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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정책 영역별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국가 정책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누고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

가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먼저 진행한 회귀분석에서는 패널 간 이상성(heteroskedasticity)

과 시계열적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패널교정오차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에 시계열적 자기상관 구조를 포함했다. 이어서 비교

연구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다루고, 정책의 효과를 결합구조

(configuration)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으로써 트리구조(tree-based model)를 활

용한 예측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은 불평

등 완화에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 정책을 통한 불평등 억제의 방향을 시

장소득 분배 개선과 재분배를 통한 완화로 나눌 때, 노동 세대 지출은 주로 후자와 관련하여, 돌

봄 서비스 지출은 전자를 중심으로 주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말미에는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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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 지출이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관찰하

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정책은 권리성의 실현과 할당 원칙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가진 

수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의 구성에 따라 불평등 완화 효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국가에 대한 총량적 접근을 넘어 정책 영역별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조정하는 

복지국가의 효과적 정책 구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취약 계층에 대한 투자 수준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린다(Krugman, 1996; Macinko, Shi, Starfield, & Wulu, 2003). 또한, 

불평등은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Rothstein & Uslaner, 2005; Zak & Knack, 2001). 더 나아가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통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나 자살과 같은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는(Merton, 

1964) 등,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개입이 요구되는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복지국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불평등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탈산업화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의 변동과 글로

벌라이제이션의 심화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적 제약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

암아 불평등에 대한 조정 기능에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 재정의 양적 팽

창이 제약 받는 상황과 새로운 정책 수요의 분출은 복지국가의 정책 영역 간 상쇄

(trade-off)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Garfinkel, Rainwater, & Smeeding, 2006). 이런 

상황에서 현금 이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 재정의 단순 팽창은 더 이상 지지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타의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불평등 완화와 관련해 

복지국가의 정책 구성이 어떠해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권의 옹호라는 큰 원칙하에 다양한 목표와 수단을 가진 정책의 집합

체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불평등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복지국

가의 정책 구성을 어떻게 조작화할 것인가가 방법론상 중요한 문제가 된다.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의 전체 지출을 통해 제도적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모든 지출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

했다.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 도구들이 상이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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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복지국가와 특정 산출 결과를 연결 짓고자 하는 비교 연구는 복지국가 정책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정책 영역별 지출에 대한 

Castles(2009)의 제안을 따라 복지국가의 각 지출과 불평등의 관련성을 OECD 국가를 중

심으로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인 복지국가 정책 영역 및 그 구성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 목적을 위해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 계수와 시장소

득 지니 계수 대비 가처분 소득 지니 계수의 퍼센트 비율을 결과변수로 함께 다룬다.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는 시장 분배 및 정부의 재분배를 통한 개입 결과를 모두 아우르는 

최종적인 형태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불평등과 관련한 복지국

가의 개입은 시장소득 불평등의 개선과 이후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개선 양자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자의 불평등 변화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복지국가 각 정책 영역이 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복지국가 지출과 불평등

복지국가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소득에 대한 재분배를 통한 방식을 우

선 생각해 볼 수 있다. 현금성 보장 정책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경우 

시장소득에 연동(earning related)되는 기여에 의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여 및 욕

구 수준에 대한 고려가 혼합된 할당 원칙을 통해 급여액이 결정된다. 한편, 수당이나 공

공부조와 같이 기여에 의하지 않고 일반 조세에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정

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현금 재분

배 정책은 재원 확보 및 급여 할당 방식을 통해 수직적 혹은 수평적 재분배 과정을 가져

와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 복지국가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요인에 

의해 이와 같은 재분배 기제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핵심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이면서 복지국가 지출에 큰 폭을 차지하는 

연금의 경우 정책 환경에 따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oskin(1986)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노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동이 진행될 경우 연금의 세대 간 이전 과정이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게 더 큰 수혜를 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런 경우 연금 제도가 사회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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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미치는 불평등 완화 효과는 상당 수준에서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성장의 둔

화와 실업과 같은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 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 고용의 

안정적 유지와 관련 있는 노동 세대로의 공적 이전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개선할 가능

성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불평등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적게 받아왔지만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 시

장소득 분배 개선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지국가 정책의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효과는 복지국가 정책이 개인의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

하는 역할을 통해 복지국가 정책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적 구조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Morel, Palier, & Palme, 2012). 특히, 돌봄, 상담, 교육과 같은 서비스나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통해 인적 자원의 효과적

인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참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국 시장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의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 개입은 개인의 빈곤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 및 유지 등으로 불평등의 완화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Hao, 1996; McLanahan, 1983).

