421 722 342 352 431 
2014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변화량 344 104 106 66 310 104 118 65 

% 36.36 28.2 17.06 17.40 64.14 37.84 40.45 16.78 

<표 4-4>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1000)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 17차 자료.
주: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함.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 소득을 전체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전체 가구원수로 나
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불평등 지수에 1000을 곱한 값임.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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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65세 미만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시간당 노동소득 불평등 변

화는 [그림 4-4]와 같다. 전체가구와 근로가능 가구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증가했

지만, 가구원 개인의 시간당 노동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9년 가구주 시간당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0.372에서 2014년 0.363으로 감소하

여 2.42% 감소하였다. 배우자의 시간당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1999년 0.399에서 

2014년 0.354로 감소하여, 11.28% 감소를 보였으며, 기타 가구원의 경우 1999년 

0.296에서 2014년 0.268로 감소하여 9.46%의 감소율을 보였다(부록 1의 <부표 

1> 참조). 

[그림 4-4] 시간당 노동소득 불평등(지니계수 × 1,000)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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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구 및 개인의 노동공급 변화 

본 절에서는 개인 및 가구 단위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

시간 및 가구단위의 근로성인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근로시간 분포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포함한 수치이며, 무급가족 종사자는 자영

자에 포함된다. 가구원의 학력수준, 근로형태, 및 혼인형태에 따라 주간 근

로시간 변화를 살펴보고, 가구 노동소득 분위별 근로 성인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다. 

1. 학력수준 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 변화에 관해 살펴본다. 먼저 가구주와 배우자 교육수

준에 따른 근로시간의 분포는 [그림 4-5]와 [그림 4-6]과 같다. <부록 1>의 <부표 

2>에 관련 수치를 표로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비근로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가구주의 주당 근로시간 변화의 경우, 전체 

65세 미만 집단에서 근로시간은 감소하였으며, ‘고졸미만’ 집단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고등학교 졸업’과 ‘2년제 대학 재학 이상’ 집단의 근로시간이 ‘4년제 대학재

학 이상’의 집단보다 긴 경향을 보였다. 

반면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고졸 미만’ 집단을 제외하고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졸 미만’의 배우자 집단은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4년 기준으로 

여전히 가장 긴 근로시간을 보였다. ‘2년제 대학 재학이상’ 집단의 근로시간이 가

장 짧았으며, ‘고졸’ 집단과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집단의 근로시간 추세 변화와 

근로시간은 매우 비슷한 경향이다.

정리하자면 가구주의 근로시간은 학력수준 상관없이 감소하였으며, ‘고졸미만’ 

집단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 반면 배우자 근로시간의 경우 ‘고졸 미만’ 집단의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집단의 근로시간은 상승하였다. 따라서 ‘고졸미만’ 

배우자와 가구주가 함께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 노동소득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

상된다. 하지만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학력수준별 근로시간 변화는 가구 내의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대응한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학력수준을 고려한 부부 합산 

근로시간의 변화를 후에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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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학력수준별 가구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전체 가구주 대상(비근로 포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그림 4-6] 학력수준별 배우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15세 이상 65세 미만 전체 배우자 대상(비근로 포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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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형태 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다음으로 근로형태에 따른 교육 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는 <표 4-5>에 제

시되어 있다. 임금 근로자인 가구주의 경우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은 상이하다. 1999년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진 ‘고졸 미만’의 

임금 근로자들의 감소폭은 14.8%로 가장 컸으며, 2014년에 대략 주당 47시간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였다. 반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임금 근로자

의 경우 1999년 49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에서 7.5% 감소하여 2014년 45시간을 기

록하여 가장 짧았다. 2014년 기준 ‘고졸’의 임금 근로자의 주간 근로시간이 48.48

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자영자인 가구주의 근로시간의 교육수준별 차이는 임금 근

로자에 비해서 작았으며, ‘고졸’의 자영자 가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력수준에서 

대략 14%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 정리하자면 가구주 교육수준별 근로시간은 모두 

감소하였지만, 임금 노동자의 감소폭은 학력수준별로 상이 하였다. 자영자의 주간 

근로시간은 학력별로 비슷한 감소율을 보였으며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길었

다. 

반면 배우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배우자를 제외하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졸 미만’ 집단에서 주당 9

시간, 18%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 기준 임금 근로

자 주당 근로시간은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41~42시간으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

였다. 자영자의 경우 전 학력계층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4년제 대재 이상’의 

자영자인 배우자의 근로시간 감소가 가장 작았지만 2014년 기준 여전히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나타냈다. 반면 ‘고졸 미만’ 자영자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1999년 62.56

시간에서 2014년 52.73시간으로 15.7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가장 긴 노동시간을 나타냈다. 배우자 또한 자영자의 근로시간이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길었다.  

전체 기타가구원의 주당 근로시간은 1999년 17.12시간이며, 2014년의 경우 

14.53시간으로 15.12% 줄었다. 임금 근로자인 기타가구원의 근로시간은 1999년 

51.16시간이었으며, 2014년은 43.74시간으로 14.50% 감소하였다. 자영자인 기타가

구원의 근로시간은 57.82시간에서 45.13시간으로 감소하여 21.94%가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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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가구주 배우자
교육수준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1999 2014 변화량 % 1999 2014 변화량 %
고졸미만  54.18 46.55 -7.63 -14.08 50.92 41.81 -9.11 -17.89 
고졸 54.67 48.48 -6.19 -11.32 46.92 42.89 -4.03 -8.58 
2 년제 대학 
재학이상  50.44 47.93 -2.51 -4.98 43.81 41.72 -2.08 -4.76 

4 년제 대학 
재학이상 48.96 45.26 -3.70 -7.56 41.13 41.28 0.15 0.36 

교육수준
자영자 자영자 
1999 2014 변화량 % 1999 2014 변화량 %

고졸미만  61.21 52.64 -8.57 -14.00 62.56 52.73 -9.84 -15.73 
고졸 62.23 54.88 -7.34 -11.79 60.18 51.40 -8.78 -14.59 
2 년제 대학 
재학이상  63.90 54.50 -9.40 -14.71 58.31 43.85 -14.4

6 -24.80 

4 년제 대학 
재학이상 58.17 49.92 -8.25 -14.18 44.73 44.42 -0.31 -0.69 

<표 4-5> 가구주와 배우자 교육수준별 주간 평균 근로시간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미만 임금노동· 자영업에 종사 중인 가구주와 배우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변화량의 단위는 시간임. 

3. 교육적 동질혼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교육적 동질혼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는 아래 <표 4-6>에 제시되었다. 남

편과 아내 둘 다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부의 경우 ‘4년제 대학 

집단’이며, 이 집단의 근로시간은 증가하였다. 남편과 아내 둘 다 고졸 미만의 학

력을 가진 부부는 ‘고졸미만’ 집단을 뜻하며, 이 집단의 근로시간은 감소하였다. 

‘그 외 혼인’은 ‘4년제 대학 재학이상’ 혹은 ‘고졸미만’의 동질혼을 제외한 혼인 형

태를 의미한다. ‘4년제 대재 이상 학력’의 동질혼 집단의 가구주와 배우자 근로시

간이 각각 1.58%와 33.17% 증가하였으며, 부부 합산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12.82%의 증가를 보였다. ‘고졸미만’ 동질혼 집단의 가구주 근로시간이 1999년과 

2014년 사이에 2.45% 감소하여 2014년 기준 42시간으로 가장 짧으며, 배우자의 

48)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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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999년 30.58시간의 근로시간에서 6.36시간 감소하여 21% 감소율을 보였다. 

1999년 기준 교육적 동질혼 집단별 부부 합산 근로시간은 ‘고졸미만’ 동질혼 집단

이 78시간으로 가장 길며, ‘4년제 대재이상’의 동질혼 집단이 62시간을 가장 짧은 

반면, 2014년 현재 부부 합산 근로시간은 집단별로 70시간에서 71시간에 분포하

여 집단 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구주 배우자 부부합산 

년도 4년제 
대학 

고졸
미만 

그 외
혼인 

4년제 
대학 

고졸
미만 

그 외
혼인

4년제 
대학 

고졸
미만 

그 외
혼인 

1999 43.78 44.43 48.54 18.06 30.58 21.04 62.17 78.47 70.64

2000 46.92 44.59 49.37 18.64 30.23 21.14 65.10 78.12 71.58

2001 45.97 43.03 48.34 19.62 29.34 20.55 65.60 75.90 69.90

2002 47.58 44.94 50.28 20.35 31.11 21.85 68.01 78.51 73.25

2003 45.40 42.76 49.09 19.31 29.32 22.09 64.92 75.15 72.60

2004 46.12 42.76 48.45 20.32 29.24 22.13 66.76 74.83 71.91

2005 43.76 40.95 47.15 21.89 28.06 21.30 66.25 72.61 70.40

2006 43.57 42.02 46.08 21.10 27.46 22.02 65.31 72.44 70.10

2007 44.45 42.47 46.57 23.69 29.00 22.66 69.26 75.79 71.34

2008 44.18 42.41 46.28 22.55 26.62 23.03 67.59 73.20 71.37

2009 43.12 40.68 45.22 24.15 25.92 22.66 68.34 71.17 69.84

2010 43.36 42.06 44.45 23.71 25.92 23.34 67.45 73.66 70.16

2011 41.91 41.07 44.48 24.38 24.92 24.29 66.60 70.60 71.63

2012 43.53 42.23 44.14 22.42 25.75 24.30 66.77 71.96 70.38

2013 42.99 42.47 43.29 23.18 25.99 24.23 66.94 73.39 69.87

2014 44.47 41.98 44.45 24.05 24.22 23.57 70.14 70.16 71.08

변화량 0.69 -2.45 -4.09 5.99 -6.36 2.53 7.97 -8.32 0.44

% 1.58 -5.51 -8.43 33.17 -20.8 12.02 12.82 -10.6 0.62

<표 4-6> 교육적 동질혼 형태에 따른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미만 전체 가구주 및 배우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변화량의 단위는 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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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노동소득 분위별 근로성인 비율

가구 소득 분위별 근로성인 비율의 추세는 <표 4-7>과 같다. 근로성인 비율은 

전체 근로가능 가구원수(15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정규교육기간이나, 입시학원 통

학 그리고 군입대 대기인 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의미함) 대비 노동시장에서 근로

하는 65세 미만의 근로자의 비율을 뜻한다. ‘균등화 소득 1’ 기준으로 소득 5분위

로 나눴으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성인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의 근로성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1999년의 가구 내 근로가능 성인 

수 대비 근로하는 성인 수의 비율은 0.37%이지만 2014년 기준 0.15%로 줄었다. 

반면 소득 5분위의 1999년 근로성인 비율은 0.82%이지만, 2014년 기준 0.87% 비

율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원 수의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수의 감소는 가구 단위 근로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가구 내 소득 합산(income pooling) 기능과 위험분산(risk pooling) 기능을 

통한 가구단위 불평등 대응기제의 약화를 의미하며,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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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체평균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999 0.67 0.37 0.65 0.70 0.76 0.82 

2000 0.67 0.37 0.65 0.70 0.76 0.82 

2001 0.68 0.40 0.65 0.72 0.76 0.83 

2002 0.69 0.42 0.67 0.73 0.76 0.83 

2003 0.69 0.38 0.68 0.72 0.77 0.81 

2004 0.69 0.38 0.69 0.73 0.77 0.82 

2005 0.70 0.37 0.70 0.74 0.76 0.82 

2006 0.70 0.37 0.68 0.75 0.80 0.82 

2007 0.71 0.36 0.69 0.75 0.81 0.83 

2008 0.72 0.36 0.72 0.77 0.80 0.84 

2009 0.71 0.26 0.73 0.76 0.81 0.86 

2010 0.72 0.25 0.74 0.78 0.82 0.85 

2011 0.74 0.24 0.75 0.80 0.83 0.87 

2012 0.73 0.20 0.74 0.80 0.83 0.87 

2013 0.74 0.24 0.72 0.81 0.86 0.88 

2014 0.74 0.15 0.75 0.82 0.85 0.87 

<표 4-7> 균등화 노동소득 분위별 근로성인 비율(%)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근로가능 가구 대상.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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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제1절부터 제4절까지의 분석 전략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49). 제1절부터 제4절, 각 절을 통해 65세 미만 전

체 가구원의 시간당 소득(  ), 근로시간( ) 및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
 )

와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에 따른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분

해하도록 한다. 가구 노동소득의 총합은 아래 등식 (1)과 같으며, 개인의 노동소득

을 가구단위로 합산하여, 가구 노동 소득불평등 지수를 산출하도록 한다. 


 



 




 



 
 

 
                  (1)50) 

                           

다음으로 개인의 노동소득 함수는 아래의 등식(2)와 같다. 

log                         (2)51)

먼저 제1절에서는 개인 특성별 노동시장 가격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

등 변화를 살펴본다(식 (2)에서의 를 변화시킴으로써 식(1)에서의 
 (시간당 노

동소득)가 변화됨).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기타 가구원 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를 분리하여 가구원 지위별 근로형태별 2014년의 를 1999년의 에 대입하여 

49)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분석전략 제3장 제1절을 참조하라. 
50) 

  은  t 시기의 가구 총 노동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하며, 가구 h 의 개인  의 노동시장 지위(
 ), 시간당 임금률(자영자의 경우 수익률, 

 )과 

근로시간( ), 그리고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함수를 표현 한 것이다. 
 의 

값이 1이면 가구 h의 가구원  가 j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값은 
0이 된다. j는 근로지위를 뜻하며 비근로, 정규 임금 근로, 비정규 임금근로 및 자영자로 구분된다.

51) h 가구의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개인  의 t 시기의 시간당 노동소득(earning) 
 

 의 로그를 종
속 변수로한 Mincer 타입의 노동소득 함수이며,    는 개인의 고용 및 임금에 영향을 주는 관찰 
가능한 요소들 이며,  는 노동시장에서의 시간당 임금률(자영자의 경우 수익률)을 결정짓는 계수
들(parameters) 그리고    는 비관찰 요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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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노동소득( 
 )을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시간당 노동소득을 다시 등식(1)

과 같이 가구단위로 합산함으로써 가구 노동 소득불평등 지수를 산출하도록 한다. 

제2절에서는 가구원 근로시간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분해한다. 

가구원 지위별 근로시간( ) 결정 모델을 1999년과 2014년 각각 추정하고, 2014

의 가구원 지위별 추정된 근로시간을 1999년에 적용하여 근로형태별( 
 ) 개인 노

동소득을 새롭게 추정 한다(   ×  ). 새롭게 추정된 개인 소득을 등식

(1)의 가구단위 노동소득 합산을 통한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를 추정

한다. 

제3절에서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 선택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

등을 분해한다.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은 가구 내 역할에 따른 소득활동과 관

련된 효용함수(<등식 12> 참조, p54)를 구성하고, 개인이 특정 소득활동 범주(s)를 

택할 때는 그 노동시장 지위 선택의 효용이 다른 대안들(k)보다 높다는 가정이 필

요하다. 1999년의 가구 내 지위별 잔차와 2014년의 범주별 예측된 확률을 합한 

효용함수의 극대화 값 추정을 통해 1999년의 개인의 (비)관찰된 특성 하에서의 개

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식 (1)에서의 
 ) 변화를 추정한다. 개인의 변화된 노동

시장 지위는 노동소득의 변화(등식(1)의 
 

 )를 의미한다. 

변화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노동소득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노동시

장 지위 선택 추정 후 근로상태에서 비근로로 이동한 개인의 노동소득은 결측치로 

코딩되었으며, 근로상태에서 근로형태가 바뀐 개인의 노동 소득 추정은 그 개인이 

속한 노동시장 지위 범주(임금 노동자, 자영자)에서 도출된 개인 특성별 노동소득 

회귀계수와 정규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잔차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소득 결정 분석 결과는 <부록 1의 부표 3, 4, 5>에 제시하였다. 또한 가구 내 

가구원 지위별 노동공급의 상호관련성을 모델화하기 위해,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을 먼저 추정하고, 추정된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 하에서 배우자, 기타가구원

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을 추정하였다. 

제4절에서는 등식(1)에서 1999년의 노인 노동소득() 분포를 2014년 수준으

로 변화시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를 분해한다. 제3장의 분석전략에서 다루

었듯이 대다수 노인의 근로소득이 0인 것을 고려하여 토빗 모델(tobit)로 분석한다. 



- 87 -

제1절 시간당 노동소득 가격변화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1. 시간당 노동소득 결정 모델

1999년과 2014년 사이 개인 특성별 노동시장 가격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

시장에서의 경제적 보상의 차이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

로 측정한다. 가구 내 개인 특성에 대한 노동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노동공급

을 증대시킴으로써 일정 소득 수준을 보존할 수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가격변

화와 노동공급의 혼합된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월 임금 결정 모델이 아닌 시간

당 임금 결정 모델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특성별 노동시장 가격(즉 회귀계

수)을 측정 하도록 한다. 전통적인 Mincer(1974) 임금 결정 모델에 따라서 독립변

수와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였으며, 이 모델 하에서는 ‘교육’과 ‘숙련도(experience)’

는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로그 노동소득 결정모델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5-1>, <표 5-3>,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 내 배우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여성의 임금 결정 모

델 추정은 여성 중에서 소득이 존재하는 여성, 즉 노동시장에 진입을 결정한 배우

자에 한해서 추정되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한해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통해 시간당 

노동소득 결정모델을 추정하였다. 1단계 프로빗 분석을 통해서 근로 여부 결정 모

델을 추정하고, 2단계로 표준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당 노동소득을 

추정하도록 한다. 1단계 전체 배우자의 근로여부 결정 모델 결과는 아래의 <표 

5-2>에 제시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배우자 노동소득 결정 모델’에서의 통제변수 

외에 ‘가구 내 6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 수’, ‘전체 가구원 수 대비 노인비율’과 

‘가구 내 근로가능 성인 수’가 추가적으로 통제되었다. 근로가능 성인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통학 그리고 군입대 대기인 자를 제

외한 가구원을 의미한다.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기타 가구원의 시간당 임금결정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회귀계수가 예상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가구원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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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길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비정규직일수록 시간당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가구주의 

경우 자영자의 시간당 노동소득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가격은 증가하지만 1999년과 2014년 사이에 교

육수준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

구주의 경우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고졸’ 학력의 시간당 임금이 ‘고

졸미만’의 임금근로자 보다 1999년 기준 17% 증가에서 2014년 기준 21%로 증가

하였다. 반면 ‘대학재학 이상’ 학력의 임금 근로자는 ‘고졸미만’의 임금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이 1999년에는 47% 높은 반면, 2014년에는 48% 높아지는 것에 그쳤

다.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 보상의 차이가 대

체로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2년

제 대학 재학 이상’의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졸미만’의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1999

년 기준 72% 증가와 관련 있지만 2014년에는 35% 증가에 그쳤으며, ‘ 4년제 대

학재학 이상’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가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43%에서 39%

로 감소). 기타 가구원의 경우에도 ‘고졸’과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의 임금과 

‘고졸미만’의 임금 노동자와의 가격 차이는 감소하였다. 이는 고학력자의 공급 증

가로 인한 임금구조 체계의 변화일 수 있으며, 임금 구조 보상 체계가 학력수준 

보다는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은 감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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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19** 0.16** 0.49** 0.14

(0.049) (0.027) (0.144) (0.109)
연령 25-34 0.21+ 0.11+ 0 0

(0.110) (0.064) - -
35-44 0.31** 0.14* 0.15+ 0.03

(0.111) (0.066) (0.084) (0.155)
45-54 0.26* 0.19** 0.23** 0.06

(0.113) (0.067) (0.089) (0.152)
55-64 -0.02 0.08 -0.03 -0.04

(0.116) (0.069) (0.098) (0.15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0.17** 0.21** 0.27** 0.18+

(0.045) (0.038) (0.095) (0.091)
2 년제 대재 이상 0.28** 0.34** 0.46** 0.31**

(0.056) (0.043) (0.133) (0.114)
4 년제 대재 이상 0.47** 0.48** 0.59** 0.55**

(0.049) (0.041) (0.116) (0.103)
혼인상태  고졸미만 동질혼 -0.02 0.07 0.27 -0.15

(0.063) (0.057) (0.173) (0.160)

4 년제 대재 이상 
동질혼 0.20** 0.21** 0.63** 0.15

(0.055) (0.036) (0.196) (0.138)
그 외 혼인 0.01 0.09** 0.29+ 0.21+

(0.043) (0.028) (0.149) (0.114)
별거/이혼/사별 -0.14* -0.12** 0.17 -0.30*

(0.061) (0.038) (0.181) (0.130)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비정규직=1) -0.09** -0.17** - -

(0.027) (0.021) - -

수도권 0.06* 0.06** 0.12* 0.24**거주지역 
(0.027) (0.021) (0.057) (0.064)

광역시 -0.01 0.02 0.05 0.20**
(0.029) (0.023) (0.065) (0.072)

상수 8.12** 8.53** 7.66** 8.71**
(0.115) (0.073) (0.191) (0.178)

관측치 1,923 2,431 953 845
R-squared 0.39 0.46 0.19 0.20
Adj. R-squared 0.384 0.460 0.183 0.191

<표 5-1> 가구주 시간당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
상 65세 미만의 가구주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
졸미만’,  혼인상태는 ‘미혼상태’,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인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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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노동소득 결정 모델 추정을 위한 1단계 추정인 근로여부 결정 분석 결

과는 <표 5-2>와 같다. 1999년 기준 25세 미만의 배우자에 비해서 25-34세 혹은 

35-44세 배우자가 근로를 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았지만, 2014년의 경우에는 25

세 미만 배우자에 비해서 45-54세 배우자가 근로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1999년 기준 ‘고졸 미만’ 학력의 배우자에 비해 ‘고졸’ 학력을 가진 

배우자의 근로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경

우 ‘고졸 미만’에 비해 근로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2014년의 

경우 학력수준이 근로여부에 주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졌다. 1999년을 기

준으로 ‘고졸미만’ 동질혼의 배우자 보다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동질혼은 배우

자의 근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4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

다. ‘6세 미만의 아동 수’는 1999년과 2014년 두 해 모두에서 배우자의 근로활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

하는 배우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1999년, 2014년 두 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낮았다. 

