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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과 동시에 소득 불

평등의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소득 격차 문제

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학

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과 금융발전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다.본 논문은 금융발전을 측정하는 지

표를 금융심화와 금융접근으로나누었다. 따라서 1980년부터 2016

년까지 중국 통계청 및 세계은행 데이터뱅크의 시계열 자료를 이

용하여 Var 모형을 설정했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해서 금융발전이

중국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에 의거하여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 등 문제를

위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소득불평등, 금융심화, 금융접근, 경제성장

학 번: 2017-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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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

은 향상되었지만, 지역 간, 도시-농촌 간, 개인 간의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역 간, 도시-

농촌 간의 금융발전이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도시의 산업 및 인프라를 빠르게 발전시킴에 따라 금융기관의

중심도 도시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중-저소득층과 농민들은 금융서비

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졌고 경제발전의 불균형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나

타났다. 중국 정부는 농촌의 금융발전을 위하여 정책문건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지만 농촌지역의 금융발전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

지 못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금융발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

내외의 여러 학자들이 실증분석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발전을 금융심화와 금융접근의 두 방향으로 세분화하

고 금융 발전이 경제발전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와 높이

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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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에 1920년

대 이래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에 대

해 전면적인 반성을 시작했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부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불건전한 금융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들에

게 더 큰 영향과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기는 경제성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금융 위기는 가난한 사람

들에게 대량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각국 정

부가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2%(8억4200만 명)가 장기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소득

분배 등 방면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또한

가장 가난한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지만, 그들의 수입은

총소득의 13% 미만에 그치지 못하는 것에 비해 1%의 가장 부유한 인구

는 전세계 총소득의 1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간개발보

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중국은 빈부격차가 급속히 커지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부유

한 계층이 차지하는 국민의 부의 몫은 두 배가 되어, 15%에서 30%로 늘

어났다는 것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워싱턴에서 중국 경제의 2018년도 보고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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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여

러 주요 분야의 개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의 2018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6.6%로 전망했다.인플레이션율은 2%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 2.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중국은 도시화

를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졌고, 이는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본 논문은 연구

성과에 기초를 두고 금융심화와 금융접근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서 기존

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최근 중국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고, 금융개혁도 중요한 시

기에 이르러,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바탕

으로 중국 금융개혁의 실천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심화와 경제발전 간에 관계를 보면 금융심화가 경제성장을 향상

시키는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로 King and Levine가 대표적이다. King a

nd Levine는 국가별 금융자산의 상대적 비중으로 측정되는 금융심화를

이용하여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국가 횡단면 연

구를 활발히 진행했다.1960~1989년 기간 동안 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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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GDP대비 금융기관 유동부채로 나타내는 금융심화도와 1인당 실질GDP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1960~1989년 기간 동안 각

국의 금융발전지표의 초기값을 설명변수로, 종속변수는 같은 기간 동안

성장률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금융발전이 일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양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Deidda and Fattouh의 논

문에서는 저소득국가군의 경우 금융심화와 경제성장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즉, 금융심화와 경제성장 간의 양의 상관관

계는 일정 소득의 임계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국가에서 관찰된다는 결론

이 나타났다.

금융접근과 경제성장 간에 관계를 보면 Andiranaivoa(2012)는 아프리

카 지역의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금융 접근 수준을

매개로 모바일 뱅킹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해당 지역의 금융 접근 수

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한

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Kim(2016)은 유럽 40개국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1인당 지역 총생산이 낮은 국가와 금융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서 금융

접근 수준이 향상되면 지역 격차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Du와 Pan(2016)은 2005~2015년 중국 각 성의 페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접근 지수를 구축하고 중국 동부의 금융접근이 중서부

지역보다 높고, 금융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선(先) 촉진 후 억제

된 결과로 나타났다.Fu와 Wang(2018)은 GMM 모델을 활용해 2000~2016년

중국 금융 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에 역U형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정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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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심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보면 Galor, Zeira등 연구자들

불건전한 신융대출시장을 기본 가설로 모형을 삼았다. 신융대출시장의

발전은 금융대출시장의 불건전성을 줄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

용대출시장을 통해 인적 투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용대출 시장은 불

평등 정도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Li, Squire와 Zou

는 금융 심화가 소득 불평등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을 증대시

킬 수 있음을 밝혔다.