복지국가 비교연구에서 불평등 완화와 복지국가 지출 구조를 총량적 수준을 넘어서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

라 시장소득 불평등과 이후의 재분배 기제를 구분하여 정책 영역별 효과를 살펴본 연구

도 많지 않았다. 복지국가 정책에 따라 계층화나 탈상품화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불평등

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Esping-Andersen(1990)이나 표적화된 반빈곤 

정책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해 다룬 Korpi(1998)가 복지국가의 정책 구성의 

다양성과 정책 성격에 따른 불평등 완화 효과의 차이에 관심이 있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

과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Castles(2009)은 복지국가의 역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지출이 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탐색적인 수준에서 검토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

이 있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지출을 노령 관련 현금 지출(age-related cash), 근로 세

대 관련 현금 지출(working-age cash), 건강 지출(health), 그리고 기타 서비스 지출

(other service expenditure)로 구분했다. 노령 관련 현금 지출은 노후 보장성 현금 지출

과 유족 관련 연금 지출을 포함하며, 근로 세대 관련 현금 지출은 산재, 실업, 그리고 

근로 세대 가족 정책 관련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사회 서비스 지출은 서비스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 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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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상관분석 결과 네 가지 복지

국가 지출 가운데서 지니 계수로 측정된 불평등 완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련

성을 보인 지출은 근로 세대 관련 지출과 기타 사회 서비스 지출이었다(Castles, 2009).

Castles(2009)의 연구가 일본을 포함한 일부 서구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 지출과 

불평등 간 관련성을 한 시점에 한정된 단순 상관분석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자료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시도를 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불평등과 관련된 여타의 변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분석 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최근의 상황

을 검토할 수 있는 종단 자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국가

의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시장소득 

불평등 대비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변화비를 함께 분석에서 고려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시도를 하고자 한다. 

먼저, 회귀분석에서는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국가별 이상성

과 시계열적 비정상성을 분석 모형에서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

해서는 방법론 부분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지출이 지니는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순효과(net effects)’를 추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

기할 수 있다. 정책 수요 등과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맥락과 정책적 개입 요인을 각각 

분리하여 산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회귀분석에서 정책 요인 및 환경 요인 간 존재하는 공선성 문제로 주로 이어지

며, 정책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의 타당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

석에 더해서 지출과 환경적 요인을 결합구조(configuration)로 이해하고 결합구조별 불

평등 완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결합구조는 어떤 특정 수준의 산출결과를 가져오는 정책 및 관련 조건들의 조

합이라고 할 수 있다(Ragin & Strand, 2008). 결합구조적 접근(configurational 

approach)은 특정 수준의 결과변수를 예측하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결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적합하다. 특히, 다루고자 하는 현상이 다양한 요인의 조

합(combina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이와 같은 접근의 유용성은 크다(Longest & 

Thoits, 2012). 본 연구의 주제인 불평등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경제사회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들이 분리되기 힘든 상태로 결합되어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합구

조적 접근은 타당한 결과 도출과 정책 역동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불평등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각 지출 영역이 일정한 정책 조합을 이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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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고려할 때,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정책 혼합(policy mix)의 도출에 결합

구조적 접근이 지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회귀

분석에 따른 분석 결과와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정책의 제도적 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포함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요인 및 관련 문헌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련성은 학자마다 다양한 결론을 도출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선형적 관련성과 Kuznets(1955) 등이 

제시한 비선형적 관련성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탈산업화는 서비스 부분의 증

대 및 그에 아우른 제조업 비중 감소와 주된 관련이 있다. 임금 구성의 내적 다양성 수준

이 높은 서비스 부분의 확대와, 기존 제조업 부문 종사자들의 이탈 및 저임금 노동시장

으로의 흡수는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크게 한다. 이런 과정은 탈산업

화와 불평등의 정적 관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업도 노동자의 빈곤 위험을 높

이고 노동력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관련이 있어 분석에 포함했

다. 

노동자의 정치적 역량과 노동 조건에 대한 교섭 능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노동조합 가

입 수준도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앞서 탈산업화와 관련된 산업 부

분의 변동을 초래하여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정책 도구의 활용에 제약을 함께 가져 울 수 있으므로(Axel Dreher, 2006), 불평등 관련 

요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지국가 지출 및 기타 제도적 환경과 높은 관련성

이 있는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노령화 수준을 모형에 함께 포함했다.