‘Inverse Mills Ratio’는 노동시장 참여 확률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서 이 변수를 소득 결정식에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투입하며, 선택편의 문제를 조

정할 수 있다(Heckman, 1979). <표 5-3>의 결과에서 Inverse Mills Ratio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 1999년과 2014년 두 해 모두에서 음의 방향으로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정적인 선택편의(negative selection)의 발생을 의

미하며, 이에 대한 통제 없이 회귀계수를 추정할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의 하방 편

의(downward-biased)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영자의 경우 

Inverse Mills Ratio는 1999년과 2014년 두해에서 음의 방향이었으나, 1999년의 

경우에만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Inverse Mills Ratio 변수를 투입

하지 않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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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999 2014 
성별(남=1) 0.63** 1.57**

(0.234) (0.164)
연령 25-34 0.60* 0.80

(0.270) (0.629)
35-44 0.70** 0.96

(0.270) (0.627)
45-54 0.43 1.12+

(0.273) (0.627)
55-64 -0.05 0.55

(0.279) (0.629)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0.20** -0.12

(0.077) (0.100)
2 년제 대재 이상 -0.19 -0.07

(0.124) (0.117)
4 년제 대재 이상 0.46* -0.04

(0.219) (0.155)
교육적 동질혼 형태 4 년제 대재 이상 동질혼 0.24** 0.10

(0.074) (0.108)
그 외 혼인 -0.40+ 0.15

(0.221) (0.133)
가구 내 6 세미만 아동 수 -0.36** -0.36**

(0.047) (0.053)
가구 내 6 세 이상 15 세미만 아동 수 -0.05 -0.08+

(0.037) (0.046)
가구 내 노인비율 0.48+ -0.02

(0.248) (0.251)
가구주 근로여부(근로=1) 0.19** 0.02

(0.065) (0.086)
가구 내 근로가능 성인 수 0.00 0.13*

(0.036) (0.054)
거주 지역 수도권 -0.28** -0.21**

(0.059) (0.062)
광역시 -0.25** -0.08

(0.064) (0.066)
상수 -0.46 -0.87

(0.295) (0.646)
관측치 3,079 　 2,752

<표 5-2> 전체 배우자 근로여부 결정 모델 (Heckman 1단계 추정 프로빗)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교육적 동질혼 형태
는 ‘고졸미만 동질혼’, 지역은 ‘그 외 지역’ 집단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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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남=1) -0.22 -0.00 0.74* 0.08

(0.241) (0.167) (0.347) (0.298)
연령 25-34 -0.64 -0.64 0.02 -0.10

(0.396) (0.542) (0.159) (0.167)
35-44 -0.59 -0.58 0.22 0.35

(0.412) (0.543) (0.291) (0.216)
45-54 -0.40 -0.71 -0.25 -0.23

(0.371) (0.552) (0.340) (0.312)
55-64 -0.31 -0.52 - 0.26

(0.332) (0.536) - (0.435)
교육수준 고졸 0.29** 0.11* 0.02 -0.10

(0.098) (0.051) (0.159) (0.167)

2 년제 
대재이상

0.72** 0.35** 0.22 0.35
(0.130) (0.057) (0.291) (0.216)

4 년제 
대재이상

0.43* 0.39** -0.25 -0.23
(0.216) (0.076) (0.340) (0.312)

교육적 동질혼
형태

4 년제 
대재이상 
동질혼

-0.25* -0.09 -0.02 -0.43*
(0.100) (0.058) (0.149) (0.199)

그 외 혼인 0.32 0.18** 1.00** 0.86**
(0.197) (0.066) (0.355) (0.287)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비정규직=1) -0.17** -0.11** - -
(0.042) (0.027) - -

가구 내 6 세미만 아동 수 0.24+ 0.07 0.12 0.30
(0.137) (0.053) (0.142) (0.262)

가구주 근로여부(근로=1) -0.18* -0.01 -0.02 -0.13
(0.081) (0.037) (0.128) (0.162)

거주 지역 수도권 0.26* 0.08* 0.19 0.13
(0.107) (0.040) (0.131) (0.126)

광역시 0.13 0.01 0.17 0.26+
(0.100) (0.034) (0.132) (0.140)

상수 9.48** 9.49** 8.18** 8.73**
(0.703) (0.597) (0.230) (0.463)

Inverse Mills Ratiob) -0.94+ -0.36+ - -
(0.541) (0.215) - -

관측치 783 1,006 221 237
R-squared 0.40 0.50 0.16 0.21
Adj. R-squared 0.383 0.487 0.110 0.167

<표 5-3> 배우자 시간당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 (Heckman 2단계 추정)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
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교육적 동질혼 형태는 ‘고졸미만 동질혼’,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
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b) 자영자의 경우 2014년의 Inverse 
Mills Ratio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Inverse Mills Ratio 변수 투입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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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남=1) 0.09** 0.07+ 0.47* 0.19

(0.031) (0.038) (0.212) (0.255)
연령 25-34 0.12** 0.06 0.82* 0.68

(0.034) (0.047) (0.318) (0.415)
35-44 0.07 0.07 1.07** 1.20**

(0.078) (0.072) (0.374) (0.420)
45-54 0.02 -0.14 1.84** 1.37*

(0.159) (0.137) (0.540) (0.520)
55-64 0.02 -0.18 0.50 0.51

(0.132) (0.189) (0.560) (0.695)
교육수준 고졸 0.21** 0.14 0.10 -0.15

(0.058) (0.132) (0.292) (0.484)
2 년제 대재 
이상 0.26** 0.30* 0.34 0.08

(0.063) (0.134) (0.312) (0.514)
4 년제 대재 
이상 0.54** 0.40** 0.59+ -0.16

(0.060) (0.132) (0.305) (0.494)
혼인여부(혼인상태=1) 0.04 0.03 -0.21 -0.47

(0.052) (0.084) (0.197) (0.339)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비정규직=1) -0.16** -0.22**     -    -

(0.034) (0.040)     -    -
가구주 근로여부(근로=1) -0.01 -0.04 0.06 0.40+

(0.031) (0.046) (0.174) (0.224)
거주 지역 수도권 0.09* 0.12* -0.06 0.69*

(0.038) (0.053) (0.193) (0.317)
광역시 -0.03 0.10+ -0.23 0.57+

(0.041) (0.056) (0.228) (0.309)
상수 8.03** 8.56** 7.36** 7.39**

(0.071) (0.150) (0.425) (0.770)
Observations 979 544 70 54
R-squared 0.26 0.21 0.35 0.39
Adj. R-squared 0.251 0.189 　 0.211 0.218

<표 5-4> 기타 가구원 시간당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미혼 및 이혼, 사
별, 별거,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 인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
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
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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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실험 결과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개인특성 별 노동시장 가격변화로 인한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추정을 위한 모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전체 노동

소득자(자영자 포함)를 대상으로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가격(보상) 변화로 인

한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와 실제 노동소득 분포를 살펴본다. 또한 임금 노동자만

을 대상으로 ‘근로형태(비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성별’, ‘교육수준’의 가격 변화

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를 살펴본다. 둘째, 가구원 지위별・근로형태별 

전체 특성에 대한 노동시장 가격을 각각 2014년으로 적용시킨 뒤, 가상의 가구 노

동소득 불평등 변화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1999년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을 대

상으로 2014년 노동소득의 가격과 잔차의 분포를 적용한 후, 가상의 가구 노동소

득 분포와 실제 가구 노동소득 분포를 비교한다.

모의실험 결과에 관해서는 전체가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근로가능 가

구에 관한 결과는 <부록 2>의 <부표 11>에서 <부표 14>에 제시하였다. 결과 제시

는 주로  ‘균등화 소득 2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 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또한 2014년의 개

인 특성 및 가구 가중치를 1999년에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1999년의 

특성 및 가중치를 2014년에 적용한 결과는 <부록 3>의 <부표 15>~<부표 18>에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원의 학력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

등은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시간당 노동소득 결정 모델(<표 5-1>, <표 5-3>, <표

5-4>)에서 학력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 차이가 1999년과 2014년에 확대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한다. 임금노동자로 한정해서 보았을 때도 ‘균등화 소득 1’의 지

니계수를 기준 376 그리고 ‘균등화 소득 2’ 기준 386으로 나타나 노동소득 불평등

을 소폭 감소시켰다. 전체 가구원 성별에 따른 시간당 노동소득의 가격 차이는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6.15% 증가시켰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숙련도나 근로형태(비정규직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 효과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별로 임금 노동자와 자영자의 2014년 노동시장 가

격을 각각 1999년에 적용하였을 경우, ‘자영자 가구주’의 노동시장 가격변화는 ‘균



- 95 -

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 전체 불평등 증가의 35%를 설명하였으며, ‘임금 근로

자 가구주’의 노동시장 가격변화로 인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은 20%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주의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전체 불평등 증가의 25%를 설명한다. 전체 

배우자의 가격변화는 전체 불평등 증가의 6.15%를 설명하였으며, 전체 기타 가구

원의 가격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2014년 노동시장 특성 가격을 1999년 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였을 경우, 노동소득 불평등은 전체 불평등 증가의 11%를 설명한다. 자영자

의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전체 불평등 증가의 38%를 설명한다.

가구 내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가격을 2014년으로 변화시켰을 경

우 전체 불평등 증가량 중 10.77%를 설명한다. 하지만 잔차의 분포까지 고려할 

경우, 증가된 불평등 중 3.1%만을 설명한다. 즉 2014년 기준 가구 내 65세 미만 

근로자들의 비 관찰된 특성은 ‘균등화 소득 2’의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 증가를 

7.69% 포인트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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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 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A. 특성별 2014 년 가격 적용

전체 교육수준 544 260 257 375 480 272 287 386 -1.54 

성별 543 264 258 380 480 277 290 391 6.15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542 264 266 379 484 275 293 388 1.54 

근속기간 544 264 264 378 486 275 291 388 1.54 

교육수준 540 261 262 376 483 273 289 386 -1.54 

성별 540 264 266 378 483 275 293 387 0.00 
B. 2014 년 가격 적용 

가구주 임금
노동자 577 273 266 388 522 289 301 400 20.00 

자영자 580 299 347 401 523 311 377 410 35.38 

배우자 임금
노동자 545 263 263 378 487 274 290 388 1.54 

자영자 549 269 274 382 490 279 299 391 6.15 
기타
가구원

임금
노동자 555 268 265 383 494 275 284 390 4.62 

자영자 542 263 264 377 484 274 290 387 0.00 

가구주 598 283 300 391 539 299 334 403 24.62 

배우자 556 268 271 382 493 279 296 391 6.15 
기타가구원 556 268 265 383 493 274 284 389 3.08 

전체 임금노동자 580 268 256 384 523 280 283 394 10.77 

전체 자영업자 591 302 349 403 527 312 378 412 38.46 

전체 가구원 600 273 280 384 534 285 306 394 10.77 

전체 가구원, 잔차 594 269 277 380 529 280 303 389 3.08 

<표 5-5> 모의실험 결과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소득불평등 지수 *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

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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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은 1999년과 2014년의 분위별 실제 ‘균등화 소득 2(로그)’ 분포와 

1999년의 가구 내 65세 미만 가구원 대상으로 2014년의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시

킨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을 나타낸 그림이다. 2014년의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했을 

경우, 대략 소득 1분위(하위 20%) 이하의 소득분포는 변화가 없으며, 대략 2분위

부터 2014년의 실제 노동소득 분포와 가상의 노동소득의 궤적이 거의 같아졌다. 

소득 1분위는 노동소득이 없는 가구 혹은 저소득 가구들이여서 2014년의 노동시

장 가격을 1999년에 적용 하더라도 소득 분포의 변화가 거의 없다. 다음으로 [그

림 5-2]는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분포와 실제의 가구 노동소득분포를 Kdensity 그

래프로 나타낸 그림으로써 1999년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2014년의 시간당 노동시

장의 가격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수준은 1999년보다 높으면서(1999

년의 그래프보다 우측으로 이동함)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은 1999년과 매우 비슷

한 모양을 보인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4년의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한 결과 가

상의 가구 노동소득의 평균 소득은 ‘균등화 소득 2’의 경우 82만원으로, 이는 

1999년의 실제 평균 가구 노동소득 55만원보다 높고, 2014년의 90.68만원보다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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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999년과 2014년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전체가구의 65세 이하 근로성인의 노동시장 가격변화를 적용함. 가구 노동소득을 전체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그림 5-1] 가중치 적용되지 않음. [그림 5-2]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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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1999년과 2014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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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시간 변화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1. 근로시간 결정 모델 

본 절에서는 개인의 근로시간의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해 분석한다. 가구원 지위별 1999년과 2014년의 근로시간(
 ) 의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주는 영향에 대해 분해한다. 근로시간 결정 분석은 Gasparini 

et al. (2005)의 연구를 따라 토빗 모델(Tobit model)을 사용하며, 시간당 로그 노

동소득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결정 모델 결과는 아래의 <표 

5-6>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주의 경우 2014년 남성의 근로시간이 여성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고졸 미만’의 가구주보다 ‘2년제 대재 이상’의 가

구주의 근로시간이 대략 6시간 짧았으며, ‘4년제 대재 이상’의 가구주의 근로시간

이 대략 8.6 시간 짧았다. 또한 가구주의 경우 미혼 상태보다 대체로 혼인상태 일

수록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가구 내 비근로 성인 비율이 높

을수록 가구주의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았다. 반면 ‘연령’이나 ‘가구 

내 6세 미만 아동 수’는 가구주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간

당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1999년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4

년의 경우 ‘고졸미만’ 배우자에 비해 ‘고졸’ 학력수준이 근로시간이 길 확률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6세 미만 아동 수’와 ‘6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 수’는 

1999년과 2014년 배우자의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구 내 가구

주를 제외한 ‘비근로 성인 비율’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

았다. 교육적 동질혼의 형태는 1999년의 경우 ‘고졸 미만 동질혼’ 배우자에 비해서 

‘대재 이상 동질혼’의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그 

외 혼인형태’의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가구주 근로

여부’는 가구주가 근로할수록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

었다.

기타 가구원의 경우 1999년과 2014년 두 해 모두에서 25세 미만 가구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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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며, 2014년의 경우 

‘고졸 미만’의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혼인 상태’인 기타가구원의 근로시간이 미혼 혹은 별거/사별/이혼의 기타

가구원의 근로시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가구 내 아동 수와 같은 

가구 내 여건이 기타 가구원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가구주를 제외

한 ’가구 내 비근로 성인의 비중’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았다.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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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변수 1999 2014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1.83 4.25** 1.87 5.62+ 1.64 2.84*

(1.823) (0.857) (6.998) (3.036) (1.217) (1.217)
연령 25-34 1.84 -1.13 9.51 15.23 4.58** 6.70**

(4.834) (2.324) (11.122) (23.823) (1.366) (1.471)
35-44 1.64 -1.18 21.64+ 22.11 6.99* 9.35**

(4.897) (2.357) (11.107) (23.764) (2.920) (2.115)
45-54 1.57 0.55 8.49 23.93 15.35** 8.07*

(4.960) (2.414) (11.151) (23.738) (5.097) (3.705)
55-64 -2.23 -2.61 -5.03 15.53 11.19** 13.83**

(5.007) (2.457) (11.319) (23.764) (3.939) (5.094)
교육
수준 고졸 -1.53 -0.03 -1.43 3.60* 6.67** 14.55**

(1.551) (1.047) (2.457) (1.838) (1.934) (3.160)
2년제 
대재이상

-5.68*
* -0.67 -6.80 1.88 2.23 13.88**

(2.037) (1.211) (4.300) (2.195) (2.178) (3.121)
4년제 
대재이상

-8.68*
*

-5.80*
* -0.15 2.80 -5.05* 7.01*

(1.762) (1.128) (6.606) (3.225) (2.097) (3.084)
혼인
상태

고졸미만
동질혼 5.54* 3.30* - - - -

(2.437) (1.645) - - - -

4년제 
대재 이상 
동질혼

-1.96 3.64** 6.26** 0.14 - -

(2.419) (1.278) (2.304) (2.034) - -

그외혼인a) 4.32* 2.87** -13.96* -1.21 2.44 6.71*

　 (1.961) (1.028) (6.764) (2.882) (2.250) (3.196)
별거/이혼
/사별 2.61 3.50** - - - -

(2.389) (1.218) - - - -
거주
지역 수도권 1.61+ -1.05 -10.60** -4.54** -4.20** -2.17

(0.944) (0.641) (1.867) (1.209) (1.500) (1.662)
광역시 1.25 -0.85 -6.96** -2.93* -1.14 -3.11+

(1.015) (0.712) (1.995) (1.312) (1.589) (1.752)
가구 내 6세미만 
아동 수　 0.19 0.04 -9.37** -7.15** 2.98* -4.04

(0.709) (0.663) (1.653) (1.404) (1.411) (2.907)
6세 이상 
15세미만 아동 
수 

-0.64 -0.23 -4.94** -4.74** 0.50 -3.98

(0.657) (0.548) (1.199) (1.071) (1.461)

비근로 성인 비율 -13.40
**

-13.09
**

-150.62
**

-98.87
**

-33.32
**

-23.27
**

(1.550) (1.056) (4.847) (3.181) (3.510) (3.578)

<표 5-6> 주당 근로시간 결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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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1999 2014 1999 2014 1999 2014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1)

- - 15.70** 4.47** -0.17 2.88+

(2.167) (1.597) (1.274) (1.513)

시간당임금
(로그) 7.96** 5.05** 3.61** 2.78** 9.30** 6.59**

(0.173) (0.121) (0.223) (0.142) (0.216) (0.221)
상수 -15.39** 1.64 91.68** 51.27* -14.51*

*
-22.14*

*
(5.065) (2.610) (12.135) (23.984) (3.540) (4.671)

Sigma 20.93** 15.14** 32.34** 20.55** 21.01** 14.68**

(0.280) (0.189) (0.660) (0.402) (0.473) (0.434)

Chi2  3807.42 3547.75   3004.13  3160.11  4322.72  2395.07

Log 
Likelihood

  
-13210.4 -15088.5 -7205.7

 
-7338.5

 
-5089.4

 
-2808.2  

좌측절단 
사례 693　  453 1703 1309  2125  982 

Pseudo R2  0.1260  0.1052  0.1725  0.1772 0.2981  0.2990

관측치 3,600 3,775 3,078 2,750 3,209 1,602

<표 5-6> (표 계속)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미만 개인 대상. 개

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가구주 혼인상
태는 미혼, 배우자의 혼인상태는 고졸미만 동질혼,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인 집단이 기준임. 배우
자와 기타가구원의 가구 내 비근로 성인 비율의 경우 가구주 근로여부를 제외한 비근로 성인비율을 
뜻함. a) 기타가구원의 경우 혼인여부를 의미하며, 미혼 및 별거, 이혼, 사별이 기준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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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 결과는 아래 <표 5-7>에 제시되었다. 표의 상위 부분(A)은 1999년의 

개인에게 2014년의 근로시간 결정 모델을 적용시켜 추정한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이며, 표의 하위부분(B)은 1999년의 개인에게 2014년의 근로시간과 노

동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추정한 가상 가구 노동소득 분포 결과이다. 먼저 ‘임금 노

동자인 가구주’ 근로시간만을 변화시킨 경우 ‘균등화 소득 2’의 지니계수 기준 노

동소득 불평등이 394이며, 전체 불평등 증가의 10.77%를 설명한다. ‘자영자 가구

주’의 근로시간을 변화시켰을 경우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대략 3%를 설명하였

다. 배우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혹은 자영자 각각의 근로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

득 불평등에 주는 영향은 미비하였다. 기타 가구원의 경우 ‘임금 노동자’의 근로시

간 변화는 ‘균등화 소득2’ 기준의 지니계수를 10.77% 상승 시켰으나, ‘자영자’의 

근로시간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65세 미만 전체 

가구주와 기타가구원의 근로시간 변화는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을 

각각 389와 390으로 증가시켜 전체 불평등 증가의 3.08%와 4.62%를 설명하였다. 