반면에 Beck와 Levine은 99개국 1960-1999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금

융 발전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GCAP(단위당 자본의

실질 GDP 성장률), INFANTMORTALITY(유아 사망률), PRIVATE CREDIT(민

간 부문 신용/GDP), EXPEN(정부 소비 대비 GDP의 비중), INFL(인플레이

션율), TRADE(대외 개방도) 등 변수를 사용하여 금융발전 과정에서 저

소득계층의 소득성장이 평균 GDP성장보다 빠르고 경제성장 격차가 줄어

들었다는 결과를 분석했다.

금융접근이 비교적 최근 제안된 새로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상관 연

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금융접근과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금융 접근의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보면 Beck 등 연

구자들은 미국에서 금융 서비스가 쉽게 이용 가능할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Beck 등 연구자들은 금융 심층화 발

전만 있고 접근성이 낮으면 장기적인 소득 불평등 심화와 경제성장 둔

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Chibba는 금융 접근

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Mookerjee

와 Kalipioni는 금융 서비스의 획득성과 소득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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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했다. 이들의 연구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운 집단일수록 소

득 불평등 정도가 낮아지고, 금융서비스의 획득성이 저해될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Park와 Mercado는 새로운 금융 지표

체계를 구축했고 금융 접근은 소득 불평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고 밝혔다. 중국 학자 Wang과 Guan 등의 연구는 금융 접근 수준을 높이

면 지역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두 변수 사이에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Lopez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137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패널 모형을 통해 부유층의 금융접근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금융발

전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불평등 정도를 더욱 심화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혁은 소득불평등(지니 계수),금융심화(민간 부문 신용/GDP),

금융접근(단위 면적당 시중은행의 점포수),경제발전(1인당 GDP) 등 변

수를 사용하고 패널 Var모형을 설정하여 금융심화가 소득수준을 감소시

키고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반면에 금융접근은 소득수준을 증가시키

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

다.

김소영은 소득불평등(지니 계수),금융심화(민간 부문 신용/GDP),경제

발전(1인당 GDP) 등 변수를 사용하고 1960~2012년 기간 전 세계 국가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모형을 상기세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했

다.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금융심화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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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국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소득불평등

제 1 절 금융발전의 현황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은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투자 활성화

를 위해 재정 수단을 이용해 낮은 이자율로 저축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

한 수단이다. 중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여 자금을 빌리는 기업들이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금융활동 및 금융조직을 규제하는 금융억압을 시작했다. 중국의

금융 억압 문제는 동부 연해 지역이나 도시 등 선진지역에 금융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농촌 금융기관의 부실,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중국에서 현재 금융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

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된다.첫째는 농촌경제의 급속한 발전

에 많은 금융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 정규금융의 자금

공급경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저개발 지역 경제로의 자금 유

입을 어렵게 하여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금

융 억압 현상의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도농 이원 구조는 중국 금융 억압의 주요 원인이다. 중국

의 은행은 대도시, 대기업 그리고 큰 프로젝트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자

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들과 농민들의 ‘융자난’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중국 정책 당국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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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농민들의 금

융 수요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 중국의 저개발 지역에는 심각한

금융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동시에 중국 정부 주도의 도시와 공업 우

선 발전 전략은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둘째, 농민의 담보물 부족은 농촌 금융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원

인 중 하나이다. 중국 법률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토지를 점거, 매매,

임대하거나 다른 형태로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농민이 사용하고 경영하는 땅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 이래 중국은 도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농촌 토지를 대

량으로 거둬들이면서 농민들은 땅을 잃게 되었다. 정부는 토지를 징발

한 뒤 주로 화폐보상 방식으로 농민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했다.