Ⅲ.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OECD 3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관찰 기간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가용 자료에 따라 국가별로 관찰 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 

분석기간의 설정은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인인 복지국가 지출과 관련해 연구 수

행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의 OECD 지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와 조작화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과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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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하나인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OECD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니 계수를 활용하기로 

한다. 분석 결과 검토의 편의를 위해 회귀분석의 경우 지니 계수에 100을 곱한 값을 활

용하고, 트리 모형 분석에서는 원래 값을 그대로 투입한다. 또 다른 결과변수인 불평등 

변화율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지니 계수와 시장소득 지니 계수 대비 가처분 소득 지니 

계수의 퍼센트 값을 사용할 것이다.

핵심 설명변수인 복지국가 지출은 OECD의 사회보장지출데이터(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를 활용한다. SOCX에는 정책 영역별로 현금 및 서비스(in-kind)로 대

별된 GDP 대비 지출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OECD, 2016). 본 연구는  Castles(2009)의 

논의를 따라서 복지국가 지출을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먼저, 노후소득지출

(age-related expenditure)은 노후 현금 지출과 유족에 대한 현금 지출을 합산하여 계산

했다. 노동세대지출(working-age expenditure)은 전체 현금 지출 가운데서 노후소득 지

출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관련 지출을 합산했다. 의료지

출(health expenditure)은 SOCX의 구분대로 공적 의료 지출 수준을 활용했으며, 사회적 

돌봄 지출은 전체 서비스 지출 가운데 의료 지출을 제외한 값을 사용했다. Castles(2009)

의 연구에서 의료 지출을 제외한 서비스 지출을 ‘기타 서비스 지출’로 명명했으나, 실제 

여기에는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돌봄과 여타의 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된 지출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 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불평등과 관련한 기타 변인 및 조작화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은 1인당 국민총생산

(2005년 USD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련성은 학자마다 다양한 결

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선형적 관련성과 비선형적 

관련성을 함께 다루기 위해서 1인당 GDP와 1인당 GDP의 제곱값을 함께 분석 모형에 

투입하기로 한다. 탈산업화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

로, 실업률은 노동가능 연령 중 실업자 비율로 측정하였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노

동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된 비율을 사용하였다. 위 세 변수는 모두 OECD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자료를 이용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수준은 Dreher(2006)과 Dreher et al.(2008)

의 '전반적 글로벌라이제이션 수준(Overall Globalization Index)'을 활용했다. 노령화 수

준은 OECD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정의하여 

분석에 포함했다.

2. 분석 방법

1)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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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지출 구조와 여타의 사회 구조적 특성은 국가별 이상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

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또한 국가의 제도적인 

맥락에 따라 높은 상이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케이스 간 존재하는 이와 같은 이상성을 적절하게 모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패널 자

료에 대한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PCSE) 추정 방식은 이와 

같은 비교 국가 간 이상성을 모형화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회귀 계수의 추정에 유리하다

(Beck & Katz, 2011). 국가 간 이상성에 대한 고려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과 

같은 주요 변인에서 추세(trend)가 존재하는 시계열적 비정상성을 다루기 위해 PCSE 추

정에 더해 시계열적 자기 상관구조를 추가로 모형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회귀 분석 모

형에서 1차 시계열적 자기 상관(AR1) 과정을 포함하여 함께 다루었다.

2) 트리 모형 분석

트리 모형은 데이터 중심(data-driven) 분석 기법의 하나로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설

명 변수의 조합을 발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트리 모형 분석을 통해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 변수와 해당 변수의 분기 조건의 위계적 조합

을 통해 예측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설명변수는 분기식의 구성 가운데서 반복적

으로 활용 되는(recursive) 구조를 지닌다. 아직 비교 연구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분석 결과를 통해 특정 수준의 제도적 산출 결과를 도출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의 조합(configurations)을 다룰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유사한 결과를 

이끄는 다양한 메커니즘(equifinality)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트리 모형을 구성하는 알고리듬은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othorn(2006)의 

조건적 추론 방식(conditional inference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각 분기

점(노드)의 분기 조건을 마련할 때, 확률적 유의미성을 통과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

므로 예측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예측에 큰 의미가 없는 분기가 이어져 모형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간명한 예측 모형을 도출

하는 추정 방식은 본 연구처럼 국가 비교 연구에서 이와 같은 특징은 중요한 장점이 있

다. 즉, 관측 수에 한계가 있고 비교 케이스 선택에 따라 예측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국가 비교 연구의 특성상 지나치게 상세한 예측 모형은 과잉 적합(over-fitting)의 

문제를 일으켜 추정 결과의 일반화에 중요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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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 국가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요약 통계치 통해 분석 대상 국가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니 계수로 측정

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평균은 0.31이었으며, 시장소득 불평등 대비 가처분소득 불평

등의 퍼센트 비율로 나타낸 불평등 변화비의 평균은 65.14%로 집계되었다. 