가구 내 ‘전체 임금 노동자’ 근로시간 변화의 경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을 402로 증가시켜 전체 불평등 증가의 23.08%를 설명하였다. 가구 내 ‘전

체 자영자’의 근로시간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구 내 ‘전체 가구원’의 근로시간을 2014년 수준으로 변화시켰을 경우, 전체 불평

등 증가의 15.38%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시간과 노동시장 가격 모두를 2014년 수준으로 변화시킨 가구 노

동소득 불평등의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임금 근로자인 가구주’와 ‘자영자인 가구

주’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을 2014년으로 변화시켰을 경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 각각 395와 398로 증가하여 전체 불평등을 12.31%와 17%를 설명

하였다. ‘임금 근로자인 배우자’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불평등을 증

가시키지 않았으며, ‘자영자인 배우자’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불평

등을 지니계수 기준 389(전체 불평등 증가의 3.08%)으로 증가시켰다. ‘임금 노동

자인 기타 가구원’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균등화 소득 2’ 기준 불

평등을 4.62% 증가시켰으며, ‘자영자인 기타가구원’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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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체 가구주’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변화는 전체 불평

등 증가의 21.54%를 설명한다. ‘전체 배우자’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 변화

는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을 388(전체 불평등 증가의 1.55%)로 소

폭 증가시켰으며, ‘전체 기타가구원’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변화 또한 불평

등 증가의 4.6%를 설명하였다. 가구 내 ‘전체 임금노동자’의 근로시간 및 가격 변

화는 전체 불평등의 증가의 13.85%를 설명한다. 가구 내 ‘전체 자영자’의 근로시

간과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전체 불평등 증가의 20%를 설명하였다. 반면 ‘전체 노

동 가구원‘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전체 불평등 증가의 대략 25%를 

설명하였으며, 비 관찰된 잔차의 분포를 고려하였을 경우, 전체 불평등 증가의 

20%를 설명하였다. 비 관찰된 요소들이 전체 불평등 증가를 대략 5% 포인트 감

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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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 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A. 근로시간 
가구주 임금노동자 548 275 286 387 487 283 308 394 10.77 

자영자 544 262 253 378 487 275 284 389 3.08 

배우자 임금노동자 542 265 268 378 484 276 295 388 1.54 

자영자 540 263 265 377 483 274 291 387 0.00 

기타가구원 임금노동자 546 271 276 383 491 284 307 394 10.77 

자영자 542 263 264 377 485 275 292 387 0.00 

가구주 539 268 271 382 478 275 291 389 3.08 
배우자 541 265 270 378 483 276 297 387 0.00 
기타가구원 544 266 270 380 488 279 298 390 4.62 
임금노동자 552 285 305 393 493 295 331 402 23.08 
자영업자 544 262 252 378 487 275 284 389 3.08 
전체가구원 547 276 278 387 488 288 310 397 15.38 
B. 근로시간과 노동시장 가격
가구주 임금노동자 568 271 268 384 510 284 297 395 12.31 

자영자 566 278 287 388 509 291 323 398 16.92 
배우자 임금노동자 541 262 264 376 483 273 291 386 -1.54 

자영자 545 267 273 380 487 278 298 389 3.08 
기타가구원 임금노동자 547 266 266 380 489 276 291 390 4.62 

자영자 543 263 265 377 485 275 292 387 0.00 
가구주 588 280 280 390 530 294 317 401 21.54 
배우자 546 266 273 379 487 277 298 388 1.54 
기타가구원 550 266 267 380 492 277 292 390 4.62 
임금노동자 574 273 269 385 515 285 297 396 13.85 
자영업자 572 282 294 391 514 294 329 400 20.00 
전체가구원 599 284 288 393 540 297 321 403 24.62 
전체 가구원, 잔차 594 281 284 389 535 294 317 400 20.00 

<표 5-7> 근로시간 결정 모의실험 결과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

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 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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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에게 2014년의 근로시간과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3]과 [그림 5-4]와 같다. 1999년 가구

원의 근로시간과 노동시장 가격만을 변화시켰으므로, 대략 소득 1분위(하위 20%) 

이하의 가구 노동소득은 1999년의 분포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림 5-1]과 비교

할 때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해 소득 1분위에서 2014년 분포 쪽으로 약간 이동하

였음이 확인된다. 2014년의 근로시간은 1999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상태

이며, 감소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4년의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분포 수준은 1999년 수준보다는 높고, 2014년 보다 낮은 수준에 분포

한다. 또한 Kdensity 그래프로 나타냈을 경우에도 1999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대

폭 감소하고 노동시장 가격 변화로 인해 소득은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분포는 1999년 쪽에 더 가깝게 분포하고 있다. 

전체 가구원의 2014년의 노동시간과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한 결과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의 평균 소득은 ‘균등화 소득 2’의 경우 64.68만원 이며, 이는 1999년의 

실제 가구 평균 소득인 55만원보다 높고, 2014년의 90.68만원보다는 낮았다. 앞서 

노동시장 가격만을 적용하였을 때의 가상의 가구 평균 노동소득(82만원)과 비교할 

때 2014년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평균 가구 노동소득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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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전체가구의 65세 이하 성인의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가격 변화를 적용함. 가구 노동소득을 전체 가

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그림 5-3] 가중치 적용되지 않음. [그림 
5-4]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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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1999년과 2014년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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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1999년과 2014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 108 -

제3절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1.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1999년과 2014년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관

해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1999년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 분포와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 분포 결과는 아래

의 <표 5-8>과 같다. 추정된 <표 5-8>의 마지막 세로 열은 1999년의 실제 관측

된 직업분포를 나타내며, 표의 중간에 분리된 가로 행들은 2014년 추정된 노동시

장 지위 선택을 나타낸다. 1999년과 2014년에도 두 해 모두 조사된 개인에 한해

서 가상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2014년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 분석하였

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실제 노동시

장 지위를 비교한 결과, 가구주의 경우 자영업이 과소 추정(정규직이 과대추정) 되

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이 과소 추정(비근로가 과대 추정) 되었다. 기타 

가구원의 경우 1999년 기준 26세 이하의 기타가구원의 경우 비근로가 과대 추정

되었다. 이는 같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1999년과 2014년의 사이의 비관찰된 시변 

특성(time-varying residuals)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델

의 추정은 1999년의 현재 특성을 가진 개인이 2014년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지

위를 선택할지에 대한 추정인 반면, 2014년의 개인의 실제 노동시장 선택은 1999

년의 개인이 16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999년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 분포와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비교하면, 

비정규직의 증가와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기타 가구원의 경우 비근로의 비

중이 증가하였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이 증가52)하고 

자영자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 전체 65세 미만 성

인의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 선택은 비근로가 0.21% 포인트, 비정규직은 5.86% 포

인트 증가 하였으며, 정규직과 자영자는 각각 0.54% 포인트, 5.55% 포인트 감소

52) 통계청의 비정규직 고용동향은 2001년부터 제공되며, 2001년 26.8%에서 2014년 32.4%로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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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가구 내 역할별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우 비근로가 2.42% 포인트, 자영

자가 6.29%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정규직은 1.06% 포인트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

율은 7.64% 포인트 증가하였다.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는 비근로와 자영자 비율

이 각각 2.04% 포인트, 9.10%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정규직은 1.72% 포인트 비

정규직은 9.42% 포인트 증가하였다. 기타 가구원의 경우 비근로 5.35% 포인트, 

비정규직의 비율이 0.4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정규직과 자영업의 비율은 4.5% 

포인트와 1.29% 포인트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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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분포
1999년 
관찰된 
직업 분포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근로 
가능 
성인전체 

비근로 93.85a) 1.75 3.4 0.99 45.81c) 

정규직 6.14 85.37 7.85 0.65 26.58 

비정규직 5.93 2.16 91.44 0.47 10.77 

자영업 4.51 13.77 18.64 63.08 16.85 

(n=9,872) 46.02b) 26.04 16.63 11.3 100.00 

가구주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82.07 5.16 8.32 4.45 19.37 

정규직 1.56 91.3 6.52 0.61 40.91 

비정규직 0.66 0.66 98.68 0 12.59 

자영업 1.23 13.01 13.01 72.75 27.13 

(n=3,598) 16.95 41.97 20.23 20.84 100.00 

배우자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93.24 1.63 4.49 0.64 55.69 

정규직 1.77 85.18 12.17 0.88 14.68 

비정규직 0 3.02 95.77 1.21 10.75 

자영업 7.75 14.11 29.6 48.54 18.88 

(n=3,079) 53.65 16.4 20.17 9.78 100.00 

기타
가구원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98.25 0.71 0.9 0.14 66.05 

정규직 18.57 73 7.86 0.57 21.90 

비정규직 21.51 3.58 74.55 0.36 8.73 

자영업 16.98 18.87 10.38 53.77 3.32 

(n=3,196) 71.4 17.4 9.17 2.03 100.00 

<표 5-8> 1999년과 실제 노동시장 지위 분포와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 분포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미만 전체 근로가능 가구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a) 가로 행의 합

은 100이며, 1999년의 관찰된 직업 지위 중에서 각 노동시장 지위별로 이동해 간 비중을 의미함. 
b) 가로행의 합은 100이며,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분포(2014년)를 의미함. c) 세로행의 합은 100이
며, 1999년의 관찰된 직업분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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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델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델은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을 각각 추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9>, <표 5-10>, <표 5-11>에 제시되었다. 결과는 승산비

(odd_ratio)로 나타내었다. 가구주의 경우 1999년과 2014년 모두에서 비근로자에 

비해서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혹은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근로 집단에 비해서 정규직

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미혼에 비해서 혼인 상태인 가

구주가 비근로에 비해서 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1999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혼인상태나 동질혼의 형태가 근로지위 선택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두 해 모두에서 ‘가구 내 비근로 성인 비율’이 

높을수록 비근로에 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 

‘6세 미만 아동 수’는 2014년 ‘비근로’ 선택 대비 ‘정규직’, ‘비정규직’ 선택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6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 수’는 ‘비근로’ 대비 1999년 ‘정규

직’, ‘비정규직’, ‘자영업’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두 해에 걸쳐서 일관되

게 영향을 주진 못했다. 2014년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비근로를 선택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표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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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 2014 년
변수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성별 (남=1) 2.37** 1.76 2.67** 8.14** 7.21** 15.56**

(0.773) (0.617) (0.932) (3.126) (2.904) (6.411)
연령 1.55** 1.54** 1.90** 2.06** 1.77** 2.49**

(0.112) (0.133) (0.146) (0.203) (0.186) (0.263)
연령제곱 0.99** 0.99** 0.99** 0.99** 0.99** 0.99**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학력
수준 고졸 1.56+ 0.96 1.40 2.93* 2.24+ 1.81

(0.408) (0.272) (0.391) (1.474) (0.990) (0.832)

2 년제 
대재이상 2.52* 0.62 1.50 4.41** 1.48 1.74

(0.914) (0.286) (0.583) (2.516) (0.802) (0.998)

4 년제 
대재이상

3.85** 0.94 1.77+ 3.88* 0.95 1.13

(1.181) (0.345) (0.580) (2.265) (0.511) (0.621)
혼인
상태

고졸미만
동질혼 3.76* 3.15* 4.62** 2.43 1.69 1.87

(1.936) (1.796) (2.596) (1.726) (1.133) (1.275)

4 년제 
대재이상 

4.23** 0.86 2.84+ 1.72 0.37 1.55
(2.357) (0.626) (1.723) (0.930) (0.229) (0.898)

그 외 
혼인

4.23** 2.24 4.53** 1.49 0.77 1.31
(1.915) (1.132) (2.274) (0.613) (0.340) (0.591)

별거/이혼
/사별

1.33 2.24 1.71 1.96 2.19 2.40+
(0.689) (1.260) (0.966) (0.982) (1.098) (1.282)

가구 내 6 세미만 
아동 수

0.82 0.98 1.01 0.67* 0.67+ 0.71
(0.112) (0.154) (0.146) (0.124) (0.159) (0.160)

6 세 이상 15 세미만  
아동 수

0.64** 0.79+ 0.75* 0.74 0.79 0.82
(0.075) (0.106) (0.090) (0.193) (0.214) (0.214)

가구 내 비근로 성인 
비중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거주지역 수도권 0.84 1.26 0.72+ 0.46** 0.60+ 0.53*
(0.149) (0.259) (0.127) (0.133) (0.184) (0.165)

광역시 1.01 1.20 0.61** 0.52* 0.43** 0.43**
(0.185) (0.259) (0.115) (0.158) (0.141) (0.139)

상수 0.02** 0.01** 0.00** 0.00** 0.00** 0.00**
(0.027) (0.016) (0.000) (0.000) (0.003) (0.000)

Wald chi2 1223 858.2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2476 0.2862
관측치 3,595 3,776

<표 5-9> 가구주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델(baseline: 비근로 상태, 승산비)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주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혼인상태는 ‘미혼’, 거주 지역은 ‘그 외 지
역’인 집단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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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형의 경우 2014년 비정규직 선택을 제외하고 연

령이 높을수록 ‘비근로’ 보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을 택할 확률이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1999년의 배우자 노동시장 지위 선택에 교육수준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2014년의 경우 ‘고졸미만’에 비해서 학력수준

이 높을수록, ‘비근로’보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두 해 모두에서 ‘가구 내 6세 미만 아동 수’ 증가는 ‘비근로’에 

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

시켰다. ‘6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 수’의 증가는 ‘비근로’에 비해 ‘정규직’을 선

택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가구주가 근로를 할수록, 배

우자가 ‘비근로’ 대비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 내 비근로하는 성인 비율’이 높을수록 ‘비근로’에 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 1999년 기준 ‘수도권’ 

혹은 ‘광역시’의 거주할수록 ‘정규직’ 혹은 ‘자영업’ 대비 ‘비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았다(아래 <표 5-10> 참조).  

기타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9년과 2014년 

두해 모두에서 남성일수록 ‘정규직’보다 ‘비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근로’보다 ‘정규직’, 

‘비정규직’(1999년 2년제/4년제 대재 이상 제외),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1999년 기준 혼인상태인 기타가구원이 ‘비근로’에 비해서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2014년 

기준 ‘6세 미만 아동 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보다 ‘비근로’를 선택

할 확률이 높았으며, ‘6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 수’는 기타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

위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 내 비근로하는 성인 비율’

이 높을수록 ‘비근로’에 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아래 <표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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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 2014 년
변수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성별 (남=1) 2.49 3.10 1.68 1.46 0.28 1.67

(2.302) (2.935) (1.498) (1.099) (0.257) (1.354)
연령 1.77** 1.71** 1.63** 1.38* 1.31 1.62**

(0.169) (0.172) (0.144) (0.192) (0.219) (0.284)
연령제곱 0.99** 0.99** 0.99** 1.00** 1.00* 0.99**

(0.001) (0.001) (0.001) (0.002) (0.002) (0.002)
학력 
수준 고졸

1.35 0.82 1.10 5.53** 3.16* 3.83*

(0.369) (0.226) (0.273) (3.373) (1.823) (2.328)

2년제 대재 
이상

2.88** 0.14** 1.06 15.18** 4.14* 5.97*
(1.127) (0.094) (0.425) (10.803) (2.802) (4.332)

4년재 대재 
이상

3.86+ 0.23 2.10 27.56** 5.81* 7.72**
(2.879) (0.239) (1.633) (19.636) (4.645) (5.693)

교육적 
동질혼 
형태

4년제 대재
이상 
동질혼

1.16 0.99 1.20 1.37 1.78 1.41

(0.313) (0.262) (0.295) (0.938) (1.208) (0.936)

그 외 혼인
1.03 3.28 0.49 0.57 0.38 0.81

(0.798) (3.521) (0.402) (0.294) (0.259) (0.461)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1) 

1.34 0.90 2.51** 0.87 0.72 2.42+
(0.350) (0.229) (0.621) (0.397) (0.341) (1.131)

가구 내 6세미만 
아동 수

0.20** 0.37** 0.31** 0.26** 0.23** 0.31**

(0.044) (0.078) (0.061) (0.057) (0.064) (0.122)

가구 내 6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 수

0.60** 0.84 0.87 0.72* 0.80 0.87
(0.069) (0.105) (0.092) (0.114) (0.146) (0.174)

가구 내 비근로 성인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거주
지역

수도권 0.47** 0.69 0.24** 1.17 0.88 0.66
(0.103) (0.162) (0.047) (0.454) (0.343) (0.247)

광역시 0.63* 0.84 0.34** 1.01 0.76 0.39*
(0.147) (0.208) (0.071) (0.369) (0.264) (0.143)

상수 25.70 35.40 19.47 5,330** 22,691*
* 14.91

(55.80) (80.20) (38.55) (15,76) (75,45) (60.70)
Wald chi2  1020.98 612.8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4478  0.4572
관측치 3,078 2,751

<표 5-10> 배우자 노동시장 지위 선택모델 (baseline: 비근로 상태, 승산비)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 배우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인 집단이 기준. 
‘가구 내 비근로 성인 비율’은 가구주를 제외한 비근로 성인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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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년 2014 년

변수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성별 (남=1) 0.64** 0.78 1.14 0.57* 0.74 1.60

(0.086) (0.129) (0.301) (0.149) (0.210) (0.668)
연령 1.84** 1.51** 2.32** 2.28** 1.41** 2.14**

(0.097) (0.081) (0.209) (0.298) (0.129) (0.296)
연령제곱 0.99** 1.00** 0.99** 0.99** 1.00* 0.99**

(0.001) (0.001) (0.001) (0.002) (0.001) (0.002)
학력수준 고졸 5.52** 2.00** 3.88** 35.71** 9.55** 18.71**

(1.351) (0.509) (1.483) (26.947) (5.507) (15.990)
2 년제 
대재 이상 4.60** 1.33 3.13* 63.06** 15.02** 32.39**

(1.213) (0.404) (1.431) (44.148) (8.224) (27.947)
4 년제 
대재 이상 2.12** 1.33 1.36 20.33** 5.36** 11.39**

(0.531) (0.348) (0.579) (14.156) (2.971) (10.069)
혼인여부(혼인=1) 0.39** 0.45* 0.63 2.76 1.06 3.17

(0.111) (0.148) (0.218) (1.827) (0.637) (2.530)
가구주 
근로여부(근로=1) 1.00 0.83 1.18 0.81 1.41 1.06

(0.165) (0.161) (0.342) (0.275) (0.495) (0.611)
가구 내 6 세미만 
아동수 0.94 0.88 1.16 0.33 0.15* 0.13*

(0.168) (0.198) (0.257) (0.242) (0.117) (0.128)
가구 내 6 세 이상 
15 세미만 아동 수 0.81 1.09 1.14 0.58 1.60 0.89

(0.148) (0.202) (0.261) (0.302) (0.858) (0.632)
가구내 비근로 성인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거주지역 수도권 1.28 1.23 0.60+ 0.83 0.85 0.83

(0.218) (0.256) (0.178) (0.263) (0.299) (0.393)
광역시 1.24 1.23 0.50* 1.08 0.84 0.65

(0.224) (0.272) (0.165) (0.350) (0.322) (0.351)
상수 0.00** 0.09** 0.00** 0.00** 0.25 0.00**

(0.004) (0.078) (0.000) (0.000) (0.371) (0.000)
Wald chi2 1026.7 410.2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3871  0.4761

관측치 3,195 1,603

<표 5-11> 기타 가구원 노동시장 지위 선택모델(baseline: 비근로 상태, 승산비)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미만 기타 가구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인 집단이 
기준. ‘가구 내 비근로 성인 비율’은 가구주를 제외한 비근로 성인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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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실험 결과

가구원들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결과는 아

래 <표 5-12>와 같다.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을 먼저 추정하고 추정된 가

구주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배우자와 기타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을 다시 

추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구주의 근로여부가 배우자나 기타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에 주는 영향을 모델링하기 위함이다. 또한 변화된 노동시장 

지위에서 가구원 지위별 노동시장 지위별 월소득을 다시 추정하였다. 관련 분석결

과는 <부록 1>에 <부표 3>, <부표 4>, <부표 5>에 제시하였다. 