셋째, 저개발지역 주민들은 금융신용의식이 부족하고, 여전히 주로

예금대출 위주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 후 상환의지가

낮아 은행의 부실대출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농촌의 금융기관은 농

촌 신용 조합(Rural Credit Cooperatives)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농촌신용조합은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부실자산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보

편적으로 존재한다. 중앙은행은 농촌신용사의 부실대출을 치환하기 위

해 중앙은행 어음과 재대출 형식으로 거액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농촌

신용 조합은 2004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부실대출률은 20

03년 29.4%에서 2015년 4.3%로 떨어졌다.하지만 시중은행의 1.59%에 비

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개발지역 주민들 중 신용불량자가 많고

채무 상환 의식이 비교적 낮은 것 등은 은행들이 저개발지역에 지점을

두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금융서비스가 갈수록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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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중되는 현상은 금융발전의 두드러진 폐단이다.금융자원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은 상당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유엔은 2005년에 금융 포용의

확실한 정의를 제시했고, 현재 연구는 기본적으로 금융 포용을 가정과

기업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연구자들은 인터넷 금융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커

버리지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기능

부재를 보완했다. 인터넷 금융은 지불 청산, 리스크 관리, 자원 배치와

정보 생산과 같은 금융 기능을 강화하여 거래 원가를 낮췄다. 동시에

인터넷 금융은 금융 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아 거래가 간편한 장점이 있

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금융시스템

의 금융억압을 깨고 포용금융을 발전시켰다.

최근 중국의 금융발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의 인터넷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응용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탄생한 인터넷 금융이 급히 성장

하면서 중국인의 거래방식을 바꾸고 있다. 2018년 텐센트(腾讯)연구소

가 발표한 '중국 인터넷+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인터넷 경

제의 연간 창조시장가치는 26조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4% 증

가하여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알리페이로 대표되는 인터넷 금융은 비대칭정보 (Asymmetry of Infor

mation)와 진입 장벽 등 문제를 점차 해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업은 탈중앙화되고 이용자 수요가 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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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금융은 지불이 간편하고 거래원가가 낮으며 시장정보의 비대칭성

이 낮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매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금융업의 발전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

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한계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은행 등 전통적

인 금융기관이 금융자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대형 공기업에 초점을 맞

추는 특징이 있어 중소기업들은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빅 데이

터,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된 인터넷 금융은 기업 및 개인 신

용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 비용 및 디폴트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금융의 큰 장점이다.신용도가 낮아 융자에 어

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터넷 금융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자원 배치와 중소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인터넷 기술이 금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금융의 매개 역할을 약화시켰다. 전통적

인 은행은 오프라인 점포에 의존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

늘날에는 인터넷 금융의 발전으로 많은 업무를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인력 투입과 거래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금융은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다양한 인터넷

수단과 기술에 힘입어 인터넷 금융은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욱 쉽게 금융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

다.즉, 인터넷 금융은 일반 국민과 금융서비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알리바바는 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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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개계좌인 알리페이를 탄생시켰고, 이러한 담보적인 제3자 지불은

줄곧 골칫거리였던 민간 상업 신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알리페이는 표

면적으로는 일종의 지불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신용보증 방식이다. 그

기능은 국제무역결제에서 상업신용 대신 시중은행이 자체신용을 사용하

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알리페이는 인터넷 기업 자체신용으로 민간신

용을 대체하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점은 은행 신용장 서비스 대상자는

실력 있는 수출입 업체인 반면, 알리페이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

상자가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주식시장이 침체되

고 다른 투자경로가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의 보전과

동시에 유동성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각종 재테크 상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 대상은 고소득층으

로 제한되곤 했다.예를 들면 은행 재테크 제품의 구매액은 5만 위안 이

상이다. 신탁 제품의 구매액은 100만 위안이상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

런 재테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계층을 소외시켰

다. 반면 알리바바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은 펀드회사들과 합작해 구

매액이 1위안에 상당하는 인터넷 재테크 상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넓게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모아서 저소득층의 재

테크 수요를 만족시키고 금융서비스의 포용 범위를 넓혔다.

요약하자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거래원가를 크게 낮추고,금융거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방향

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인터넷 금융은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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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국 경제발전의 현황

중국의 경제발전은 진보를 이루어내는 동시에 여러 모순과 충돌이 나

타나기도 했다.

우선, 경제 발전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면 경제 총량은 전년대비 상승

하였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전세계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다. 경제 성장 속도가 총체적으로 안정

된다. 2013년에는 공업, 수출 등 산업의 발전이 반등세를 보였다. 한편

통계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국민들의 소비수준은 끊임없이 향상

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의 인상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경제 효익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활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원가

상승 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체제를 전

환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기업들의 적응력 역시 더욱 강해지고 있

다.