복지국가의 네 지출 가운데 평균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노후 현금 지출

로서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GDP 대비 평균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세대 현금 지출인데 평균 지출 수준이 5.63%인 것으

로 나타났다. 건강지출의 경우 노동세대 현금 지출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5.13%로 드러

났다. 다만 노동세대 현금 지출의 경우 표준편차가 건강지출에 비해 커 국가 및 시기별

로 변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돌봄 지출의 경우 GDP 대비 평균 

1.78%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1> 요약 통계치

로그 경제성장의 평균은 10.12로 나타났으며, 전체 근로자 중 서비스 산업 부문에 종

사하는 비중을 통해 계측한 탈산업화 수준의 경우 평균 6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조합 가입 평균은 32.55%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평균은 7.45%였으며, 전반적인 글로벌

구분 변수 평균 S.D.

불평등
가처분소득 불평등 0.31 0.07

불평등 변화비 65.14 9.42

복지국가 지출

노후현금지출 7.04 3.26

노동세대현금지출 5.63 2.85

건강지출 5.13 1.58

사회적 돌봄지출 1.78 1.65

기타 변인

로그_경제성장 10.12 0.49

탈산업화 65.86 9.33

노동조합가입 32.55 21.15

실업률 7.45 4.07

글로벌라이제이션 70.79 14.30

노령화 12.81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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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제이션 수준은 평균 70.79로 계측되었다. 끝으로 노령화 수준의 평균은 12.81%였

다.

2. 복지국가 지출과 불평등의 추이

<그림 1>은 복지국가 지출과 불평등 수준의 전반적인 관련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 상단은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하단은 불평등 변화율을 Y축에 나타낸 것이며. 왼쪽부

터 각각 노후 현금 지출, 노동 세대 지출, 건강 지출, 사회적 돌봄 지출을X축으로 표현했

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별로 변화 궤적을 선으로 이어서 산점도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두 변인의 전반적인 추세선을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내고, Y축을 중심으로 95% 신뢰구간

을 회색 음영으로 처리했다.

복지국가 지출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관련성을 다룬 상단 그림에 대한 탐색적인 검

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후 현금 지출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지출 증가에 따라 가처

분소득 불평등이 하락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나, 이후부터는 오히려 지출 수준이 증가

함에 따라 평균적인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추정 구간도 넓어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노후 현금 지출이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전반적인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명

확하지 않거나 제한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노동세대에 대한 현금 지출 증가는 

비교적 일관되게 가처분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 수준의 경우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명확한 관련성을 찾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 지출이 낮은 구간에서 중간 

수준 이상의 구간으로 이행할 때 불평등 수준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이와 같은 추

세는 지출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넘어감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의 좌상단에 분포하고 있는 지출 수준이 낮고 불평등 수준이 높은 일부의 국가를 분석에

서 제외할 경우 지출 수준의 초반 구간에서 나타나는 부적 관련성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돌봄 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지출 수준의 확대가 

낮은 불평등 수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수준의 전 구간에 

걸쳐 지출 수준과 가처분소득 불평등 간 높은 음의 상관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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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지국가 지출과 불평등 간 궤적

한편, 불평등 변화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룬 하단의 그림에서 드러난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준 노동세대 지출

은 불평등 변화율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동세대 지출이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효과 속에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처분소득 불평등에서 높은 부적 관련성을 보인 돌봄 지출이 불평등 변화율에서는 

다소 그 관련성이 약화되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돌봄 지출이 가처분소득 불평

등을 완화하는 효과 속에는 시장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주요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인적 자원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시장소득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결과이다.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다소 약한 관련성을 보인 노후 현금 지출과 의

료 서비스 지출은 불평등 변화비에서도 뚜렷한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3. 회귀분석 결과

1) 패널교정표준오차 모형 분석 결과

PCSE-AR1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표2>에 제시했다. 모형1은 가처분소득에 대한 



162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

불평등 수준이 결과변수이며, 모형2는 시장소득 불평등 대비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변화

율을 결과변수로 하였다. 먼저 모형1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루고 모형2의 분석 결과는 

전자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대한 모형1의 분석 결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불평등 억제 효과가 

있는 복지국가 지출 영역은 노동세대에 대한 보장(b = -0.44, p < .001)과 사회 돌봄 서비

스인(b = -0.62, p < .05)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 서비스 지출의 

경우 불평등 완화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기타 통제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은 불평등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b = -95.77, p<.001)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성장 수준에 제곱을 취한 변수의 경우 불평등과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서 정적 관련성(b = 4.2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성장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불평등의 억제와 관련성을 가지지만, 이는 비선형적인 것일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이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의 경제성장을 이룬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탐색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요약

o p<.10; * p<.05; ** p<.01; *** p<.001

변수
모형1(가처분소득 불평등) 모형2(불평등 변화율)

B S.E. Sig. B S.E. Sig.