아래 <표 5-12>의 상위 부분(A)은 가구원들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를 반

영한 가상 추정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이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각각 변화시켰을 경우,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은 389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9년과 2014년의 증가된 불평등의 3.08%를 설명한다. 기타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는 전체 불평등 증가의 23.08%를 설명한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는 전체 증가된 불평등의 대략 25%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표의 하위 부분(B)은 개인의 변화된 노동시장 지위 하에서 2014년의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한 개인 노동소득을 추정 후 가구단위에서 합산하여 도출한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이다. 그 결과, 가구 내 지위 상관없이 노동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기타 가구원의 지니계수 기준 불평

등이 각각 401, 401 그리고 407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불평등 증가에 대해서 

가구주와 배우자가 21.54%를, 기타가구원이 30.77%를 각각 설명하였다. 65세 미

만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지위 선택과 노동시장 가격을 2014년으로 적

용했을 때, 1999년의 불평등이 387에서 411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증가된 불

평등의 37%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과 노동시장 가

격, 그리고 비관찰된 요소들(잔차)의 분포까지 고려한 가상의 가구소득 불평등은 

413으로, 1999년 지니계수 기준 전체 불평등 증가의 40%를 설명한다. 2014년의 

65세 미만 가구원들의 비관찰된 요소들이 불평등을 대략 4%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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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 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A. 노동시장 지위 선택

가구주 561 267 266 379 500 279 295 389 3.08 

배우자 543 265 267 380 486 275 291 389 3.08 

기타 가구원 594 283 284 391 529 295 314 402 23.08 

전체 가구원 608 285 285 393 541 296 311 403 24.62 

B. 노동시장 지위 선택, 노동시장 가격 　 　 　 　 　

가구주 605 280 288 388 546 295 319 401 21.54 

배우자 566 282 297 394 507 290 314 401 21.54 

기타 가구원 612 293 295 401 542 300 315 407 30.77 

전체 가구원 668 299 305 402 597 308 325 411 36.92 

전체가구원, 잔차 671 306 329 405 600 314 345 413 40.00 

<표 5-12> 모의실험 결과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

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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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로 인한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

화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과 노동시장 가격을 

2014년으로 적용했을 때 가구 노동소득 분포 변화를 분위별로 나타낸 그림은 [그

림 5-5]과 같다. 1999년의 가구 내 지위별 개인을 2014년의 노동시장 지위로 변

화시켰을 경우, 대략 소득 1분위 이하의 노동소득 가구의 비중이 2014년 쪽(우측)

으로 약간 이동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014년의 노동시장 지위와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소득 2분위 이상의 노동소득의 분포는 2014년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5-5]의 분포를 Kdensity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 [그림 5-6]

과 같다.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가격 변화로 인해 가상 추정된 노동소득 분포가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가구 노동소득 평균의 상승)하였으며, 2014년 실제 노동

소득 분포와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

원의 2014년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가격 변화를 적용한 결과, 가상의 가구 평균 

노동소득은 ‘균등화 소득 2’의 경우 78.62만원으로, 이는 1999년의 실제 가구 평균 

노동소득인 55만원보다 높고, 2014년의 90.68만원보다는 낮았다. 2014년의 노동시

장 지위 변화로 인해 가구 평균노동소득은 대략 14만원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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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전체가구의 65세 이하 성인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및 가격 변화를 적용함. 가구 노동소득을 전체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그림 5-5] 가중치 적용되지 않음. [그림 
5-6]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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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1999년과 2014년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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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1999년과 2014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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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인 노동소득 분포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본 절에서는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13>과 

같다. 1999년과 2014년 두 해 모두에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노동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다. 학력수준은 노인 노동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가구 내 65세 

미만 비노인 노동소득이 낮을수록 노인 노동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변수 1999 2014
가구주 성별 (남=1) 3.17 44.42**

(14.859) (13.292)
노인 성별 (남=1) 52.88** 66.94**

(13.154) (11.561)
연령 -89.17** -85.59**

(17.604) (15.119)
연령제곱 0.55** 0.48**

(0.117) (0.100)
교육수준(무학기준) 초등학교 재학 이상 -24.38+ -6.88

(13.084) (16.093)
중학교 재학 이상 -22.11 -27.95

(16.216) (17.190)
전문대 재학 이상 -1.78 -43.93*

(23.624) (20.605)
가구 내 노인비율 43.18* 21.49

(21.462) (21.137)
가구 내 비노인 노동소득 총합 -0.14* -0.11+

(0.060) (0.056)
상수 3,434.96** 3,534.06**

(655.743) (562.503)
sigma 116.90** 163.45**

(6.598) (4.715)
Chi2  138.42  406.77
Log Likelihood -1582.76  -5408.13
left-censored 860 1332
Pseudo R2  0.0419  0.0362
Observations 1,072 2,053

<표 5-13 > 노인 노동소득 분포 결정 모델(토빗 분석)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65세 이상 노인 대상 결과임. 개

인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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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가구원들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를 반영한 가상 추정된 가구 노

동소득 불평등의 지표는 아래 <표 5-14>와 같다. 가구 내 65세 미만의 가구원들

의 노동소득은 1999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동소득 

분포를 2014년으로 변화시켰을 경우(<표 5-14>의 A) ‘균등화 소득 2’의 지니계수

는 384점으로 전체 불평등 증가를 4.62% 완화시켰다. 

다음으로 가구 내 65세 미만의 가구원의 노동소득과 잔차,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을 함께 변화 시킨 결과, 이전 단계53)와 비교할 때 전체 불평등을 

9% 더 증가시켰다. 즉 65세 미만 가구원들의 노동소득을 그대로 유지한 채,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분포 변화는 가구 노동 소득불평등을 약간 감소시켰지만, 

65세 이하 가구원의 노동소득과 노인의 노동소득분포를 함께 변화시킨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이는 가구 내의 65

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이상 가구원의 노동소득이 특정 가구에서 함께 증가 혹은 

감소하여, 이로 인한 가구 간 소득격차 확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

로 예상된다.

53)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및 노동시장 가격을 2014년으로 적용하였을 때(<표 5-12> 모
델 B)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413으로 전체 불평등 증가의 40%를 설명한 반면, 65세 노
인의 소득 변화를 함께 고려할 경우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41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불평등 증가의 49%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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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

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
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
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는 이전단계를 포함함.

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 실제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A.노인 소득 536 259 260 374 480 271 286 384 -4.62

B + 65세미만 

노동소득
714 309 312 407 636 318 333 416 44.62 

+ 잔차 716 315 336 410 638 324 353 418 49.23 

C. 65세 미만 노

동소득과 잔차
671 306 329 405 600 314 345 413 40.00 

<표 5-14> 모의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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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인 노동소득 분포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그

래프로 제시하였다. <표 5-14>의 ‘B 모델’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아래

의 [그림 5-7] 과 같다. 다시 말해,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과 노동시장 가격, 65세 이상의 노인의 노동소득을 2014년 분포로 변화시킨 가구 

노동 소득 분포를 분위별로 나타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로 

인해 소득 1분위(하위 20%) 분포가 2014년 실제 분포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65세 

이하 가구원들의 경우 2014년에의 노동시장 지위와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소득 2분위 이상의 노동소득의 분포는 2014년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

다. [그림 5-7]의 분포를 Kdensity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 [그림 5-8]과 같다. 가상 

추정된 가구 노동소득 분포가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평균 가구 노동소득의 상

승)하였으며, 2014년 실제 노동소득 분포와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가격 변화, 그리고 65세 이상 

가구원의 노동소득 분포를 2014년 수준으로 변화시킨 결과,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의 평균은 ‘균등화 소득 2’를 기준으로 82.67만원으로, 이는 1999년의 실제 가구 

평균 노동소득인 55만원보다 높고, 2014년의 90.68만원보다는 낮았다. 이전 모의

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65세 이상 가구원들의 노동소득은 월평균 가구 노동소득을 

4만원 가량 상승시켰다. 



- 124 -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전체가구의 65세 이하 성인의 노동소득 및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를 적용함. 가구 

노동소득을 전체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그림 5-7] 가중치 적
용되지 않음. [그림 5-8]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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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1999년과 2014년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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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1999년과 2014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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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교육수준 변화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다음으로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

등 변화에 관해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는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와 그에 따른 가구단위 교육적 동질혼의 변화 그리고 가구구조 변화

를 뜻한다.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1999년 개인의 교육수준 분포를 2014년 분포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기 위

해 전체 15세 이상 개인 교육 분포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는 아래의 <표 5-15>에 제시되었으며 해석은 생략한다.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 분

포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녀를 함께 분석하였다. 하지만 65세 미만 가구원을 대상으로 교육수준

을 변화시켰으며, 노동시장 지위변화 모델링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제 3절 

참조). 가구원의 교육수준의 향상이 노동시장 지위(
 )에 영향을 주며, 노동시장 

지위 변화는 월 소득(
  )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된다(아래 식(1) 참조). 변화된 

개인의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지위 및 그에 따른 월소득(
  )을 다시 

추정한다. 월 소득 추정 분석 결과는 <부록 2>에 <부표 6>, <부표 7>, <부표 8>

에 제시되었다. 이를 다시 가구단위로 합산하여 가상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추정한

다.

교육수준 변화→
 



 




 




 

      (1)54)

54)  
  은  t 시기의 가구 총 노동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

을 뜻하며, 가구 h 의 개인  의 노동시장 지위(
 ), 시간당 임금률(자영자의 경우 수익률, 

 )

과 근로시간( ), 그리고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함수를 표현 한 것이다. 


의 값이 1이면 가구 h의 가구원  가 j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값
은 0이 된다. j는 근로지위를 뜻하며 비근로, 정규 임금 근로, 비정규 임금근로 및 자영자로 구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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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14

변수 고졸

2 년제 
대학 

재학이상

4 년제 
대학 

재학이상 고졸

2 년제 
대학 

재학이상

4 년제 
대학 

재학이상 

성별 남=1 1.43*** 1.65*** 2.41*** 1.54*** 1.64*** 2.47***
(0.074) (0.135) (0.147) (0.114) (0.176) (0.205)

연령
대 25-34 12.41**

* 5.36*** 5.90*** 28.38*** 33.13*** 27.32***
(1.246) (0.624) (0.607) (9.306) (10.557) (8.367)

35-44 2.93*** 0.73*** 0.89 26.17*** 9.52*** 7.46***
(0.230) (0.080) (0.077) (5.658) (1.970) (1.435)

45-54 1.00 0.11*** 0.31*** 12.95*** 1.69*** 1.65***
(0.084) (0.020) (0.031) (2.122) (0.284) (0.221)

55-64 0.49*** 0.05*** 0.18*** 3.39*** 0.24*** 0.33***
(0.048) (0.015) (0.021) (0.540) (0.046) (0.047)

65 세 
이상 0.17*** 0.01*** 0.09*** 1.09 0.04*** 0.15***

(0.023) (0.006) (0.014) (0.178) (0.011) (0.021)

상수 0.41*** 0.26*** 0.40*** 0.20*** 0.40*** 0.74***
(0.027) (0.022) (0.027) (0.028) (0.052) (0.079)

Wald chi2 2500 1846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1393 0.1663
관측치 10,992 10,407

<표 5-15 > 교육수준 변화 모델 (baseline: 고등학교 졸업 미만)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전체가구의 15세 이상 개인 대상임.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 됨. 연령대는 15-24세가 기준임.

 <표 5-15>의 분석결과에 따라 1999년의 개인을 대상으로 2014년의 변화된 

교육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표 5-16>에 제시하였다. 개인의 교육수준은 1999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개인 중에서 ‘고졸미만’

은 1999년 37.96%에서 2014년 17.41%로 20.55%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고졸’은 

1999년 33.84%에서 2014년 24.35%로 9.49%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2년제 대

학 재학이상’의 개인은 11.08% 포인트 증가,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개인은 대략 

19% 포인트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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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수준(%) 1999년 추정된 교육수준 
고졸미만 37.96 17.41
고졸 33.84 24.35
2년제 대학 재학이상 8.59 19.67
4년제 대학 재학이상 19.61 38.56
전체 (N=9,872) 100 100

<표 5-16 > 1999년의 학력수준 분포와 추정된 교육수준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자료. 
   주: 전체가구의 15세 이상 65세 미만 개인 대상임. 

다음으로 <표 5-17>은 새로운 교육수준 하에서 다시 추정된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결과이다. 1999년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 분포와 비교할 때, 전체 가구

원 기준 비근로와 자영자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증가

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을 1999년 수준으로 유지한 채 노동시장 지위를 변화 시킨 

결과 <표 5-8＞ 참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55). 가구주와 기타가구원의 경우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지위 변화는 교육수준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노동시장 지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는 현저하다. 교육수준이 향상된 상태에서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은 실제 

노동시장 지위 분포와 비교할 때 비근로가 11%, 자영업은 1.6% 감소하였으며, 정

규직과 비정규직이 대략 6%와 7% 증가하였다. 정리하자면, 가구주와 기타가구원

의 경우 교육수준의 향상이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에 주는 영향이 미비하였으

나, 배우자의 경우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비근로의 비중은 현저하게 줄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켰

으며, 이로 인해 가구 노동소득의 증가를 이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55) 즉 교육수준을 1999년 수준으로 유지한 채, 2014년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을 추정하였을 경우 비근
로가 증가하고, 정규직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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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분포
1999년 
관찰된 
직업 분포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근로 
가능 
성인전체 

비근로 88.66a) 4.78 5.11 1.46 45.81c) 

정규직 6.44 86.39 6.75 0.42 26.58 

비정규직 5.17 2.54 92.1 0.19 10.77 

자영업 1.5 11.06 9.62 77.81 16.85 

(n=9,872) 43.14b) 27.29 15.67 13.91 100.00 

가구주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81.06 7.17 6.46 5.31 19.37 

정규직 1.83 90.15 7.4 0.61 40.91 

비정규직 0.22 2.21 97.57 0  12.59

자영업 0.92 12.7 11.58 74.8  27.13

(n=3,598) 16.73 42.00 19.71 21.57 100

배우자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80.41 8.51 9.56 1.52  55.70 

정규직 0 98.67 1.33 0 14.68

비정규직 0 0 100 0  10.75

자영업 0 6.71 6.37 86.92  18.87

(n=3,079) 44.79 20.49 17.47 17.25 100

기타
가구원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97.87 0.95 1.04 0.14 66.05 

정규직 20.29 70.57 8.86 0.29 21.90 

비정규직 19.35 6.09 73.84 0.72 8.73 

자영업 15.09 19.81 9.43 55.66 3.32 

(n=3,196) 71.28 17.27 9.39 2.07 100.00 

<표 5-17> 1999년과 실제 노동시장 지위와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 분포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미만 전체 근로가능 가구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a) 가로 행의 합

은 100이며, 1999년의 관찰된 직업 지위 중에서 각 노동시장 지위별로 이동해 간 비중을 의미함. 
b) 가로행의 합은 100이며,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분포(2014년)를 의미함. c) 세로 열의 합은 100이
며, 1999년의 관찰된 직업분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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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교육수준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결과는 <표 5-18>

에 제시되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은 반면, 배우자의 교육수준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를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 증가된 불평등을 3.8% 감소시켰다. 이는 배우자의 교육수

준을 변화시킨 후 ‘비근로’에서 ‘근로’로 이동한 비율이 11%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가구원의 교육수준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균등화 소득 2’ 지니

계수 기준 401로 증가시켰으며, 전체 불평등 변화의 21%를 설명한다. 기타가구원 

중 ‘비근로’와 ‘정규직’ 가구원의 감소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 내 65세 미만의 가구원 전체의 교육수준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

등의 증가량의 대략 11%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변화와 2014년의 노동

시장 가격을 적용한 결과(<표 5-18>의 모델 B),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 변화

는 전체 불평등 증가의 7.6%와 15.38%를 설명한 반면,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 변

화는 전체 가구 노동소득불평등의 37%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원의 

교육수준 변화와 노동시장 가격, 그리고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를 2014년으로 적용

한 결과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전체 불평등 증가의 32%, 그리고 잔차의 

분포 변화 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불평등 증가의 34%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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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 1  균등화 소득 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 실제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A. 교육수준
1. 가구주 555 264 261 377 494 274 285 387 0.00 

2. 배우자 542 263 266 377 483 271 287 385 -3.08 

3. 기타가구원 591 282 283 390 526 294 312 401 21.54 

4. 전체 가구원 589 275 272 385 522 284 293 394 10.77 

B. 교육수준, 노동시장 가격 

1. 가구주 598 268 263 379 541 284 297 392 7.69 

2. 배우자 566 278 286 391 505 284 300 397 15.38 

3. 기타가구원 618 296 298 403 549 305 323 411 36.92 

4. 전체 가구원 656 285 279 394 588 295 301 403 24.62 

5. +노인소득 704 295 286 399 628 305 308 408 32.31 

6. + 잔차 705 298 298 400 629 308 319 409 33.85 

<표 5-18> 모의실험 결과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

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 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
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
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는 이
전단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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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분석 결과(모델 B, 5)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5-9]와 [그림 

5-10]과 같다. 교육수준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 선택을 변화시킨 결과, 소득 

1분위 이하의 소득분포가 앞서 [그림 5-7]과 비교할 때 1999년 쪽 분포로 약간 

이동하였다. 이는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비근로 가구원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시장 가격을 2014년의 수준으로 변화시킨 결과, 소득 2분위 

이후의 가구 노동소득 분포는 2014년의 분포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5-10]은 [그림 5-9]를 Kdensity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가상의 가구 노동소

득 분포는 2014년 실제 노동소득 분포와 봉우리 꼭지점 위치의 차이를 제외하고 

매우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는 노동시장 지위와 가격 효과만을 변화시킨 앞서 

[그림 5-8]과 비교했을 때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평균 소득이 2014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가격 그리고 65세 이상 가구원

의 노동소득 분포를 2014년 수준으로 변화시킨 결과,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의 평

균은 ‘균등화 소득 2’의 경우 89.82만원이며, 이는 1999년의 실제 가구 노동소득 

평균인 55만원보다 높고, 2014년의 90.68만원보다는 약간 낮았다. 앞선 모델과 비

교할 때, 65세 미만 가구원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평균 가구 노동소득을 대략 7.16

만원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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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주: 전체가구의 65세 이하 성인의 교육수준과 가격변화, 노인의 노동소득 변
화를 적용함. 가구 노동소득을 전체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그림 
5-9] 가중치 적용되지 않음. [그림 5-10]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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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1999년과 2014년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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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1999년과 2014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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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교육적 동질혼 형태, 가구구조 변화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다음으로 교육적 동질혼과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관해 분석하도록 한다. 앞 절의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표 5-16> 참조)에 따라 65

세 미만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의 교육적 동질혼을 변화시켰으

며, 결과는 아래의 <표 5-19>와 같다.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고졸미만의 동

질혼’의 비율은 30.85%에서 7.27%로 감소하였으며,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동질

혼’은 8.93%에서 15.98%로 증가하였다. 

교육적 동질혼(%) 1999년 추정된 동질혼 
고졸미만 30.85 7.27 
4년제 대학 재학이상 8.93 15.98 
그 외 혼인 60.22 76.75
(N=3,079) 100 100

<표 5-19 > 1999년의 교육적 동질혼과 추정된 교육적 동질혼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자료.
 주: 65세 미만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의 교육적 동질혼의 추정 결과임. 