중국의 과속한 경제성장 하에 많은 갈등과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일부 첨단 기술 산업과 기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자원과 환경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자연자원을 소모하고 환경을 희

생하는 대가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기술

이 아직 미숙하고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난다.지금 공장의 폐기물 무단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

각해지고 있는데, 그 예로 베이징 등지에서 발생한 심한 스모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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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 수 있다.또한 지역 발전의 불균형 상황은 여전히 중국 경제 발

전의 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동부, 중부,

서부의 발전 격차, 도시 경제 발전 중의 빈부 격차 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연해지역은 비교적 일찍 개방되었기 때문에 향진기업으로 대

표되는 민영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여 자본이 대량으로 축적되었다. 동시

에 개혁 개방과 일련의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대량의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을 유치하였다. 중서부는 지리적 위치와 정책적 영향으로 자본축적

량이 동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

제발전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빠른 속도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절 소득불평등의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반적인 소득 수준

은 향상되었지만,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촌소득이 도시

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향후 중국 정부

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저소득층

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이

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지역간, 도시·농촌간, 계층간 경제성장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도농간의 빈부 격차가 제일 심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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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중국 경제와 금융의 급속한 발전으로 도농의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

되면서 개혁개방 30여 년 이래 농촌 주민의 소득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8년 133.6위안에서 2016년 12363.41위안으로 92배 증가했지만

농민의 소득 수준은 도시 주민에 비해 그 증가 속도가 느리고 현재 농

민의 소득 수준은 도시 주민에 비해 약 10여 년 뒤쳐져 2006년의 도시

주민 소득수준과 같다.

<그림 1>

[출처: 중국 통계청]

1978-1984년 사이에 중국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계속 좁혀졌고

1985년 이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중국 정부는 19

84년에 연해 개방 도시, 경제 개방 구역을 잇따라 개방했다. 1985년 도

시화 개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공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198

7년 덩샤오핑은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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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 기본노선을 제시하였으며,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1994년 중국 공산당에 농촌공작회의가

열렸다. 장쩌민은 담화에서 현재 몇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첫째는 식량, 면화, 기름 그리고 "채바구니(菜篮子)"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농촌경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

켜 농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농촌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대중이 반영하는 중요한 문제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네 번째는 농촌 기층 조직 건설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정

책은 발표된 후 중국 정부는 농촌 경제 건설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94년 이후 농촌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도농 소득불평등

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8-2008년 사이에는

도농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은행

점포 수 감소와 자금 이탈의 심화는 농촌 금융 발전에 장애물이 되었다.

이는 농촌 주민이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농촌

금융이 비주류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2007년 발표

한 '중국 농촌경제 그린북'에 따르면, 2006년에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

가 3.28배로 벌어졌다. 2010~2016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점차 줄어들

면서 안정세로 기울어진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연구팀은 중국이 현재 주민의 소득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져서 이미 합

리적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는 빈부 격차로 생기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

국 공산당은 2010년 10월 15일 개막한 제 17 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

의(17기 5중전회)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인민에게 확산하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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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사회발전 간에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용성 성

장’을 12·5 계획의 핵심사상으로 채택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모형 및 변수설정

실증분석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1980년부터 2016

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다. 데이터들은 중국국가통계국에서 통계한 2017

년의 <중국통계연감>과 세계 은행 데이터 뱅크를 참고하였다.

1. 소득불평등 지수:

논문에서는 지니계수로 중국의 소득불평등 지수를 나타낸다.중국의

선유항근(2004)은 지니 계수를 "상대적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최빈층의

소득 점유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중산층의 경제성장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데 장점이 있다. 반면에 타일의 엔트로피 지수는 최상층의

소득 점유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중산

층 및 저소득층의 인원 비율이 최상층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논문에서

는 지니계수를 불평등 지표로 쓰기로 한다.

2. 금융발전 지수:

본 논문은 금융발전을 대표하는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와 금

융접근(Financial Access) 두 개로 사용했다.