(Intercept) 566.21 145.91 *** 221.36 253.85

노후현금지출 -0.14 0.11 -0.17 0.21

노동세대현금지출 -0.44 0.13 *** -1.61 0.24 ***

건강지출 0.12 0.19 -0.09 0.43

돌봄지출 -0.62 0.24 * -0.57 0.46

로그 경제성장 -95.77 28.01 *** -19.42 48.15

로그 경제성장2 4.25 1.31 ** 0.53 2.26

탈산업화 0.19 0.07 ** 0.43 0.13 **

노동조합가입 -0.04 0.02 o -0.07 0.05

실업률 -0.05 0.06 -0.35 0.14 *

글로벌라이제이션 -0.03 0.04 -0.11 0.09

노령화 -0.25 0.10 * -0.91 0.23 ***

R square= .92 R squar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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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 수준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불평등과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관련성(b=0.19,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와 관련된 변인인 노동조합 가입 수준은 약한 확률적 수준에서 불평등과 부적 관련성(b 

= -0.04, p<.1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노령화 수준은 불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관련성(b=0.25, p<.05)이 있었다. 실업률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수

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불평등과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모형2의 불평등 변화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노동세대에 대한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b=-1.61, p<.001) 나타났다. 이를 모형1의 결

과와 견주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세대 지출은 최종적인 불평등 양상을 의미하는 

가처분 소득 불평등 수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와 같은 효과는 주로 시장 분배

에 대한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수준의 완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세대에 대한 

지출이 주로 실업급여와 같이 노동 시장으로부터 이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나 불안정한 

고용 지위와 저임금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부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

장 정책과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돌봄 지출이 모형1에서는 불평등 수준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모형2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

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돌봄 서비스의 지출 확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적 자원의 

개발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모형에서 사회적 돌봄 지출이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떨어뜨린 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돌봄 서비스 지출이 현금이전 등을 통한 재분배 과정 

이전에 시장소득의 분배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변화율에서 유의미한 영

향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서비스라는 급여 특성상 현금 이전과 같은 방식에 비해 직접적인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시장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에 비해 재분배 이

후의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현금 급여가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세대 보장지출이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과 대비할 수 있는 점이다.

통제 변인 가운데 실업률의 경우 돌봄 지출과 반대로 모형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모형2에서는 불평등 변화율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b=-0.35, p<.05)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도 실업률이 시장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재분배 과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높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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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탈과 진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저임금 근로 계

층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 수준

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시장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이 

확대될 경우 시장소득 불평등과 가처분 소득 불평등 간의 차이가 커질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돌봄 지출이나 실업률과는 대조적으로 모형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관찰할 수 있었

던 경제성장 관련 두 변인이 모형2에서는 그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는 경제성장은 불

평등과 시장 분배와 비선형적 관련성을 가지지만 정부 정책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시장

분배 이후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다중공선성 및 변인 간 주요 상관구조의 검토

Farrar Chi-square 통계치를 활용한 분석 모형에 대한 진단 결과 전반적인 수준에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복지국가 지출과 분석에 함

께 포함한 사회구조적 특성 요인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은 통상적인 회귀분

석 이외에 이런 문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분석 방법을 활용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추가적인 검토 이전에 다중공선성 

구조를 구성하는 상호 관련성이 높은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메커니

즘의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

개별 변인 간 공선성 진단은 일반적으로 VIF 지수를 활용하지만, 주의를 요하는 VIF 

수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공선성 진단 기준으로 Klein(1962)이 

제시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Willis & Perlack, 

1978).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변인을 선별하였다. 진단 결과 노후

현금지출, 노동세대지출, 탈산업화 수준, 그리고 노령화 수준은 주의가 필요한 다중공선

성 수준을 보였으며, 이들 변인은 모두 VIF가 4를 초과하는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변인을 중심으로 모형에 투입된 변인 간 관련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모형에 포함된 

경제성장과 경제성장 제곱값은 당연히 완전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높은 공선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당연한 결과로 따로 고려하지 않겠다.