변화된 교육적 동질혼 하에서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델을 다시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 5-20>과 같다. 실제 노동시장 지위 분포와 비교할 때, 정규직은 

1.41% 포인트, 비정규직은 4.33% 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자영자는 5.26% 포인

트 감소하였다. 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교육수준 변화로 인한 노동

시장 지위변화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배우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변화한 후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결과를 <표 5-17>과 비교할 때 ‘비근로’는 비중은 6.95% 포

인트, ‘정규직’은 2.0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은 각각 2.17% 

포인트와 6.86% 포인트 감소하였다. 혼인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은 기타가구원의 노

동시장 지위는 앞서의 결과 <표 5-17>과 거의 비슷하지만, 교육적 동질혼으로 인

해 가구주의 근로상태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타가구원의 노동시장 지

위 분포도 약간 변화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교육적 동질혼에 따라 노동시장 지위

를 변화시켰으며, 다시 변화된 노동시장 지위에서 월소득을 다시 추정하였다. 월소

득 추정 분석 결과는 <부록 1>에 <부표 9>와 <부표 10>에 제시되었다. 기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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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월소득 추정 결과는 <부표 8>과 거의 일치하여 결과를 생략하였다.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분포
1999년 
관찰된 직업 
분포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근로 
가능 
성인
전체 

비근로 92.75a) 3.18 2.92 1.15 45.81c) 

정규직 6.36 85.86 7.13 0.65 26.58 

비정규직 5.93 6.02 87.49 0.56 10.77 

자영업 3.01 18.16 14.55 64.28 16.85 

(n=9,872) 45.33b) 27.99 15.1 11.59 100.00 

가구주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82.21 6.6 6.46 4.73 19.37 

정규직 1.63 90.76 7.07 0.54 40.91 

비정규직 0.88 1.77 96.91 0.44  12.59

자영업 0.92 12.5 13.11 73.46  27.13

(n=3,598) 16.95 42.02 19.90 21.12 100

배우자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90.67 4.31 4.08 0.93  55.70 

정규직 1.55 93.58 4.42 0.44 14.68

비정규직 1.21 12.99 84.89 0.91  10.75

자영업 4.65 26.68 17.21 51.46  18.87

(n=3,079) 51.74 22.57 15.3 10.39 100

기타
가구원

비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전체

비근로 97.92 1.14 0.81 0.14 66.05 

정규직 19.43 70.57 9.00 1.00 21.90 

비정규직 19.71 4.66 75.27 0.36 8.73 

자영업 13.21 23.58 13.21 50.00 3.32 

(n=3,196) 71.09 17.40 9.51 2.00 100.00 

<표 5-20> 1999년과 실제 노동시장 지위 분포와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 분포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자료.
주: 15세 이상 65세미만 전체 근로가능 가구원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a) 가로 행의 합

은 100이며, 1999년의 관찰된 직업 지위 중에서 각 노동시장 지위별로 이동해 간 비중을 의미함. 
b) 가로행의 합은 100이며,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분포(2014년)를 의미함. c) 세로 열의 합은 100이
며, 1999년의 관찰된 직업분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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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구 내의 가구원의 노동공급 (근로시간 및 노동시장 지위) 및 노동

시장의 가격 변화, 그리고 교육수준, 교육적 동질혼의 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가구원 개개인의 특성 및 노동공

급 및 노동시장 가격은 2014년의 수준으로 변화시켰으나, 가구구조는 1999년으로 

고정시킨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1999년의 존재하는 가구 내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상의 노동소득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가구 단위 

소득분포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의 가구구성의 비율을 2014년의 가구구성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가구

구성의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분해하도록 한다. 가구구성은 무조건

부 확률로 추정한다. 가구구조의 주요한 변화인 ‘65세 미만의 단독가구’, ‘65세 이

상 노인으로 이뤄진 가구’, 그리고 ‘그 외’ 가구로 분류하여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그 외 가구’를 다시 ‘부부가 존재하는 가구’, ‘한부모 혹은 

조손 가구 중 15세 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 그리고 ‘그 외 가구’ 로 세분화 하

여, 5가지 범주별 가중치 재조정을 통해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분석한다. 다음

으로 가구 내 근로하는 성인 수 기준(0명, 1명, 2명, 그리고 3명 이상)으로 가구구

조를 재가중화 한다. 

교육적 동질혼과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모의실험 결과는 

아래의 <표 5-21>과 같다. 교육적 동질혼 증가는 개인의 교육수준만을 변화시킨 

결과(<표 5-18> A. 전체가구원 결과 394))와 비교할 때,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4.61% 포인트 증가시켰으며, 가격변화를 함께 고려할 경우, 불평등 증가의 44%를 

설명하여, 교육수준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를 설명한 것과 비교할 때 보다 가구 노

동소득 불평등을 20% 더 증가시켰다. 65세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를 고려할 경우, 

전체 불평등의 52.31%를 설명하였으며, 비관찰된 잔차의 분포를 2014년으로 조정

한 결과 전체 불평등 증가의 49.23%를 설명하여, 비관찰된 요소들은 전체 불평등 

증가를 3% 포인트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2014년 가구구조의 비율을 1999년의 가구구조 비율에 재가중화한 

후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를 측정하였다(<표 5-21>의 모델 B). 가구구

조의 3가지 범주 및 5가지 범주 그리고 근로 성인 수로 재가중화 한 결과 ‘균등화 

소득 2’의 지니계수 기준 대략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이 455에서 457로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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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과 2014년 사이에 증가한 불평등의 104%에서 107%를 설명하였다. 본 분

석에서 사용되지 않은 비관찰된 요소들의 영향은 불평등 증가를 대략 3% 포인트 

감소시켰다. 

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 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A. 동질혼

1. 전체 가구원 601 277 269 387 533 289 298 397 15.38 

2. + 가격효과 689 308 316 409 617 314 329 416 44.62 

3. +노인소득 738 317 322 414 657 323 336 421 52.31 

4. + 잔차 735 318 333 413 654 324 344 419 49.23 

B. 가구구조

1. 3 범주 938 374 371 447 831 384 393 456 106.15 

2. 5 범주 941 374 370 447 833 384 392 456 106.15 

3. 근로성인 수 938 377 375 449 826 384 394 457 107.69 

+잔차_3 범주 935 375 382 446 828 384 401 454 103.08 

+잔차_5 범주 938 375 382 445 830 384 400 454 103.08 

+잔차_근로성인수 935 377 385 447 822 384 401 455 104.62 

<표 5-21> 모의실험 결과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

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 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
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
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는 이
전단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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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부부의 교육적 동질혼과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를 

변화(모델 A.3)를 나타낸 그림은 아래의 [그림 5-11]과 같다. 소득 1분위(하위 

20%) 이하의 소득 분포가 2014년 실제 분포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5-11]을 Kdensity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은 [그림 5-12]이며, 가상 추정된 가구 

노동소득 분포가 2014년 실제 분포와 매우 비슷하다. 전체 가구원(65세 미만)의 

교육적 동질혼과 65세 이상 가구원의 노동소득 분포를 2014 수준으로 변화시킨 

결과,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의 평균은 ‘균등화 소득 2’의 경우 95.25만원으로, 이

는 1999년의 실제 가구 노동소득 평균인 55만원과 2014년의 90.68만원보다는 높

았다. 앞선 모델과 비교할 때, 교육적 동질혼은 평균 가구 노동소득을 대략 5.4만

원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림 5-13]은 1999년의 5범주 가구구성(모델 B.2)을 2014년의 가

중치로 재조정한 후에 노동소득 분포 변화를 Kdensity 그래프로 나타냈다. 가상 추

정된 가구 노동소득 분포가 2014년의 노동소득 불평등 분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띄었다. 분위별 노동소득 그림의 경우 가중치 적용이 불가능해서 생략하였다. 

2014년의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상의 가구 노동소득의 평균소득은 91.60만원

으로, 2014년 90.68만원보다 대략 1만원 가량 높았다. 즉 최종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가구 노동소득은 2014년 실제 평균 소득과 1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 138 -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주: 전체가구의 교육적 동질혼, 가격변화, 노인의 노동소득 변화를 적용함.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

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가중치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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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1999년과 2014년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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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그림 5-12] 전체가구의 교육적 동질혼, 가격변화, 노인의 노동소득의 변화를 적용함. [그림 5-13] 

가구구조변화를 적용함.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임.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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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1999년과 2014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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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1999년과 2014년 실제와 가상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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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가구원 별・요인별 분석 결과 요약

가구원 지위별 ·요인별로 모의실험 결과를 요약 제시한다. <표 5-22>는 가구 

내 가구원 지위별 노동시장 가격(P), 근로시간(W), 노동시장 지위 선택(O), 교육체

계(E) 변화에 따른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가구주의 노동시

장 가격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 노동공급 변화(근로시간과 노동

시장 지위 선택)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소폭 증가시켰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

면, 임금노동자의 가격 효과보다는 자영자의 노동시장 가격효과가 더 컸다. 이는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보다는 자영자들의 수익률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공급 행위 즉 근로시간 변화

는 노동소득 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록 가구주의 근로시간은 

1999년과 2014년에 감소하였으나, 자영자와 임금 노동자, 그리고 학력수준별로 대

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가구주의 2014년 근로시간과 노

동시장 가격을 적용할 경우 노동소득 불평등은 전체 증가된 불평등 21.54%를 설

명한다.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와 가구주의 학력수준의 변화 또한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표 5-22>, 가구주 O행, E행 참

조). 

배우자의 경우, 자영자의 노동시장 가격 차이는 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 임금 

노동자의 가격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였다. 노동공급 변화(근로시

간 변화, 노동시장 지위 선택)로 인한 불평등 증가 효과 또한 미비하였다. 배우자

가 보유한 교육수준의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를 억제하였다. 배우자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변화와 2014년의 노동시장 가격을 적용

할 경우, 노동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 기준으로 증가된 불평등의 대략 15%를 설

명한다(<표 5-22>, 배우자, E,P 참조). 

기타가구원의 임금 노동자의 가격 변화 및 근로시간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자영자의 수익률의 변화와 근로시간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와 교육수준의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이는 1999년과 2014년에 기타가구원 중 비근로 가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기타가구원의 교육체계와 노동시장 지위 선택, 노동시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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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함께 변화시킬 경우,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 증가의 37%를 설명한다(<표 

5-22>기타가구원 E,P 참조). 

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
2014 실제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
가구주 
임금

노동자 
P 577 273 266 388 522 289 301 400 20.00 

W 548 275 286 387 487 283 308 394 10.77 
P.W 568 271 268 384 510 284 297 395 12.31 

자영자 P 580 299 347 401 523 311 377 410 35.38 
W 544 262 253 378 487 275 284 389 3.08 
P.W 566 278 287 388 509 291 323 398 16.92 

전체 P 598 283 300 391 539 299 334 403 24.62 
W 539 268 271 382 478 275 291 389 3.08 
P,W 588 280 280 390 530 294 317 401 21.54 
O 561 267 266 379 500 279 295 389 3.08 
O,P 605 280 288 388 546 295 319 401 21.54 
E, 555 264 261 377 494 274 285 387 0.00 
E,P 598 268 263 379 541 284 297 392 7.69 

배우자 
임금

노동자 
P 545 263 263 378 487 274 290 388 1.54 

W 542 265 268 378 484 276 295 388 1.54 
P.W 541 262 264 376 483 273 291 386 -1.54 

자영자 P 549 269 274 382 490 279 299 391 6.15 
W 540 263 265 377 483 274 291 387 0.00 
P.W 545 267 273 380 487 278 298 389 3.08 

전체 P 556 268 271 382 493 279 296 391 6.15 
W 541 265 270 378 483 276 297 387 0.00 
P,W 546 266 273 379 487 277 298 388 1.54 
O 543 265 267 380 486 275 291 389 3.08 
O,P 566 282 297 394 507 290 314 401 21.54 
E 542 263 266 377 483 271 287 385 -3.08 
E,P 566 278 286 391 505 284 300 397 15.38 

<표 5-22> 가구원 별 모의실험 결과 (불평등 지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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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

2014 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

기타가구원 
임금노동자 P 555 268 265 383 494 275 284 390 4.62 

W 546 271 276 383 491 284 307 394 10.77 
P.W 547 266 266 380 489 276 291 390 4.62 

자영자 P 542 263 264 377 484 274 290 387 0.00 
W 542 263 264 377 485 275 292 387 0.00 
P.W 543 263 265 377 485 275 292 387 0.00 

전체 P 556 268 265 383 493 274 284 389 3.08 
W 544 266 270 380 488 279 298 390 4.62 
P,W 550 266 267 380 492 277 292 390 4.62 
O 594 283 284 391 529 295 314 402 23.08 
O,P 612 293 295 401 542 300 315 407 30.77 
E 591 282 283 390 526 294 312 401 21.54 
E,P 618 296 298 403 549 305 323 411 36.92 

<표 5-22>  (표 계속)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  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
로 가중화됨. P(price)는 가격, W(workweek)는 근로시간, O(occupation)는 노동시장 지위 선택, 
E(education)는 교육수준 변화를 의미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
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위에서 언급한 결과들은 가구 내 다른 가구원들의 노동 소득을 1999년에 고정

시킨 채, 각 가구원별 특성 변화 및 노동시장 가격 변화와 노동공급의 변화로 인

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뜻한다. 하지만 가구원들이 가구 내에서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노동공급을 늘리거나 줄이며, 또는 변화된 특성별 노동시장 보상

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공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가구

원에 의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구단위 불평

등의 증가는 누적되지 않는다. 즉 전체 가구원의 노동소득 변화가 노동소득 분포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의 <표 5-23>은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요인별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결

과를 제시하였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가격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의 대략 11%를 설명하였다. 먼저 가구 내 임금 노동자의 가격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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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불평등을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 증가의 10.77%를 설명한 반면, 가구 내 

자영자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38.5%를 설명하였다. 

전체 가구원의 근로시간 변화는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 전체 불평등의 

15.38% 설명하였으며, 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의 변화는 23%를 설명하였다. 반면 

자영자의 근로시간 변화는 노동소득 분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체 

가구원의 근로시간과 가격 변화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경우 전체 불평등 증가의 

24.62%를 설명하였다.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는 ‘균등화 소득 2’

의 지니계수 기준 전체 불평등 증가의 24.62%를 설명하였다. 변화된 노동시장 지

위 선택에 따른 가격 변화를 고려할 경우 전체 불평등 증가의 37%를 설명한다. 

교육수준의 향상이 불평등을 증가시켰지만, 불평등 증가의 속도를 더디게 하였

다.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동소득 변화는 개인의 교육수준을 1999년으로 고

정한 채 노동시장 지위 선택과 노동시장 가격만을 변화시켰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하였다(<표 5-23> 10, 11 과 13, 14 참조). 다시 말해

서,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가상의 소득불평등 지수(394)가 실제 1999년의 소득

불평등 지수(387)보다 증가하였지만, 교육수준을 변화 하지 않았을 상태의 가상의 

소득불평등 지수(403)보다 감소하여, 교육수준의 향상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 

개인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구 단위 교육적 동질혼도 변화하였다. ‘고졸 

미만’ 학력을 가진 부부의 혼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4년제 대학 재학이상’ 학력

을 가진 부부의 혼인은 증가하였다. 교육적 동질혼을 변화시키지 않았을 때와 비

교했을 때 변화된 교육적 동질혼으로 인하여 노동소득 불평등 수준은 소폭 증가하

였다. (<표 5-23> 13.(394) 와 16.(397)). 2014년 가격변화를 반영할 경우 교육적 

동질혼의 변화로 인한 가구소득불평등은 전체 불평등 증가의 44.6%를 설명하였다.

 가구 내 65세 이상의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를 2014년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

시킬 경우 가구 내 노동소득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65세 미만의 가구원의 

소득변화와 함께 변화시킬 경우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특정 가구에서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소득과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이 함께 

증가 혹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구구조 변화가 외생적이라는 가정 

하에 가구구조의 분포를 2014년의 비중으로 재조정한 후의 노동소득 분포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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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그 이전 단계보다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의 57%를 더 설명하였다. 일인

가구의 증가 및 가구 내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구조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

등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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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년 실제불평등지수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년 실제불평등지수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1. 임금노동자, P 600 273 280 384 534 285 306 394 10.77 

2. 자영자, P 591 302 349 403 527 312 378 412 38.46 

3. 전체 가구원, P 600 273 280 384 534 285 306 394 10.77 

4. 전체가구원, P, R 594 269 277 380 529 280 303 389 3.08 

5. 임금노동자 W 552 285 305 393 493 295 331 402 23.08 

6. 자영자 W 544 262 252 378 487 275 284 389 3.08 

7. 전체가구원 W 547 276 278 387 488 288 310 397 15.38 

8. 전체가구원 W,P 599 284 288 393 540 297 321 403 24.62 

9. 전체가구원 W,P,R 594 281 284 389 535 294 317 400 20.00 

10.전체 가구원 O 608 285 285 393 541 296 311 403 24.62 

11.전체가구원, O, P 668 299 305 402 597 308 325 411 36.92 

12.전체가구원, O, P, R 671 306 329 405 600 314 345 413 40.00 

13. 전체가구원 E, 589 275 272 385 522 284 293 394 10.77 

14. 전체가구원 E, P 656 285 279 394 588 295 301 403 24.62 

15. 전체가구원 E, P, R 656 289 291 395 588 298 311 403 24.62 

16. 전체 가구원, M 601 277 269 387 533 289 298 397 15.38 

17. 전체 가구원, M, P 689 308 316 409 617 314 329 416 44.62 

18.전체가구원, M,P, R 687 309 327 408 614 314 337 414 41.54 

19. 노인소득(L) 536 259 260 374 480 271 286 384 -4.6

20. 전체가구원,M, P, L 738 317 322 414 657 323 336 421 52.31 

21.전체가구원,M,P,L ,R 735 318 333 413 654 324 344 419 49.23 

22. 전체가구원,

   M,P,L,
941 374 370 447 833 384 392 456 106.1

23. 전체가구원, 

   M, P, P, L, , R
938 375 382 445 830 384 400 454 103.1

가상 소득 분포 대비, 

실제 소득 분포 (%)
94.35 97.87 97.12 99.55 95.66 98.44 102.2 99.34 -

<표 5-23> 전체 가구원 모의실험 결과 (불평등 지수 *1000)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을 뜻함. 가구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
중치로 가중화됨. P(price)는 가격, W(workweek)는 근로시간, O(occupation)는 노동시장 지위 선택, 
E(education)는 교육수준, M(marriage)은 교육적 동질혼, L(Labor)는 노인 노동소득, 그리고  는 2014년의 
가구구조 가중치, R(residuals)은 잔차를 의미하며, 가구 내 65세 이하의 가구원의 노동소득 결정 소득에서의 비
관찰된 요인들을 의미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의 근로 가구원을 뜻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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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복잡한 동학을 포

착하기 위해 개인과 가구 단위의 특성 변화 및 특성별 노동시장 가격과 노동공급 

변화를 고려한 가상의 가구소득 추정을 통해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요인을 분해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 중심의 노동소득 변화가 아닌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기

타가구원과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 변화를 개별적으로 모델링 하

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가구원들의 노동공급(노동시장 지위변화 및 노동시간) 그

리고 노동시장의 가격(보상)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와 가구단위 결혼행태의 변화 및 

가구구조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의실험을 통해

서 추정된 가상의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가 실제 2014년의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와 

유사하게 측정되어,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요인에 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1장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1999년의 개인의 특성 하에서 2014년의 노동시장 가격, 근로시간, 노동시

장 지위 선택 및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를 모의실험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4년의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보상)을 1999년 전체 가구원의 개인 

특성에 적용할 경우, 전체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이는 1999년에 비해 2014년의 노

동시장에서 개인 특성에 따른 가격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영자들

의 노동시장 가격변화가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가격 변화보다 컸으며 이로 인

해 가구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반면 임금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에서 교

육수준에 따른 가격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

는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소득 격차의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성별 간 임금 격차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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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영향은 매우 미비하였다. 둘째, 고학력 부부의 합산 근로시간이 증가되고, 저

학력 부부의 합산 근로시간이 감소되는 방향으로의 가구단위 근로시간의 양극화 

경향과 고학력 집단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도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셋째,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는 전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은 ‘비근로’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규

직’과 ‘자영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였다. 또한 기타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가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효과보다 컸다. 이는 1999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수적으로 많은 가구 내 

기타가구원56)이 2014년의 기타가구원들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에 따라 ‘비근로’와 

‘비정규직’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수적으로 많은 수의 기타

가구원이 1999년에 존재하고, 이들이 ‘비근로’ 혹은 ‘비정규직’으로 이동함으로써, 

기타가구원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넷째,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소폭 감소시켰다. 그러나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소득 변화와 노인 노

동소득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결과, 노인 노동소득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

가시켰다. 1999년과 비교할 때 2014년의 경우 65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이상 노

인의 노동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동소득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1999년의 개인의 특성 중 교육수준 특성을 2014년의 교육수준 분포

로 변화 시킨 후 그로 인한 개인의 노동공급 변화 및 가구 혼인 행태 변화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교육수

준변화를 함께 고려할 경우, 교육수준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다른 가구원의 교육수준을 1999년 수준으로 고정한 채, 배우자의 교육수준

을 1999년에서 2014년으로 향상 시킬 경우 ‘비근로’에서 ‘근로’로의 이동이 증가하

면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개인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가구 

단위 교육적 동질혼의 증가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소폭 증가시켰다. 마지막으

56) 1999년의 1.3가구 당 한 명이 존재하며, 2014년의 경우 3.34 가구 당 한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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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구고령화 즉 노인가구의 증가와 가구원수의 감소 즉 일인가구의 증가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표본의 대

표성이 떨어진다. 특히 노동패널의 소득변수와 관련하여 과소보고의 문제들이 제기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GE 계열 

지수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BFL(2005)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모의실험 순서에 따라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순서로 모의실험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Bourguignon, Ferreira & Lustig, 2005)57). 또한 BFL(2005)방법은 본래 횡단 데

이터를 염두에 둔 분석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인 시변잔차의 변화로 인해 2014년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와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1999년의 개인이 2014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선택은 1999년 개인의 시(불)변 특성을 그대로 2014년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입하였을 때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이며, 패널 데이터 상의 1999년의 개인과 

2014년의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는 실제로 16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구주 자영업의 비율은 과소 추정 되어, 가구

주의 노동소득 불평등 기여도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가구원의 비근로 비율은 과대 추정됨에 따라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 불평등 기여

도는 과대 추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58). 하지만 개인의 시변잔차를 모델링 할 

57) 이와 관련하여 두 시점의 인구 분포가 다른 상황(특히 노인과 기타가구원)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
로 모의실험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기타가구원의 비율이 
높아 1999년을 기준으로 모의실험을 진행할 경우, 기타가구원이 가구 노동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
향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2014년을 기준년도로 모의실험을 실시할 경우,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노인이 가
구 노동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58) 가구주의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 선택과 2014년 실제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한 결과, 정규직에 종사
하는 가구주 비율은 추정된 비율보다 15.95% 포인트 낮았으며, 실제 자영업 종사중인 가구주의 비
율은 추정된 비율보다 13.94% 포인트 높았다. 다시 말해서 1999년의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시변 
혹은 시불변 특성을 기반으로 2014년에 정규직에 종사해야 할 가구주들이 2014년에는 실제로 자영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는 조기은퇴와 같은 다양한 노동시장의 상황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규직의 과대추정과 자영업의 과소추정으로 인해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 
기여는 다른 가구원에 비해서 과소 추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 기여도는 ‘불평등 지수 증가분’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불평
등 지수 자체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는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불평등 지수 자
체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Lerman & Yitzhaki(1985)가 제안한 소득원천별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1999년과 2014년을 분석하였다. 가구주 노동소득은 전체 가구 노동소득의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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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부분은 방법론의 한계라기보다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로 인해 발생된 한계

이다. 다음으로 BFL(2005) 방법을 통해 다양한 효과들의 분해가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다른 분해 방법과 마찬가지로 특정 요인들과 가구 소득 분포간의 인과 관

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인의 조건부 분포의 변화가 가구소득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한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이다(BFL, 2005:11). 