금융심화지표는 기존 문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부문 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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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신용 규모로 사용한다. 개발도상국의 금융발전은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면서 사회주

의 국가이다. 금융시장을 통해서 중국 통화금융기관의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민간부문신용이 금융발전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융접근 지표는 매 1000 제곱킬로미터 시중 은행의 점포수로 나타낸

다. Financial Access Survey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금융 접근성의

일곱 가지 지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계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지수는 지리적 측면에서 금융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금융 서비스의 지리적 분포를 반영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은행 기관

의 지점 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

다. 2011년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7개 나라의 개인 금융서비스 이용 실

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은행 지점이 지리적으로

너무 먼 것이 국민들이 은행계좌가 없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은행 지점이 부족하거나 지리적인 분포가 고르지 않은 것이

개발도상국의 금융 접근성 수준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지점 분포는 개발도상국의 금융 접

근성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다.

금융심화와 함께 광도와 깊이의 두 개의 위도에서 은행업을 대표하는

금융 발전 정도를 측정하였다.

3. 경제발전 지수:

경제발전 지수는 소득 불평등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1인당 GDP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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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VAR모형을 설정하였다. VAR모형, 즉 벡터자기회귀모형은 Christopher S

ims가 1980년에 최초 제시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변수들 간의 구조

적 관계를 검토할 수 있고 특정 경제 이론에 따른 제약을 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상실하지 않는 동적 연립방정식모형이다.

VAR모형은 금융 영역의 논문에 널리 활용하는 모형이다. VAR모형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다중 방정식을 통해 내생성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변수 전체의 동태적인 변화를 동시에 추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AR 모형을 통해서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이 금융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각 변수 간의 상호 관계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AR모형은 금융

심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변화에 따라 충격반응분석을 통하여 금융심화의 변화도 동태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VAR모형은 모든 내성변수와 지체 내생변수(Lag

ged Endogenous Variable)에 대해 회귀 분석을 진행하고 전체적 내성변

수의 동태적인 관계를 예측함으로써 예측력이 뛰어나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VAR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VAR모형은 n개의 자기 회귀 선형 모형을 연립하고 구성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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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مح�� مح�� 관계가 있다는 두 개 회귀모형이라고 가정한다.

Y�t과 Y�t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مح��+�ݐمح���䁠���ǡ+�ݐمح���䁠���ǡ+��=مح��

مح��+�ݐمح���䁠���ǡ+�ݐمح���䁠���ǡ+��=مح��

VAR모형은 Y�t과 Y�t 두 개 방정식이 연립하고 변수 간에 관계를 반영

할수 있도록 행렬 형태로 표시한다.

مح��
مح��

=
��
��

+
���ǡ� ���ǡ�
���ǡ� ���ǡ�

��ǡݐمح�
��ǡݐمح�

+
مح��
مح��

=مح�
مح��
مح��

, C=
��
��

, ��=
���ǡ� ���ǡ�
���ǡ� ���ǡ�

�ݐمح�, =
��ǡݐمح�
��ǡݐمح�

, مح� =
مح��
مح�� 로 정의하

고 VAR모형의 행렬 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ݐمح��� + مح�

그러므로 N개의 변수로 K차의 시기 정체하는 VAR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ݐمح��� + �ݐمح��� +�+ �ݐمح��� + مح�

그 중에서 =مح�

مح��
مح��
�
مح��

, C=

��
��
�
��

, ��=

���ǡ� ���ǡ�����ǡ�
���ǡ� ���ǡ�����ǡ�

����
���ǡ����ǡ�����ǡ�

, j=1,2,3…,k

مح� =
مح��
مح��

그래서 논문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결합하는 VAR모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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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충격반응함수를 설정하

였다.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수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고 Unit Root Test를 했다. 가성회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Augmented Dickey Fuller(ADF)검정방법

을 이용한다. 1차 차분으로 처리한 후 변수들은 모두 안정적이고 VAR

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충격반응함수를 설정하기로 한다. 충격반응함수는 특정변

수의 단위당 충격 및 변화가 자기 변수 및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

향을 보여준다. 즉, 한 변수가 다른 특정변수에 대한 예측할 수 있으

면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태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금융접근과 금융심화가 경제성장과 소

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는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을 대표하는 점선 및 충격을 받을 때 각

변수들의 반응을 대표하는 실선으로 구성한다. 충격반응함수의 결과

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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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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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이 충격을 받는 그림을 보면 금융심화가 소득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심화가 상승하면 소득 불평등 지수가 증가

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충격의 영향은 2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8

기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금융접근 상승

의 충격에 소득불평등 지수가 떨어지고 8기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나

타냈다. 전체적인 충격의 반응의 폭은 2~4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충격의 영향이 점차 사라졌다. 소득수준 상승의 충격에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충격의 반응의 폭

은 1~2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지속 기간이 길지 않다.