<표3>은 두 분석 모형에서 다중공선성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네 개의 

변인 및 모형에 투입된 여타의 변인 간 관련성을 상관분석 결과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

다. 상관분석은 Pearson's r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를 따로 표시해 두었다.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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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성 진단에서 주의를 요한 변인들은 여타의 변인들과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난 변인 간 관계

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변인 간 상관구조

노후현금지출 노동세대지출 탈산업화 노령화

노후현금지출 - -0.29*** -0.18** 0.70***

노동세대지출 -0.29*** - -0.09 0.14**

의료지출 0.30*** 0.32*** 0.29*** 0.01

사회적 돌봄 지출 -0.08 0.21*** 0.53*** 0.26***

로그 경제성장 -0.28*** -0.38*** 0.28*** 0.48***

탈산업화 -0.18** -0.09 - -0.19***

노동조합가입률 0.05 0.29*** -0.35*** -0.13*

실업률 0.23*** 0.06 0.07 -0.03

글로벌라이제이션 0.27*** 0.68*** 0.02 -0.14*

노령화 0.70*** 0.14** -0.19*** -

 

노후 현금 지출의 경우 분석에 투입된 다양한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노령화 수준과 높은 상관성(r=.70, p<.001)을 보였는데, 이는 노령 현금 지출이 노

령화와 이와 수반된 연금 제도 성숙을 포함한 노후 보장 제도 확대와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복지국가 지출 내에서 노후 현금 보장과 노동 세대 

지출이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r=-0.29, p<.001)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 지출 내에

서 세대 간 균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탐색적인 시사를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동 세대 지출의 경우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높은 상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r=.68, 

p<.001) 나타났다. 두 변인 간 높은 상관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에 대응하는 보장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방 수준 높고 해외 의존이 높은 산업구조 

하에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합력을 보여 노동 세대에 대한 보장 수준을 확대

하는 정치적 힘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다. 이는 노동 세대 지출과 노동조합 

가입률이 정적 상관성이 있음에서(r=.29, p<.001) 일부 유추할 수 있는데, 다만 상관관계

의 크기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별 맥락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탐색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탈산업화 수준의 경우 사회적 돌봄 지출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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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3, p<.001) 나타났다. 양자의 관련성은 쌍방향 모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서비스 산업 비중의 증가는 관련 산업 부문에서 여성 고용의 확대와 관련이 있고, 전통

적으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던 여성의 기여가 축소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돌봄 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 사회적 돌봄 관련 지출의 확대는 서비스 분야

에 대한 정부의 직접 고용이나 시장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의 증대를 가져옴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 트리 모형 분석 결과

<그림 2>는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결과변수로 한 트리 모형 분석 결과를 그래프 구조

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각 노드(node)에는 분기 조건에 활용된 변수와 분기 조건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트리 

모형 알고리듬 상 모든 노드는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노드 

가운데서 복지국가 지출 수준이 조건으로 활용된 경우는 따로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각 

노드의 상단에는 노드 번호가 사각형 안에 제시되어 있다. 노드의 아래에는 분기를 결정

하는 기준점이 엣지(edge) 상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하단에 위치한 최종 노드에는 상위 

분기 조건에 따른 케이스의 분류 결과를 케이스 수(n)와 불평등 평균값(Y)으로 제시하였

다. 해석의 편이를 위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불평등이 큰 집단이 배치되도록 

하였으나, 중간에 약간의 예외는 존재한다. 실제 분석 결과는 더 많은 하위 분기를 포함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해석의 편이와 결과의 간명성을 위해 4단계까지의 결과만을 다루

었다. 

트리 모형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평등의 양상을 가장 크게 대별

하는 핵심 변수는 노동세대 보장과 관련한 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트리 모형의 

그래프 구조에서 노동세대 지출 수준이 불평등 수준을 구획하는 가장 상위의 조건이라

는 점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다. 