제2절 논의 및 정책적 함의

기존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논의를 확장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내 여건들은 가구원의 노동시

장 참여 및 근로시간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결혼과 부모됨은 남

성에게는 노동력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여성에게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Mincer, 1962; Becker, 1981; Lundberg, 2005; Harkonen, 

2007; 양승주, 1996; 김영옥, 2002). 가구주(대부분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인 가구

주의 근로시간이 미혼상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6세 미만의 자녀의 

존재는 가구주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배우자(대부분 여성)의 경

우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배우자의 노동참여 여부와 근로시간 결정 모두에서 부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의 배우자 근로여부 결정 모델과 

근로시간 결정 모델 결과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길고 비근로 확률이 감

소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배우자 간 학력수준에 따른 노동소득 혹은 노동공급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계열로 볼 때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율의 증가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예를 들어, 권정현, 2008; 윤자영, 

2012). Budig & England (2001)는 가구 내 자녀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 여성의 

노동소득은 7%씩 감소한다고 추정했으며, 소득의 감소는 노동시간의 감소, 경력의 

단절 및 경력의 단절로 인한 미래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기준 71.19%를 그리고 2014년 기준 70.62%을 차지하여, 전체 노동소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가구주 노동소득의 지니계수 불평등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9년 기준 73.38% 그리고 
2014년 기준 72%를 차지하여,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 자체
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가구원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신욱 외(2014) 연구에서 가구 가
처분소득의 지니계수 불평등에 대한 가구주 노동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1999년과 2008년 모두에
서 7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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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6세 미만의 자녀 1명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1999년 기

준 주당 9.37시간, 2014년 기준 주당 7.15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를 배우자 시간당 

노동소득 평균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1999년 기준 24.65만원, 

2014년 기준 31.67 만원의 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의 근로시간과 부부의 합산 노동시간이 양극

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근로시간 변화는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매우 큰 변화59)를 뜻한다. 

Frase & Gornick (2013)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긴 것을 중진국 노동

시장의 특징이며,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고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다고 경

험연구를 통해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 분포는 1999년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어 중진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였지만, 

1999년과 2014년 동안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의 근로시간 감소폭은 작고, 학력수

준이 낮은 집단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선진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노동시간이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서 양극화 되는 경향을 띈다

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Morissette, 1996; Jacobs & Gerson 2001; Bell & 

Freeman, 2001; Kuhn & Lozano 2005; Usalcas, 2008; O’Farrell, 2013). 

 다음으로 부부 합산 근로시간60)의 변화는 ‘고졸 미만 동질혼 부부’의 경우 

1999년과 2014년 사이 8.32시간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동질혼 부부’의 경우 같은 기간 근로시간이 대략 8시간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러한 부부 합산 근로시간의 분포는 고학력자 부부에

게 노동시간의 증가가 집중되었던 미국의 근로시간 분포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

인다(예를 들어, McGrattan, 2008; Juhn & Murphy, 1997). 보다 구체적인 예로 

Jabobs & Gerson (2004)은 미국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교육적 동질

혼의 경우, 1970년과 2000년 사이 근로시간이 2.1시간 증가하였으며 고졸미만의 

59) 근로시간 변화에서 연간 근로시간의 변화보다는 주간 근로시간의 변화가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쟁으로 Schor(1991)의 과잉 근로하는 미국인
(Overworked American) 논쟁에서 미국인들의 연간 근로시간의 증가를 증거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박 중 하나가 바로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주당 근로시간의 큰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Jacobs & Gerson, 2004).  

60) 65세 미만 전체 가구주의 학력별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고졸미만의 가구주 집단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 한편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고졸미만 배우자 집단은 근로시간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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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혼 부부의 경우, 근로시간은 0.5시간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가구원 지위에 따른 학력수준별 근로시간 변화 및 부

부 합산 근로시간 변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숙련·고소득자의 근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

드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이는 노동시간의 불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단위 노동시간의 양극화 경향으로 미

뤄볼 때 노동시간 또한 가구단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개별 노동자의 개인의 가용 시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구단위 총 근로시간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Jacobs & Gerson, 2004). 만약 특정가구가 노동시장에

서 배제 되거나 짧은 근로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을 느끼고, 특정가구가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시간압박(time-squeeze)61)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가구 구성원 개개인

의 삶의 질 하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의 효용의 감소를 의미하기

도 한다. 

다음으로 가구 노동소득 분포 변화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교육수준 향상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으나, 교육적 

동질혼과 결합된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는 비근로에서 근로로 이동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가구 내 가구주와 

배우자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교육적 동질혼의 증가(특히 부부 둘 다 4년대 

대재 이상)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선진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할 

때 고소득 가구주,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가구 소득불평등이 심화

될 가능성은 커진다(장지연 · 이병희, 2013).  

둘째, 본 연구는 기타 가구원의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소득의 감소가 가구 노동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강신욱 외(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65세 미만 기타가구원의 비근로 증가와 저소득층에서

의 근로성인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표 4-7> 참조)로 미뤄볼 때, 2000년대 이후에

도 여전히 저소득 가구에서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서 소득불평등의 증가 속도를 낮

61)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해진 유급 노동시간을 제외한 다른 생활시간에의 제약을 의미한다(유성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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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비근로 상태라고 추정62)된 기타가구원의 

94.16%가 35세 미만이었으며, 비정규직에 종사 중이라고 추정된 기타가구원의 

79%가 35세 미만이었다. 즉 이들은 연령대로 미뤄보아 가구 내 자녀일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지연으로 인한 비근로 상태 혹은 

여전히 학업 중이거나, 또는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구 내 비근로 기타 가구원(특히 청년을 중심으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63). 

셋째,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가구원의 근로시간 변화와 그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구원 각각의 

근로시간 변화(주로 감소)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약간 증가시킨 반면, 전체 가

구원의 근로시간을 함께 변화시킬 경우, 노동 소득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

를 통해 가구단위로 근로시간이 양극화 되며,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위소득 계층에 속한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가가 

활발하고 하위소득 계층에서 부부가 동시에 비근로인 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증가 

추세가 또한 확연하다는 장지연· 전병유(2014)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본 연구는 가구 내 65세 미만 전체 개인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불평

등이 증가하였으며, 가구 평균 노동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의 증가는 빈곤을 감소시키지만,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는 혼재된 결과가 존재한다(Bourguignon, Ferreira & Lustig, 2005). 개인의 교육

수준의 향상은 노동공급의 변화 즉 노동시장 지위 변화 및 노동시간의 변화를 통

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 차이로 

인한 가구 소득불평등 확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64). 즉 모든 학력수준

62) 2014년 기준 기타가구원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분포 결과가 아니라 2014년의 교육수준으로 변화시
킨 상태에서의 기타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추정 결과를 의미한다. 

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의실험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타 가구원의 2014
년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와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한 결과, 1999년 시점으로 26세 미만 이었
던 기타가구원들의 경우 비근로가 과대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1999년 시점에서 비근로의 특성을 
지닌 26세 미만의 기타가구원들의 시변 특성의 변화로 16년 이후인 2014년 실제 근로상태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의 경우 기타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타
가구원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4) 예를 들어 가구주의 경우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고졸 학력의 시간당 임금이 고졸미만
의 임금근로자 보다 1999년에는 17% 증가하였지만, 2014년에는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고졸의 근로자의 경우 고졸 미만에 비해서 1999년 기준 
29% 증가에서, 2014년에는 11%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대 재학 이상과 4년제 대재 이상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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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졸미만에 비해 1999년의 학력에 따른 보상이 2014년에 감소하였으며, 실

제로 교육수준에 대한 기격 차이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은 소폭 감소되었다

(<표 5-5> 참조). 

다섯째, 본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가구 노동

소득 불평등 증가와 교육적 동질혼으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 효과를 

분리시켰다. 이는 개인의 교육수준의 향상(혹은 하락)으로 인해 도출된 가상의 가

구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와 가구단위의 교육적 동질혼의 변화로 인해 도출된 가상

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교육적 동질혼의 증가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소폭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예를 들어 구인회, 임세희, 2007; 김영미, 신광영, 2008; 김혜연, 2009). 

마지막으로, 가구구성의 변화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

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구성의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

가시킨 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Karoly & Burtless, 1995; Burtless 

1999; Daly & Valletta, 2006; Johnson & Wilkins, 2004; Western et al, 

2008; Peichl et al, 2010; Lu et al, 2011; 성명재, 2002; 김진욱, 2002; 정진호 

외, 2002; 여유진·김태완, 2006; 정의철·김진욱, 2007; 반정호, 2011, 외 다수). 김

문길 외(2012) 연구는 가중치 재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가구구조 변화가 1990년과 

2012년 사이 지니계수 기준 불평등 변화의 56.1%를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강신

욱(2014) 연구에서도 하위그룹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65세 이상 가구주 비율 증가

가 1998년과 2008년 사이의 소득불평등 증가의 52.6%를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예를 들어, 성명재·박기백, 2009; 홍석철·전한경, 2013). 본 연구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분포 격차가 상대

적으로 큰 노인가구의 증가와 1인가구의 증가는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강

력한 동인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가구 소득불평등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상황에서 

도 고졸미만의 근로자에 비해서 1999년 기준으로 72%와 43% 증가 이었지만, 2014년에는 각각 
35%와 39%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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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가능 

연령대의 성인에게는 노동의 기회 및 노동시간, 노동 보상과 관련된 노동시장 불

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핵심 기제이다. 본 연구를 통

해서 살펴본 결과 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가격변화로 인한 소득불평등 증가 효과

는 크지 않았다. 관련해서 임금불평등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이다(성재민·정성미, 

2013). 하지만 여전히 노동 기회 및 노동 공급의 불평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저소득층에서 가구 내 근로성인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4-7> 

참조). 이는 저소득층의 노동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비

근로 혹은 비정규직에 머물면서 불안정한 노동지위 속에 놓여 있음이 예상된다. 

이병희 외 (2013)에서도 2000년에서 2011년 동안 취업자의 노동소득의 분포의 두

드러진 변화는 하위 1분위에서의 큰 폭의 소득 하락과,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소

득의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지위 선택 모델로 추정한 결과, 

1999년의 35세 이하 청년 대비 2014년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지위 중 ‘비근로’ 혹

은 ‘비정규직’으로의 이동은 확대되었다. 저소득층과 35세 미만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 시키고 고용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자영자의 수익률의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음이 확인되었다. 이진영

(2015)은 자영자 중 영세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혹은 고용원수가 4명 이하

인 자영업주) 비중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약 93%라고 보

고하였다. 영세 자영자의 소득격차 확대는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구들에서 빈곤위험과 저소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반정호, 2012)65). 이들 가구의 빈곤과 저소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비자발적 자영자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이진영, 

2015), 중․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

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자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저소득․․저숙련 

65) 2012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비자발적 폐업 
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
나,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이라는 규정 및 보험료 1회에서 3회 이상 체납 시 수급박탈 등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반정호, 2012;고용보험 홈페이지). 보다 많은 
영세자영자들이 폐업 시에도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영자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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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게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가 아니어서, 이들에게 초점을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배준호, 2011). 

둘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

적이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인구 증

가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만약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더라도,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요소들 중 다른 소득 원천들 (예를 들어 사적 공적 이전 소득이나 금융소득 및 부

동산 소득)이 충분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다. 하지만 노동소득은 노인에게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며(손병돈, 2009), ‘노인 가

구주 가구’ 기준 노동소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

정, 2008). 또한 실제 2013년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4.8%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고령자 통계, 2013). 노후빈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는 기초연금에 덧붙여 일정 연령까지 노령기 근로를 통해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배준호, 2011).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및 사각

지대를 축소함으로써기초연금과 일정액의 국민연금 그리고 중고령 노령자 노동정

책으로 인한 노동소득이 일정액으로 보완된다면, 노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득불평

등 증가 및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 가구 배우자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가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

킬 수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배우자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비근로’에서 ‘근

로’로의 이동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1999년

과 2014년 사이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의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낮

은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실제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노

동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구 내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 

배우자들의 노동시장 경력 단절과 노동소득 감소의 경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가구 내 돌봄 노동은 배우자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66). 이로 인해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66) 여전히 가구 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가구단위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곽현주・최은영(2015)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에 대한 여성의 인식정



- 156 -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67). Freeman(1990:478)는 국가의 프로그램 

및 정책에서 노동시장 참여는 권리와 의무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

별과 상관없이 가족책임에 대한 평등의 가정(equal assumption)을 촉진하고 장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뿐 아니라 남성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곽현주·최은영,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95년「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자를 남성으로 확대시켰으며(김연진·김수영, 2015), 현재 남녀 모두 만 8세 혹

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68). 이와 관련하여, 기혼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현실화에 대한 논의

들이 나오고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다69). 남성의 

역할이 변화하지 않고, 여성의 역할을 바꾸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면 정책의 실효성

이 담보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의 양극화가 확대됨에 따라, 적정 근로시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여

전히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또한 2005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도입하였지만, 여전

히 법적으로 연장근무(주당 총 12 시간까지 허용)를 허용하며, 잔업이나 야근 문화

가 뿌리 깊다. 적정 근로시간의 유지는 개인단위 뿐만 아니라 가구단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서양의 국가들이 일자리 나누기 혹은 신규 일자리 

발생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에 비춰볼 

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라도 주 40시간 근무를 현실화 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현재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제 

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리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67)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을 없애는 일들은 이미 오랜 기간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져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고용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선진국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허아랑, 외, 2015)

68) 또한 ‘아빠의 달’ 시행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
하는 자에게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급여의 100%(1개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
도이다. 

69) 통계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2014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의 4.45%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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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3가지 근무유형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

다. 하지만 여전히 사기업으로 확대는 여전히 요원하다70). 유연근무제의 확대를 통

한 근로형태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적정 근로시간의 유지 및 적정 근로시간을 보

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70) 그 원인으로 양인숙 외(2011)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보고하였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유연근무
제에 대한 시각 차이이다. 기업은 업무수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을 목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확대
하고자 하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를 요구한다. 둘째, 장시간 노동과 성과주의 문화 
속에서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없는 업무환경이다. 셋째, 유연근무제 도입이 비정규직 확대와 여성
의 일자리의 질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노동계 쪽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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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 본문 관련 표 모음 

년도 전체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1999 381 372 399 296
2000 380 373 376 301
2001 438 441 432 335
2002 420 402 472 338
2003 417 405 461 311
2004 406 395 425 340
2005 391 381 428 298
2006 396 392 412 306
2007 401 398 396 326
2008 387 384 386 296
2009 367 360 374 287
2010 361 358 368 264
2011 375 378 353 272
2012 351 345 351 261
2013 355 353 345 246
2014 364 363 354 268

변화량(%) -17(-4.46) -9(-2.42) -45(-11.28) -28(-9.46)

<부표1 > 가구원 시간당 노동소득불평등(지니계수 *1000)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전체가구의 15세 이상 65세 미만 개인 대상임.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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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배우자

년도 
고졸

미만
고졸

2년제 

대재

4년제 

대재

고졸

미만
고졸

2년제 

대재

4년제 

대재
1999 41.93 47.93 47.50 44.15 28.91 19.85 16.90 19.17 
2000 42.55 48.53 50.28 44.83 28.46 20.31 16.84 19.67 
2001 41.09 47.48 48.48 45.32 27.65 19.83 16.34 20.35 
2002 42.76 49.66 48.79 46.55 28.42 21.61 19.20 21.49 
2003 39.77 47.92 46.61 45.57 28.04 20.94 20.49 20.73 
2004 40.62 48.50 46.20 44.61 27.46 22.86 17.53 20.09 
2005 38.94 46.60 46.73 43.09 26.50 21.71 17.13 21.53 
2006 39.39 45.50 46.40 42.57 25.66 22.70 18.25 21.81 
2007 39.61 45.73 47.08 42.97 26.62 24.04 18.12 23.38 
2008 40.02 45.77 46.07 42.73 25.41 23.57 20.68 22.82 
2009 37.64 45.43 44.28 40.97 25.35 23.08 20.18 23.86 
2010 37.76 44.23 45.25 41.39 25.36 23.59 21.81 23.63 
2011 38.36 44.33 44.67 41.04 25.06 24.79 22.60 24.09 
2012 38.53 44.72 44.12 41.06 26.08 24.39 22.30 22.78 
2013 37.83 43.26 42.10 41.43 25.88 24.18 23.03 23.68 
2014 38.51 44.38 41.54 41.42 24.45 23.94 22.19 23.73 

변화량

(시간)
-3.43 -3.55 -5.96 -2.73 -4.46 4.08 5.29 4.56 

<부표 2 >  가구주와 배우자 학력수준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17차 자료. 
주: 전체가구의 15세 이상 65세 미만 개인 대상임.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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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27** 0.23** 0.38** 0.29**

(0.045) (0.025) (0.145) (0.102)
연령 25-34 0.25* 0.12* 0.25* 0

(0.107) (0.060) (0.113) -
35-44 0.34** 0.16** 0.32** -0.02

(0.108) (0.062) (0.071) (0.145)
45-54 0.30** 0.19** 0.37** 0.02

(0.110) (0.063) (0.067) (0.141)
55-64 0.03 0.07 0 -0.14

(0.112) (0.065) - (0.14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0.14** 0.21** 0.21* 0.18*

(0.041) (0.036) (0.097) (0.085)
2 년제 대재 이상 0.21** 0.32** 0.36** 0.31**

(0.051) (0.040) (0.140) (0.106)
4 년제 대재 이상 0.36** 0.41** 0.44** 0.44**

(0.045) (0.038) (0.123) (0.096)
혼인상태  고졸이하 동질혼 0.01 0.05 0.19 -0.07

(0.058) (0.053) (0.177) (0.149)
대재이상 동질혼 0.17** 0.23** 0.50* 0.35**

(0.051) (0.033) (0.200) (0.129)
그 외혼인 0.05 0.09** 0.28+ 0.34**

(0.040) (0.026) (0.155) (0.106)
별거/이혼/사별 -0.10+ -0.08* 0.10 -0.15

(0.056) (0.036) (0.186) (0.122)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 (비정규직=1) -0.30** -0.28** - -

(0.025) (0.020) - -
수도권 0.09** 0.06** 0.23** 0.23**거주지역 

(0.025) (0.020) (0.059) (0.059)
광역시 0.01 0.02 0.14* 0.22**

(0.026) (0.022) (0.066) (0.067)
근로시간(월)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 4.05** 4.32** 3.57** 4.35**

(0.117) (0.076) (0.219) (0.180)
관측치 1,790 2,431 695 845
R-squared 0.47 0.52 0.27 0.26

Adj. R-squared 0.462 0.516 　 0.259 0.247

<부표 3> 가구주 월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노동시장 지위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주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혼인상
태는 ‘미혼상태’,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인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
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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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13 0.28** 0.76+ 0.20

(0.167) (0.065) (0.398) (0.301)
연령 25-34 -0.30 -0.43 0 0

(0.351) (0.531)
35-44 -0.22 -0.36 -0.56+ 0.27

(0.350) (0.529) (0.294) (0.424)
45-54 -0.12 -0.45 -0.37 0.33

(0.353) (0.529) (0.311) (0.424)
55-64 -0.40 -0.41 -0.66+ 0.29

(0.359) (0.530) (0.345) (0.438)
교육수준 고졸 0.09 0.07 -0.09 -0.10

(0.062) (0.050) (0.244) (0.168)

2 년제 대재이상
0.49** 0.30** 0.29 0.19
(0.105) (0.057) (0.385) (0.222)

4 년제 대재이상 0.55** 0.36** 0.09 -0.23
　 (0.148) (0.076) (0.558) (0.315)
교육적 
동질혼 
형태

4 년제 대재이상
 

-0.18** -0.10+ 0.13 -0.45*
(0.062) (0.056) (0.221) (0.200)

그 외 혼인 0.00 0.16* 0.37 0.73*
(0.142) (0.064) (0.566) (0.289)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 (비정규직=1) -0.33** -0.18** - -
(0.042) (0.028) - -

가구 내 6 세미만 아동 수 -0.02 -0.00 -0.07 0.27
(0.039) (0.033) (0.231) (0.264)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1) -0.03 -0.01 0.01 -0.14
(0.057) (0.037) (0.232) (0.163)

거주 지역 수도권 0.11* 0.03 0.30 0.05
(0.050) (0.031) (0.187) (0.128)

광역시 -0.03 -0.01 0.32 0.27+
(0.054) (0.033) (0.213) (0.141)

근로시간 (월)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1) (0.001)

상수 4.18** 4.34** 4.55** 4.10**
(0.368) (0.536) (0.462) (0.487)

관측치 702 1,006 100 237
R-squared 0.49 0.59 0.22 0.23
Adj. R-squared 0.480 0.581 　 0.0859 0.186

<부표 4> 배우자 월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 (노동시장 지위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Heckman 2단계로 분석한 결과, Inverse Mills Ratio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일반회귀로 분석한 결과임.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교육
적 동질혼 형태는 ‘고졸미만 동질혼’,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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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13** 0.08* 0.14 0.14

(0.030) (0.039) (0.619) (0.227)
연령 25-34 0.13** 0.15** 1.60* 1.05**

(0.033) (0.050) (0.581) (0.364)
35-44 0.06 0.16* 1.82* 1.74**

(0.078) (0.075) (0.680) (0.373)
45-54 0.09 -0.08 2.53** 1.73**

(0.201) (0.140) (0.821) (0.456)
55-64 0.03 0.03 0 0.66

(0.199) (0.198) - (0.613)
교육수준 고졸 0.10 0.31* 0.01 -0.23

(0.075) (0.136) (0.386) (0.425)
2 년제 
대재이상 0.07 0.42** 0.15 -0.04

(0.078) (0.137) (0.402) (0.451)
4 년제 
대재이상 0.28** 0.46** 0.18 -0.55

(0.077) (0.136) (0.431) (0.434)
혼인여부(혼인상태=1) 0.11* 0.02 -0.10 -0.34

(0.051) (0.086) (0.391) (0.317)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1)     -    -
비정규직 (비정규직=1) -0.38** -0.35**     -    -

(0.035) (0.042)     -    -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1) -0.03 -0.04 -0.06 0.34

(0.035) (0.048) (0.259) (0.205)
거주지역 수도권 0.09* 0.08 -0.07 0.53+

(0.037) (0.055) (0.273) (0.282)
광역시 -0.00 0.08 -0.46 0.31

(0.040) (0.058) (0.341) (0.272)
근로시간 (월)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1) (0.001)
상수 3.93** 3.82** 3.10** 2.68**

(0.105) (0.169) (0.928) (0.708)
Observations 719 544 35 54
R-squared 0.44 0.40 0.46 0.67
Adj. R-squared 0.432 0.379 　 0.168 0.562

<부표 5> 기타 가구원 월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 (노동시장 지위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
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
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미혼 및 이혼, 사별, 별거,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 인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
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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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31** 0.23** 0.42** 0.29**

(0.046) (0.025) (0.146) (0.102)
연령 25-34 0.16 0.12* 0 0

(0.109) (0.060) - -
35-44 0.27* 0.16** 0.25** -0.02

(0.110) (0.062) (0.091) (0.145)
45-54 0.23* 0.19** 0.28** 0.02

(0.112) (0.063) (0.097) (0.141)
55-64 -0.02 0.07 -0.11 -0.14

(0.114) (0.065) (0.106) (0.14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0.03 0.21** 0.17* 0.18*

(0.043) (0.036) (0.085) (0.085)
2 년제 대재 이상 0.03 0.32** 0.12 0.31**

(0.046) (0.040) (0.099) (0.106)
4 년제 대재 이상 0.06 0.41** 0.17+ 0.44**

(0.042) (0.038) (0.089) (0.096)
혼인상태  고졸이하 동질혼 -0.17** 0.05 0.08 -0.07

(0.049) (0.053) (0.160) (0.149)
대재이상 동질혼 0.28** 0.23** 0.82** 0.35**

(0.050) (0.033) (0.186) (0.129)
그 외혼인 0.05 0.09** 0.36* 0.34**

(0.042) (0.026) (0.152) (0.106)
별거/이혼/사별 -0.19** -0.08* -0.00 -0.15

(0.056) (0.036) (0.185) (0.122)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 (비정규직=1) -0.34** -0.28** - -

(0.025) (0.020) - -
수도권 0.10** 0.06** 0.27** 0.23**거주지역 

(0.025) (0.020) (0.060) (0.059)
광역시 -0.00 0.02 0.20** 0.22**

(0.027) (0.022) (0.065) (0.067)
근로시간(월)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 4.30** 4.32** 3.62** 4.35**

(0.119) (0.076) (0.225) (0.180)
관측치 1,768 2,431 716 845
R-squared 0.45 0.52 0.31 0.26

Adj. R-squared 0.450 0.516 　 0.292 0.247

<부표 6> 가구주 월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교육수준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
상 65세 미만의 가구주 대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
졸미만’,  혼인상태는 ‘미혼상태’,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인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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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33* 0.28** 0.48 0.20

(0.147) (0.065) (0.355) (0.301)
연령 25-34 -0.31 -0.43 0.20 0

(0.327) (0.531) (0.331) -
35-44 -0.25 -0.36 -0.04 0.27

(0.325) (0.529) (0.215) (0.424)
45-54 -0.18 -0.45 0.30 0.33

(0.328) (0.529) (0.211) (0.424)
55-64 -0.44 -0.41 0 0.29

(0.336) (0.530) - (0.438)
교육수준 고졸 -0.04 0.07 0.36+ -0.10

(0.069) (0.050) (0.198) (0.168)
2 년제 
대재이상

0.07 0.30** 0.55* 0.19
(0.075) (0.057) (0.265) (0.222)

4 년제 
대재이상

0.04 0.36** 0.45+ -0.23

(0.073) (0.076) (0.234) (0.315)

교육적 동질혼 
형태

4 년제 
대재이상
 

-0.26** -0.10+ 0.10 -0.45*
(0.049) (0.056) (0.152) (0.200)

그 외 혼인 0.39** 0.16* 0.38 0.73*
(0.073) (0.064) (0.234) (0.289)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 (비정규직=1) -0.39** -0.18** - -
(0.042) (0.028) - -

가구 내 6 세미만 아동 수 -0.01 -0.00 -0.04 0.27
(0.040) (0.033) (0.202) (0.264)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1) -0.12* -0.01 -0.32 -0.14
(0.058) (0.037) (0.206) (0.163)

거주 지역 수도권 0.10+ 0.03 0.10 0.05
(0.051) (0.031) (0.161) (0.128)

광역시 -0.05 -0.01 0.02 0.27+
(0.054) (0.033) (0.185) (0.141)

근로시간 (월)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1) (0.001)

상수 4.40** 4.34** 4.05** 4.10**
(0.345) (0.536) (0.332) (0.487)

관측치 711 1,006 117 237
R-squared 0.47 0.59 0.22 0.23
Adj. R-squared 0.458 0.581 　 0.112 0.186

<부표 7> 배우자 월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 (교육수준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Heckman 2단계로 분석한 결과, Inverse Mills Ratio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일반회귀로 분석한 결과임.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교육적 
동질혼 형태는 ‘고졸미만 동질혼’,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
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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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14** 0.08* -0.02 0.14

(0.031) (0.039) (0.261) (0.227)
연령 25-34 0.17** 0.15** 0.72+ 1.05**

(0.035) (0.050) (0.381) (0.364)
35-44 0.06 0.16* 0.81+ 1.74**

(0.072) (0.075) (0.452) (0.373)
45-54 0.11 -0.08 1.40* 1.73**

(0.158) (0.140) (0.579) (0.456)
55-64 0.10 0.03 -0.56 0.66

(0.179) (0.198) (0.803) (0.613)
교육수준 고졸 0.41** 0.31* -0.07 -0.23

(0.115) (0.136) (0.265) (0.425)
2 년제 대재 
이상 0.43** 0.42** 0 -0.04

(0.111) (0.137) - (0.451)
대재이상 0.50** 0.46** 0.02 -0.55

(0.111) (0.136) (0.197) (0.434)
혼인여부(혼인상태=1) 0.09+ 0.02 0.01 -0.34

(0.050) (0.086) (0.246) (0.317)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1) - -
비정규직 (비정규직=1) -0.39** -0.35** - -

(0.035) (0.042) - -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1) -0.05 -0.04 -0.11 0.34
(0.034) (0.048) (0.216) (0.205)

거주 지역 수도권 0.09* 0.08 0.16 0.53+
(0.039) (0.055) (0.239) (0.282)

광역시 -0.01 0.08 -0.03 0.31
(0.041) (0.058) (0.281) (0.272)

근로시간 (월) 0.09+ 0.02 0.01 -0.34
(0.050) (0.086) (0.246) (0.317)

상수 3.68** 3.82** 3.94** 2.68**
(0.128) (0.169) (0.468) (0.708)

Observations 712 544 43 54
R-squared 0.45 0.40 0.42 0.67

Adj. R-squared 0.441 0.379 　 0.185 0.562

<부표 8> 기타 가구원 월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 (교육수준 변화 )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
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미혼 및 이혼, 사별, 별거,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 인 집단이 기준
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
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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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27** 0.23** 0.34* 0.29**

(0.048) (0.025) (0.160) (0.102)
연령 25-34 0.16 0.12* 0 0

(0.116) (0.060) - -
35-44 0.22+ 0.16** 0.17+ -0.02

(0.117) (0.062) (0.098) (0.145)
45-54 0.13 0.19** 0.12 0.02

(0.119) (0.063) (0.102) (0.141)
55-64 -0.10 0.07 -0.32** -0.14

(0.121) (0.065) (0.111) (0.14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0.08+ 0.21** 0.40** 0.18*

(0.047) (0.036) (0.094) (0.085)
2 년제 대재 이상 0.11* 0.32** 0.29* 0.31**

(0.050) (0.040) (0.111) (0.106)
4 년제 대재 이상 0.16** 0.41** 0.34** 0.44**

(0.047) (0.038) (0.101) (0.096)
혼인상태  고졸미만 동질혼 0.03 0.05 0.40+ -0.07

(0.094) (0.053) (0.219) (0.149)
대재이상 동질혼 0.17** 0.23** 0.23 0.35**

(0.048) (0.033) (0.179) (0.129)
그 외혼인 0.03 0.09** 0.14 0.34**

(0.044) (0.026) (0.162) (0.106)
별거/이혼/사별 -0.13* -0.08* -0.02 -0.15

(0.058) (0.036) (0.196) (0.122)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 (비정규직=1) -0.39** -0.28** - -

(0.026) (0.020) - -
수도권 0.11** 0.06** 0.32** 0.23**거주지역 

(0.026) (0.020) (0.061) (0.059)
광역시 -0.00 0.02 0.24** 0.22**

(0.028) (0.022) (0.068) (0.067)
근로시간(월)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 4.33** 4.32** 3.86** 4.35**

(0.128) (0.076) (0.237) (0.180)
관측치 1,773 2,431 698 845
R-squared 0.41 0.52 0.24 0.26
Adj. R-squared 0.408 0.516 　 0.228 0.247

<부표 9> 가구주 월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교육적 동질혼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주 대

상.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혼인
상태는 ‘미혼상태’,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인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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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변수 1999 2014 1999 2014
성별 (남=1) 0.15 0.28** 0.47 0.20

(0.172) (0.065) (0.333) (0.301)
연령 25-34 -0.25 -0.43 0 0

(0.308) (0.531) - -
35-44 -0.24 -0.36 -0.67* 0.27

(0.307) (0.529) (0.257) (0.424)
45-54 -0.20 -0.45 -0.13 0.33

(0.309) (0.529) (0.297) (0.424)
55-64 -0.49 -0.41 -0.35 0.29

(0.320) (0.530) (0.343) (0.438)
교육수준 고졸 0.07 0.07 0.55* -0.10

(0.073) (0.050) (0.234) (0.168)

2 년제 대재이상
0.13+ 0.30** 1.10** 0.19

(0.079) (0.057) (0.305) (0.222)
4 년제 대재이상
　

0.13 0.36** 0.77* -0.23
　 (0.085) (0.076) (0.322) (0.315)
교 육 적 
동 질 혼 
형태

4 년제 대재이상
 

0.03 -0.10+ 0.19 -0.45*
(0.119) (0.056) (0.388) (0.200)

그 외 혼인 0.18* 0.16* -0.05 0.73*
(0.072) (0.064) (0.277) (0.289)

근속기간 a) 0.00** 0.00** - -
(0.000) (0.000) - -

비정규직 (비정규직=1) -0.39** -0.18** - -
(0.044) (0.028) - -

가구 내 6 세미만 아동 수 0.07+ -0.00 -0.17 0.27
(0.042) (0.033) (0.219) (0.264)

가구주 근로여부 (근로=1) -0.07 -0.01 -0.05 -0.14
(0.062) (0.037) (0.202) (0.163)

거주 지역 수도권 0.13* 0.03 0.25 0.05
　 (0.051) (0.031) (0.165) (0.128)
광역시 -0.03 -0.01 -0.18 0.27+

(0.055) (0.033) (0.189) (0.141)
근로시간 (월) 0.00** 0.00** 0.00+ 0.00**

(0.000) (0.000) (0.001) (0.001)
상수 4.20** 4.34** 4.08** 4.10**

(0.329) (0.536) (0.455) (0.487)
관측치 704 1,006 105 237
R-squared 0.42 0.59 0.31 0.23
Adj. R-squared 0.406 0.581 　 0.207 0.186

<부표 10> 배우자 월 노동소득(로그) 결정 모델 (교육적 동질혼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개인 횡단면 가중치로 가중화됨. Heckman 2단계로 분석한 결과, Inverse Mills Ratio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일반회귀로 분석한 결과임. 연령대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력수준은 ‘고졸미만’, 교육
적 동질혼 형태는 ‘고졸미만 동질혼’, 거주 지역은 ‘그 외 지역’ 집단이 기준임. a) 근속기간은 주된 일자리의 취업 ‘년’, 
‘월’, ‘일’과 설문 면접 ‘월’, ‘일’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으며,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그가 속한 연령대의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 평균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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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년실제불평등지수 465 239 244 361 423 252 272 372 _
2014년실제불평등지수　 598 277 290 387 553 293 328 400 _
특성별 2014년 가격 적용
전체 교육수준 469 236 238 358 420 250 267 371 -3.57 

성별 469 240 238 364 421 255 271 376 14.29 
비정규직　 467 240 247 362 424 253 273 373 3.57 

임금노동자 근속기간 468 239 244 361 425 252 271 372 0.00 

교육수준 465 237 242 359 422 250 269 370 -7.14 
성별 465 239 246 361 422 252 273 372 0.00 

2014년 가격 적용 　 　 　 　 　 　 　
가구주 임금

노동자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53.57 

자영자 502 274 325 385 459 288 356 395 82.14 

배우자 임금
노동자

468 239 243 361 425 252 270 372 0.00 

자영자 472 245 254 365 429 257 280 376 14.29 

기타가구원 임금
노동자

477 243 245 366 431 252 265 374 7.14 

자영자 466 239 244 361 423 251 271 372 0.00 
가구주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53.57 
배우자 479 244 251 365 430 256 276 376 14.29 

기타가구원 479 243 245 366 431 252 264 374 7.14 

전체 임금노동자 498 242 235 367 455 256 263 378 21.43 
전체 자영업자 512 277 327 387 463 289 356 397 89.29 
전체 가구원 514 247 258 367 464 260 285 377 17.86 
전체 가구원, 잔차 508 243 255 362 458 256 282 373 3.57 

<부록 2> 근로가능 가구 모의실험 결과 

<부표 11> 근로가능 가구 모의실험 결과(가격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근로가능 가구의 개인 대상임.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

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
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
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
평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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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465 239 244 361 423 252 272 372 _
2014 실제 불평등 598 277 290 387 553 293 328 400 _
2014년 근로시간 적용
가구주 임금

노동자 475 251 266 371 429 261 288 379 25.00 

자영자 470 238 233 362 427 252 265 374 7.14 
배우자 임금

노동자 467 240 248 361 424 253 276 372 0.00 

자영자 464 238 245 360 422 251 272 371 -3.57 

기타가구원 임금
노동자 472 246 256 367 432 262 287 380 28.57 

자영자 467 239 245 361 424 252 272 372 0.00 
가구주 465 244 251 366 419 253 271 374 7.14 
배우자 466 241 250 361 423 253 278 372 0.00 

기타가구원 469 242 250 363 427 256 279 375 10.71 

임금노동자 482 261 284 377 437 273 311 387 53.57 

자영업자 470 238 233 361 427 253 265 373 3.57 

전체 가구원 478 252 258 371 434 266 291 383 39.29 

2014년 근로시간과 가격 적용
가구주 임금

노동자 491 246 247 368 448 261 277 380 28.57 

자영자 489 253 267 372 447 268 303 383 39.29 
배우자 임금

노동자 465 238 244 359 422 251 272 371 -3.57 

자영자 469 243 253 363 426 255 278 374 7.14 
기타가구원 임금

노동자 471 241 246 364 428 254 272 374 7.14 

자영자 467 239 245 361 424 252 272 372 0.00 
가구주 510 255 260 373 467 271 296 386 50.00 
배우자 470 242 253 362 426 254 278 373 3.57 
기타가구원 474 242 247 364 431 255 273 375 10.71 
임금노동자 496 248 249 369 452 262 277 381 32.14 
자영업자 495 257 273 374 452 271 308 385 46.43 

전체 가구원 521 259 267 376 476 274 301 388 57.14 

전체 가구원, 잔차 516 256 263 373 471 270 297 384 42.86 

<부표 12>  근로가능 가구 모의실험 결과 (근로시간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근로가능 가구의 개인 대상임.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
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
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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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 1  균등화 소득 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465 239 244 361 423 252 272 372 _
2014 실제 불평등 598 277 290 387 553 293 328 400 _
A. 노동시장 지위 선택
가구주 486 243 246 362 440 256 275 374 7.14 
배우자 468 244 254 366 426 256 280 376 14.29 
기타 가구원 521 259 264 375 470 273 294 387 53.57 
전체 가구원 538 266 273 380 485 279 303 391 67.86 
B. 노동시장 지위 선택, 노동시장 가격 　 　 　 　 　
가구주 523 255 267 371 480 272 298 385 46.43 
배우자 489 261 282 379 445 269 298 387 53.57 
기타 가구원 537 267 271 384 482 277 293 392 71.43 
전체 가구원 586 276 289 388 531 287 308 398 92.86 

전체가구원, 잔차 588 282 312 391 533 292 327 400 100.00

C. 노인소득 536 259 260 374 480 271 286 384 42.86 
+65세 미만 
노동소득 606 279 288 389 547 289 308 398 92.86 

+잔차 609 285 311 392 549 295 328 401 103.57 

<부표 13> 근로 가능 가구 모의실험 결과(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근로가능 가구의 개인 대상임.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