둘째,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조건의 조합은 '높은 노동세대 지출 * 높은 돌봄지출 

* 높은 노조가입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 그림에서 노드 번호 1-11-15의 조합

을 따르는 것이다. 이 조합을 따르는 케이스는 하위 분기에 의해 약간의 변이는 존재하

나 모두 지니계수 0.3 미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집단 내에서도 노드19번의 

분기를 통해 가장 높은 노동세대 지출 특징을 보이는 국가가 가장 불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2009년 이후 벨기에를 포함하여 분석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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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평등이 가장 심한 케이스는 평균 0.488로 '낮은 노동세대 지출 * 낮은 경제성

장 * 높은 탈산업화'의 조합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케이스는 그림에서 

1-2-3-5의 조합을 따르고 있다. 남미 국가인 칠레(2009년 제외)와 멕시코가 여기에 속했

다. 한편, 노동세대 지출에 대한 최초 분기에서 높은 쪽으로 나눠졌으나 낮은 사회적 돌

봄 서비스 지출과 낮은 노령 지출 수준을 보이는 1-11-12-13에 속한 케이스도 평균 불

평등 수준이 0.43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경로에 속하는 케이스는 7개로 칠레 일부 

시기(2009년) 에스토니아 일부 시기(2000년)와 터키 초기 관측 시기(2000년~2004년)가 

포함되었다.

<그림 2> 트리 모형 분석 결과(가처분소득 불평등)

넷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과 노동 세대 지출 및 사회적 

돌봄 지출이 비교적 일관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과 달리 나머지 두 정부 지출에서

는 불평등과의 명확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노후 현금 지출은 불평등에 대해 상대

적으로 약하면서 그 방향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드 번호 12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높은 노령 지출이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떨어뜨리

는 경우도 있으나, 노드 번호 7처럼 높은 노령 지출이 불평등 수준을 일부 높이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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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경우도 있었다. 의료 보장의 경우는 불평등과 관련한 영향 요인으로 의미 있

는 관련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아래 <그림 3>은 불평등 변화율을 결과변수에 대한 트리 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

이다. 분석결과 시장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경감하는 경우(20번 노드, 

57.36%)는 노동 세대 지출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탈산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조 

가입 수준이 높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는 1-9-17-18-20의 노드 경로를 따

르는 경우이다. 반면, 불평등 변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는 변화비가 약 93%인 노드 

3의 경우였는데, 노동 세대 지출이 가장 낮으면서 노후 현금 지출 수준도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는 현금 이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

로 가장 낮은 국가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3> 트리 모형 분석 결과(불평등 변화율)

노동 세대 지출은 불평등 변화율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현금 지출은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분석 결과에서 발견된 것보다는 비교적 일관되게 시

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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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정책이 지닌 수급자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일부 이해할 수 

있다. 돌봄 지출의 경우 노드 20에 이어 불평등 감소 수준이 58.10%로 가장 높은 노드 

13번과 관련된 경로에서 하위 분기 조건에서 등장하였다. 이는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비

해 돌봄 지출이 불평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지출은 두 번째 트리 모형에서도 주요한 지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트리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상당 부분 앞에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 세대에 대한 보장과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국가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 보장과 의료 지출

의 경우는 명확한 일정한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트리 모형의 분석 결과는 불평등과 관

련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복지국가와 관련한 제도적 요인이지만 여타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결합을 통해 불평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 및 트리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 수준과 서

비스업의 비중 확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불평등 수준이 특히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국가 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관찰되는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 세대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특성에 더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특징을 보이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불평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

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 세대에 대한 보장 수준이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성

장 수준이 낮음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큰 칠레, 멕시코와 같은 국

가의 경우 가장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트리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

한 복지국가 지출과 불평의 정책 역동 또한 있었다. 첫째, 트리 모형에서 드러난 변인 

간 위계 구조를 통해 불평등 완화에 가장 핵심적인 지출이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인 정책 조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과 사회적 돌봄 지출은 불평등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었다. 셋째, 트리 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한 일종의 예측적 유형화

는 복지국가 지출과 불평등 간 메커니즘을 구체적인 국가별 사례와 연결짓게 하였다. 

이는 이후 추가적인 지역 연구를 통해 보완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170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

Ⅴ. 결론

지금까지 OECD 32개 국가의 2000년 이후의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지

출과 불평등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복지국가 지출은 Castles(2009)의 제안을 따라 복지

국가의 큰 네 가지 정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노동세대보장, 의료서비

스 지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로 나누어 분석 모형에 투입했다. 복지국가 지출이 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불평등 수준과 관련된 요인으로 경제성장, 서비

스업 비중, 노조 가입률. 실업률, 글로벌라이제이션 수준, 노령화 수준을 모형에 함께 투

입해 통제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국가 지출 

규모를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출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자 했

다.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총량적 크기가 아니라 어떤 정책 구성이 불평등의 완화에 

더 큰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각 지출의 평균적 효과라는 측면과 아울러 제도와 환경의 결합구조(configuration)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결과를 종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은 전체 불

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세대에 대한 공적 공여가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소득 원천별로 보았을 때, 근로 

소득이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가장 크기(강신욱 외, 2006; 여유진 

외, 2005; 이성균, 2008)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 이전을 통한 이들 세대에 대한 공적 이전은 전반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다루는 인적 자원

의 축적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은 개인의 실업 위험을 낮추고, 

근로 소득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이 시장소득 분배 수준에 대한 개선 및 가처분소득 불평등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된 것은 이와 같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출 또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필수적으로 지출해

야 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공적 공여에 따라 사회 구성원 전반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경로를 우선 들 수 있다. 이런 경로는 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구성원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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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을 중심을 중심으로 분배 개선이 이뤄져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으로 돌봄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인적 투자 효과가 사회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분배 지표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이 포착되었으나, 시

장소득 불평등의 개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음을 볼 때, 돌봄 서비스는 특히 

후자의 인적 자원 투자 효과를 통해 시장소득 불평등을 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는 서비스 대상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개선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조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지출 가운데서 의료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 

보장 정책의 경우 불평등 완화와의 명확한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노후 보장 가운데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이 지니는 주요한 두 가지 특성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인

다. 우선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은 수급권의 발생 및 급여 수준에 기여가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수리적 원리 하에 있다는 특징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이 기본적으

로 수평적 분배에 초점을 둔 제도라는 점에서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불평

등 완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금 제도의 경우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Kemnitz(2003)는 실업률의 증가와 연금 재정의 유지 및 확대는 노령

화에 따른 이민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부가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연금 체계에서 안정적인 세대 간 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며, 일정 수준까지 이민을 확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의 확대는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는 

연금 재정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있어 복지 재정의 유지를 

위해서 이주 노동의 확대에 유인이 크며, 이는 실업률의 상승과도 관련될 수 있다. 실업

률의 상승은 노동 시장의 적정 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불평등의 심화와 관

련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 정책 영역 

가운데 노동 세대에 대한 보장 제도의 확대는 불평등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노

동 세대에 대한 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노동 세대에 대

한 사회보장의 확대는 노동자의 인적 자원 축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생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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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인 지출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여기

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이 전체 복지국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정책적 정합성이 높을 수 있다. 근로 세대의 실질 소득과 노동 

시장 참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돌봄과 관련한 부담이 여성을 중심으로 

지워지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노동과 돌봄의 긴장이기 때문이다. 일과 돌봄의 갈등을 완

화할 수 있는 돌봄의 공공화는 노동 세대에 대한 복지 비용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노동 

세대에 대한 보장 정책과 보완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과 같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가 직접적 제공자(provider)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고용 확대 

효과를 통해 노동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 세대 관련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아지게 된다.

복지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재정 압박 가운데 돌봄 위기와 같은 새로운 정책 수요가 

분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선적인 양적 팽창을 통한 문제 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지출 확대와 별개로 일정 부분 기존 복지국가 재정 지출에 대한 

재조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핵심적인 해결 과제로 둘 

때, 노동 세대에 대한 보장과 사회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고려

될 영역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한편으로 노동 세대 지출 및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국가 보장 수준을 높

이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현금 보장 영역과 의료 지출에서 재조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소득 보장은 노동 세대 지출에 비해 평균적으로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요하다면 노후 현금 보장 지출의 일부를 장기요양이나 노

후 관련 서비스의 재원으로 재조정하는 개혁 과정도 의미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 지

출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조세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기존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직접적인 정책 지출에 비하여 조세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Doerrenberg & Peichl, 2014; Poterba, 2007), 조세 또한 분배 구조의 개선과 관련해서 

주요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 다룬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국가 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에 포함되는 복지국가 정책 요인과 여타의 요인 

간 연관 구조가 다층적 혹은 경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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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메커니즘 구조를 모형화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시도를 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조응하면서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중재하는 복지국가의 정책 역동에 대한 이해

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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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Policy Configurations and 
Public Expenditures in Welfare Policy Areas on Inequality: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Working Generations and Social Care as 
Effective Inequality Mitigation Strategy

Beop-Rae R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of welfare state expenditures on policy 

inequality. Panel data were collected for OECD countries since 2000. The welfare state policy 

area was divided into four areas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each policy area of the welfare state on mitigating inequality. This study 

considers time-serial autocorrelation structures in the panel correction error (PCSE) model 

to account for both heteroskedasticity and non-stationarit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used a tree-based model as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ffect of policy regarding 

configurations and to consider multicollinearity problems. The results showed that 

expenditures on working generations and social care service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mitigation of inequality. The results presente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for 

effective policy formulation for mitigating inequality.

【Keywords: Welfare State, inequality, policy configurations,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tree-based model, comparativ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