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
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
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
평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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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실제불평등 465 239 244 361 423 252 272 372 _
2014실제불평등 598 277 290 387 553 293 328 400 _
A. 교육수준, 노동시장 지위 선택 
가구주 480 239 242 360 433 252 266 371 -3.57 
배우자 420 224 231 352 385 236 253 362 -35.71 
기타가구원 517 258 263 374 467 271 292 386 50.00 
전체 가구원 473 239 242 362 430 251 264 373 3.57 
B. 교육수준, 노동시장 가격 
가구주 515 243 242 362 472 260 277 376 14.29 
배우자 442 244 265 367 406 254 288 376 14.29 
기타가구원 543 271 277 387 489 283 303 397 89.29 
전체 가구원 534 251 249 372 488 263 274 382 35.71 
잔차 538 259 270 376 492 271 295 386 50.00 
+65세 노인소득 594 265 262 380 536 276 284 390 64.29 
+잔차 594 268 274 381 537 279 294 391 67.86 
C. 교육적 동질혼
 전체가구원 527 253 249 371 474 266 278 383 39.29 
+ 가격 596 278 289 391 540 287 306 398 92.86 
+ 잔차 596 282 307 391 539 290 320 399 96.43 
+65세 노인 
소득 565 294 311 403 627 287 297 395 82.14 

+잔차 624 288 308 394 562 295 319 401 103.57 
D.  가구구조
1. 2 범주 a) 643 290 299 397 585 302 320 408 128.57 
2. 4 범주 b) 642 290 299 397 584 303 321 409 132.14 
3. 근로성인 수 796 335 338 425 708 344 357 433 217.86 
+잔차_2 범주 641 291 309 396 582 302 327 407 125.00 
+잔차_4 범주 639 291 310 396 581 303 328 407 125.00 
+잔차_근로성인수 792 335 347 423 704 343 364 431 210.71 

<부표 14>  근로가능 가구 모의실험 결과 (교육수준, 교육적 동질혼, 노인 노동소득, 가구구
조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근로가능 가구의 개인 대상임.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
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전체
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1999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
는 이전단계를 포함함. a) ‘65세미만 1인가구’와 그 외 가구’로 분류함 b) ‘65세미만 1인가구’와 ‘부부가 존재하
는 가구’, ‘한부모 가구와 15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조손가구 포함)’ 그리고 ‘그 외 가구’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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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년실제불평등지수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년실제불평등지수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특성별 1999년 가격 적용
전체 교육수준 896 372 379 447 802 380 410 453 -1.54 

성별 920 392 429 457 825 399 456 463 -16.92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885 365 369 441 795 377 411 451 1.54 

근속기간 882 366 371 442 792 378 410 451 1.54 
교육수준 890 370 374 445 797 378 407 453 -1.54 

성별 887 367 369 443 796 378 407 452 0.00 

1999년 가격 적용 
가구주 임금

노동자 872 392 429 459 778 398 454 464 -18.46 

자영자 872 363 354 444 782 376 399 454 -3.08 
배우자 임금

노동자 887 369 374 445 796 380 412 453 -1.54 

자영자 881 365 366 442 791 377 407 452 0.00 
기타가구원 임금

노동자 884 371 379 446 794 383 420 456 -6.15 

자영자 885 367 370 442 794 377 408 451 1.54 
가구주 841 371 378 448 749 378 409 455 -4.62 
배우자 882 367 369 443 792 379 410 453 -1.54 
기타가구원 884 371 378 445 794 383 420 455 -4.62 
전체 임금노동자 868 398 443 463 775 404 471 468 -24.62 
전체 자영업자 866 360 345 442 778 374 394 453 -1.54 
전체 가구원 824 366 371 445 735 377 409 454 -3.08 
전체 가구원, 잔차 839 382 400 456 749 392 446 464 -18.46 

<부록 3> 전체 가구 대상 1999년 특성 및 회귀계수를 2014년에 적용한 모델  

<부표 15> 전체 가구 모의실험 결과(가격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전체 가구의 개인 대상임.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
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
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2014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
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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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1999년 근로시간 적용
가구주 임금노동자 903 366 363 443 816 383 417 456 -6.15 

자영자 908 395 498 454 819 417 724 464 -18.46 
배우자 임금노동자 897 372 375 446 805 382 412 455 -4.62 

자영자 887 368 371 444 796 378 408 453 -1.54 
기타
가구원

임금노동자
 892 369 373 444 800 379 409 453 -1.54 

자영자 886 367 370 443 795 378 408 452 0.00 
가구주 907 373 372 448 820 390 423 460 -12.31 
배우자 897 372 374 446 807 384 414 456 -6.15 
기타가구원 891 369 372 445 799 379 407 454 -3.08 
임금노동자 919 371 368 447 830 386 417 458 -9.23 
자영업자 910 395 496 455 821 416 719 464 -18.46 
전체 가구원 937 391 458 454 849 414 650 466 -21.54 
1999년 근로시간과 가격 적용
가구주 임금노동자 874 378 399 450 784 389 439 459 -10.77 

자영자 878 367 369 444 788 381 434 454 -3.08 
배우자 임금노동자 895 372 376 446 803 382 413 455 -4.62 

자영자 881 364 365 442 791 377 406 452 0.00 
기타
가구원 임금노동자 885 369 375 444 794 380 415 453 -1.54 

자영자 885 366 370 442 794 377 407 451 1.54 
가구주 860 372 389 447 773 388 462 457 -7.69 
배우자 915 376 376 449 821 388 416 459 -10.77 
기타가구원 888 369 375 444 796 380 414 453 -1.54 
임금노동자 882 385 410 454 792 397 450 463 -16.92 
자영업자 899 371 368 447 807 387 436 457 -7.69 
전체 가구원 888 383 399 454 797 400 477 465 -20.00 
전체 가구원, 잔차 903 398 425 464 811 415 509 474 -33.85 

<부표 16> 전체 가구 모의실험 결과 (근로시간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 주: 근로가능 가구의 개인 대상임.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
득1’ 은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
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
2014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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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 1  균등화 소득 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_

2014 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_

A. 노동시장 지위 선택
가구주 945 387 385 456 847 397 424 465 -20.00 
배우자 952 395 410 460 851 401 435 466 -21.54 
기타 가구원 885 366 369 442 793 376 406 450 3.08 
전체 가구원 1013 411 419 470 903 417 446 475 -35.38 
B. 노동시장 지위 선택, 노동시장 가격
가구주 893 385 379 458 796 393 411 466 -21.54 
배우자 932 382 384 451 836 395 428 462 -15.38 
기타 가구원 882 368 373 443 790 378 412 452 0.00 
전체 가구원 917 387 375 457 815 399 419 467 -23.08 
전체가구원, 잔차 914 383 366 455 812 396 412 465 -20.00 
C.노인 노동소득 935 382 385 451 837 394 426 461 -13.85 
+65세 미만 노동
소득 1062 433 416 482 935 445 462 492 -61.54 

+잔차 1058 429 406 480 932 441 454 490 -58.46 

<부표 17> 전체 가구 모의실험 결과(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근로가능 가구의 개인 대상임.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

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
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
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2014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
평등)]* 100으로 계산함. +는 이전단계를 포함함.+는 이전단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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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소득1  균등화 소득2

GE(0) GE(1) GE(2) Gini GE(0) GE(1) GE(2) Gini %

1999 실제 불평등 541 263 264 377 484 274 291 387 
2014 실제 불평등 885 367 371 443 794 378 409 452 
A. 교육수준
가구주 957 391 395 456 858 403 434 466 -21.54 
배우자 949 389 398 456 848 398 430 464 -18.46 
기타가구원 888 366 368 442 795 375 403 450 3.08 
전체 가구원 1021 411 419 468 910 418 449 474 -33.85 
B. 교육수준, 노동시장 가격 
가구주 904 393 391 463 804 402 423 470 -27.69 
배우자 923 380 385 450 830 395 431 462 -15.38 
기타가구원 890 372 379 446 799 384 420 456 -6.15 
전체 가구원 920 396 390 461 819 413 441 475 -35.38 
+잔차 913 387 368 457 812 405 421 471 -29.23 
노인 1066 444 432 487 938 460 485 500 -73.85 
+잔차 1058 434 408 482 931 451 463 496 -67.69 
C. 교육적 동질혼
C. 전체가구원 1162 481 517 508 1038 493 568 516 -98.46 
C+ 가격 915 399 402 463 817 418 462 477 -38.46 
C+ 가격+잔차 903 385 371 454 805 405 431 470 -27.69 
노인 1060 446 444 487 934 464 507 501 -75.38 
잔차 1046 431 409 478 921 449 471 493 -63.08 
D. 가구구조a)

1. 3 범주b) 903 391 391 457 792 402 433 466 53.85 
2. 5 범주c) 905 391 392 457 794 402 434 467 52.31 
3. 근로성인 수 841 361 356 439 747 377 404 452 75.38 
+잔차_3 범주 889 375 357 448 778 386 398 458 53.85 
+잔차_5 범주 892 376 358 449 780 387 398 458 53.85 
+잔차_근로성인수 828 347 326 430 734 363 372 444 75.38 

<부표 18> 전체가구 모의실험 결과(교육수준, 교육적 동질혼, 노인 노동소득, 가구구조 변화)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근로가능 가구의 개인 대상임. 소득불평등 지수*1000한 수치임. ‘균등화 소득1’ 은 가구 노동소득

을 총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equivalent household earning)이며, ‘균등화 소득 2’는 
가구 노동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Household earning per capita)을 뜻함. 전체가구원은 
65세 미만 근로가구원을 뜻함.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로 가중화됨. %는 전
체 불평등 지수 변화분에 대한 특정 셀의 모의실험 결과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균등화 소득 2’ 지니
계수 기준으로 [(가상 ‘균등화 소득 2’ –2014년 실제 불평등)/(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
평등)]* 100으로 계산함. +는 이전단계를 포함함.  a) 1999년의 가구구조 적용으로 인해, 이전단계
의 ‘가상 균등화 소득 2’의 불평등의 수준을 가구구조 각 셀의 불평등으로 감소시켰으며, 2014년의 
가구구조는 불평등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불평등 기여도는 [(가상 ‘균등화 소득 2’ –이전단계 가상 
‘균등화 소득 2’ )/(2014년 실제 불평등–1999년 실제 불평등)]* 100으로 계산함. b) ‘65세미만 1인 
가구’와 ‘노인가구’ 그리고 ‘그 외 가구’로 분류함. c) ‘65세미만 1인 가구’, ‘노인가구’, ‘부부가 존
재하는 가구’, ‘한부모 가구와 15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조손가구 포함)’ 그리고 ‘그 외 가구’
로 분류함. +는 이전단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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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14년 실제 노동시장 지위와 추정 노동시장 지위 비교
노동시장 지위 변화가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해하는 모의실험에서

의 개인 노동시장 지위 변화 모델링은 2014년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회귀계수 벡

터에 1999년의 개인 특성 잔차를 투입하여,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를 추정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1999년의 개인은 2014년의 개인과 다른 노동시장 지위를 선

택할 수 있다. BFL(2005)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횡단 데이터를 기준으로 개발되었

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동패널은 패널 데이터로서 사실상 1999년과 2014

년의 동시에 존재하는 개인의 경우,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2014년의 실제 노동

시장 지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의 

가구 내 지위와 관찰된 혹은 비 관찰된 시변 특성 또한 변화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1999년과 2014년 두 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2014년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두 해 모

두에서 가구별 지위가 변화하지 않고, 65세 미만인 가구원의 추정된 노동시장 지

위와 2014년 실제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하였다. 둘째, 가구 내 여건과 연령 상관

없이 1999년과 2014년에 존재하는 개인의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실제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부표 9>와 <부표 10>과 같다.

2014년의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는 2014년 실제 노동시장 지위에 비해서 비근

로와 정규직 종사는 과대 추정되었으며, 자영업은 과소 추정되었다. 이는 1999년

과 2014년의 개인의 비관찰된 시변 특성 변화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가구원별로 

추정 결과와 실제 결과는 상이하였다. 첫째, 65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실제 정규

직에 종사하는 가구주 비율은 추정된 비율보다 15.95% 포인트 낮았으며, 실제 자

영업 종사중인 가구주의 비율은 추정된 비율보다 13.94% 포인트 높았다. 다시 말

해서 1999년의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시변 혹은 시불변 특성을 기반으로 2014년

에 정규직에 종사해야 할 가구주들이 2014년에는 실제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는 사실을 뜻한다. 이는 조기은퇴와 같은 다양한 노동시장의 상황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근로의 추정은 비교적 정확하였다. 즉 비근로로 추정된 가

구주와 2014년 실제로 비근로인 가구주의 비율이 1%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추정할 경우 실제로 비근로인 배우자의 비율

이 추정된 비근로 비율보다 12.22% 포인트 낮았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유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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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1999년과 2014년의 개인 비관찰된 시변 특성 및 가구 여건의 변화 혹은 노

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배우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 중으로 추정된 배우자의 경우 실제 종사 비율과 매우 비

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2014년 실제 자영업 종사중인 배우자의 비율이 자영업 종

사로 추정된 배우자의 비율보다 11.18% 높아,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개인의 비

관찰된 시변 특성의 변화로 인해 자영업에 종사 중임을 알 수 있다. 

기타 가구원의 경우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실제 노동시장 지위의 차이가 매

우 크다. 노동시장 지위 추정 결과의 경우 80.53%가 비근로일 것으로 추정된 반

면 실제 비근로인 기타가구원은 40.4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1999년과 2014년의 개인의 시변 특성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타 가구원

의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는 2014년 변화된 개인의 특성에 1999년의 비관찰된 개

인 잔차를 투입하여 추정된 결과이다. 이에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시

변 특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25세 이하의 청년 기타가구원(대부분 학업 중이

거나 취업 준비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을 제외하고. 2014년 현재 41세 이상의 개

인으로 (1999년 당시 26세 이상의 표본) 다시 비교한 결과, 추정된 직업선택과 실

제 직업선택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기타가구원의 경우 관찰되지 않은 

시변 특성의 변화(특히 1999년 기준으로 25세 이하의 개인)가 2014년의 실제 직

업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N=1,495) 배우자(N=1,287) 기타가구원(N=278(83)

분류 추정(%) 실제(%) 추정(%) 실제(%) 추정(%) 실제 (%)

비근로 10.92 11.53 55.31 43.09 80.53(54.31) 40.49(50.80)

정규직 53.75 37.80 17.79 18.52 9.3(23.85) 33.62(19.84)

비정규직 17.8 19.20 19.05 19.35 7.78(14.34) 16.54(17.95)

자영업 17.53 31.47 7.85 19.03 2.38(7.49) 9.35(11.41)

<부표 19>  가상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실제 노동시장 지위 비교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가구원 지위 변동 없는 65세 미만 개인에 한해서 비교함. 기타가구원의 괄호안의 숫자는 1999년 

26 세 이상 성인의 노동시장 지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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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2014년 실제의 노동시장 지위의 경우 

1999년과 2014년 두 해에서 모두 가구 내 역할이 변하지 않고, 65세 미만의 근로

가능 연령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가구 내 역할의 변화와 근로 가

능 연령대 고려 없이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2014년의 실제 노동시장 지위를 비

교하였다. 예를 들어 1999년에 65세 미만의 가구주 이었지만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된 경우 혹은 기타가구원 중 결혼으로 인한 분가 가구원의 경우 앞서 

비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현재의 비교 결과에는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비근로는 

6.43% 포인트 과대 추정되었고, 자영업은  8.24% 포인트 과소 추정되었다. 그 외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되었다.

분류 추정(%) 실제(%)

비근로 42.5 36.07

정규직 27.72 26.14

비근로 17.50 17.26

자영업 12.29 20.53

관측치 6,077 _

<부표 20>  가상 추정된 노동시장 지위와 실제 노동시장 지위 비교

자료: 한국 노동패널 2차, 17차 자료. 
주: 가구원 지위와 연령에 상관없이 자료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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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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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estimate the impact of changes in labour 

market structure, labour supply, assortative mating and family structure, 

on inequality of household earnings over the last sixteen year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this study captures how 

earnings of each family member (householder, spouse, and others) 

changes when there are changes in individual attributes, labour supply 

(i.e. working hours and occupational choice), return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labour market,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and 

family structure, and whether these changes contribute to rising 

inequality of household earnings. 

Although a great deal of academic attention has focused on issue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since the late 1990s, three identified gaps in 

the literature still exist. First, although total household earnings consist 

of pooled earnings of family members who work in paid jobs, almost all 

empirical studies have been focusing much on householder’s earning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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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er’s characteristics (i.e. sex, age, and labour market status) to 

examine changes i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However, it leaves a 

large part of household income inequality unexplained. This is partly 

because of the lack of a suitable method of decomposing earnings from 

each family member based on the household as the unit of analysis and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mily member. 

Secondly, little rigorous work has been done to disentangle different 

sources of overall income inequality to better understand the drivers 

behind its increase.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can be affected by 

differences in returns (i.e. earning rate)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labour market (i.e. price effect), and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themselves (i.e. endowment effect) and the amount of labour supply (i.e. 

labour supply effect). However, previous studies found it difficult with 

their methodologies to disentangle the effects of price, endowment, and 

labour supply. 

Lastly, previous studies on Korea did not explore in depth 

simultaneity among family members with respect to labour supply 

decision. Based on conventional labour-supply literature, household 

members’ labour-supply is strongly dependent on either labour supply 

or earnings of household heads, and household conditions such as the 

number of children and elderly adults in the household, particularly for 

married women. Labour supply of family members are determined jointly 

with the behaviour of household head and household conditions, but 

previous literature did not explicitly model them.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I used simulation methodology which is 

a combination of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procedures developed 

by Bourguignon, François, and Lustig with Korea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his methodology enables me to disentangle the 

effects of certain contributing factors on household earning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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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mparing the generated counterfactual and actual income distribution 

while all other effects are held constant. 

This study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mentioned 

above. First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household 

income generation for each family member, multiple earnings equations 

are taken into account separately by capturing earnings of each family 

member. This methodology is suitable for comparing full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across family members within a household, not 

individual earnings. Secondly, I decompose three potential sources of 

income inequality: price, endowment and labour supply effect by using 

simulation. Last, the inter-correlation between household members’ 

labour-supply decisions is modelled in the same way as the 

conventional labour-supply literature. 

This study focuses on two main contributing areas. Firstly, the 

factors relating to labour supply and earnings may lead to increase in 

inequality of household earnings. More specifically, I investigate the 

effect on distribution of household earnings of changes in 1) return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labour market, 2) weekly working hours, 

3) choice of work status (nonwork, standard work, non-standard work, 

self-employed, employer) among working age family members, and 4) 

earnings of family members over 64 years old. Secondly, changes in 

individu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can contribute to widening earnings 

dispersion among households. I further investigate the effect on 

inequality of household earnings of changes in three more factors: 1) 

structure of educational attainment, 2)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and 3) household structur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hanges in the 

structure of returns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labour market 

play some role in the increase in household earnings inequality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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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and 2014. Widening earnings gap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 

workers lead to rising inequality of household earnings. However, return 

to educational attainment, gender, and work status (standard and 

nonstandard) in labour markets do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earnings. 

Secondly, changes in working hours based on the household unit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inequality. Polarisation of working hours 

based on individual and household levels have been observed since the 

late 1990s, indicating that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ried couples in which both partners have more than high school 

education work longer than their counterparts. 

Thirdly, changes in people’s choice of work status have important 

consequences for inequality.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people are 

more likely to choose non-work status and being a non-standard 

worker in 2014, compared to 1999. On the contrary, people are less 

likely to choose to be self-employed and being a standard worker 

among family members under 65 years old, compared to 1999. This 

would result in changes in people’s preferences and labour market 

structure. 

Fourthly, earnings of those aged over 64 years old slightly decreases 

inequality of household earnings, if all other earnings of working age 

family members were held constant. However, earnings from the elderly 

slightly increase inequality after considering the inter-linkages among 

the earnings of working age family members. This suggests that the 

earnings of those of working age and those of the elderly increase or 

decrease together within the household in 2014, compared to that in 

1999. 

Fifthly, educational advancement between 1999 and 2014 contributes 

to increase in inequality of household earnings. However,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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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of spouses decrease inequality by increasing movement 

from non-work to work status. 

Sixthly, increase in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resulting from 

educational improvement contributes to the rise in inequality. Finally, 

increases in single households and elderly households with only elderly 

adults are main drivers of inequality. 

This dissertation makes contributions to the fields of labour market 

studies and inequality studies. Based on these results, I discus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Household earning, inequality, labour market, working hours,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family structure 

Student number: 2008-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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