금융심화의 반응 함수를 보면 소득 불평등 지수 상승 충격에 대해

2기 동안 증가세가 보이지만 그 후에 하락세로 돌아서 8기 동안 지속

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접근 증가 충격에

대해 금융 심화가 단기적으로 하락하였다가 상승하는 반응을 보이는

데, 충격 발생으로부터 3기까지 하락 반응이 유의하게 나타나며 그

후 상승세로 보인다. 소득수준의 증대는 금융심화를 감소시키는 결과

가 나오며 1~6기 정도 그 영향이 유지된다.

금융접근의 충격반응함수를 보면 금융접근이 소득불평등 상승충격

에 대해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충격의 영향은 2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8기까지 지속된다. 금융심화가 증가하면 충격 발생으로부

터 상승폭이 가장 크며 8기까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난다.소득 수준 증대는 금융접근성을 증가시킨다.

경제성장이 충격을 받는 그림을 보면 소득 불평등 증가 충격하에

경제성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금융심화 상승 시에는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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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고 지속시간이 10기까지 유지되었다.금융접근 상승 시에

는 경제성장이 하락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융심화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금융접근이 오히려 경제발전을 감소시

키는 결과가 나왔다.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아래에서 논의하도

록 한다.

Felix and Valev(2004)의 논문에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고소득층

으로 나누고 동태적인 페널 GMM모형을 설정하여 민간부문 신용이 저

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자본 성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자본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개발도상국은 민간부문신용이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도출했다.

금융접근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중 Du와 Pan(2016)은 2005~2015

년 중국 각 성의 페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접근 지수를구축하고

중국 동부의 금융접근이 중서부 지역보다 높고,금융발전이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선(先) 촉진 후 억제된 결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Su and Zhu 등 학자는 65개 개발도상국의 은행업 자료를 이용하며

페널 VAR모형을 설정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초기에 있어 시장

메커니즘이 미숙하게 작동하며 정부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기업들은

"대출난 "을 겪는 등 문제가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은 성

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금융자원은 소수의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 접근 수준을 향상시켜도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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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보면 금융심화가 증가하면 소

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Xu(2017)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급시 페널 데이터를 이용하

여 표본이 동부와 중소부 두개 부표본으로 만들었다.지역에 따라 금

융심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경제가 발달된 동부 연해 지역은 금

융심화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중서부 미개발 지역은 금

융심화가 오히려 소득분배의 격차를 증가시켰다. 금융 심화는 신용

대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소득분배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경제성장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문

제가 존재하고 있다.담보물 부족과 농촌 금융 인프라의 낙후로 농촌

주민들은 도시주민보다 은행에서의 대출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현상

은 금융심화의 ‘공평성’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금융접근의 측면을 보면 금융접근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

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Xu(2017)는 금융 접근 증대는 농촌 주민의 대

출난 문제를 완화해 은행 서비스를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교육, 투자 등의 사회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경제적 기회를 늘리고 도시 소득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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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강건성 검증

모형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별순서 변견 추정 모형와 개

발 지표 추가 추정 모형을 설정하기로 한다.

1. 식별순서(Identification Ordering) 변견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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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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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식별순서 조합을 가정

하고 VAR모형을 설정했다. 본 연구는 주로 소득불평등과 금융심화,

금융접근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 모형 중 변수들의 식별순서는 [GINI, CR, FA, Y]이며, Jeong

and Kim(2015)의 논문 중 식별 순서 변경 방법에 의하여 소득 불평등

은 다른변수의 동기 외성변수이다.즉, 모형의 강건성을 실험하기 위

하여 금융지표가 소득불평등과 소득수준의 동기 외성변수라고 가정해

야 한다.따라서[CR, FA, Y, GINI] 및 [Y, GINI, CR, FA]의 식별순서

로 VAR모형을 설정했다.<그림 3>와 <그림 4>을 보면 기본 모형 결과

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발 지표 추가

금융심화와 금융접근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개발 지표를 추가하면 금융심화, 금융접근

과 소득불평등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

므로 소득불평등, 금융심화, 금융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헌

에서 자주 논의되는 무역개방도와 정부 부문의 크기 등을 지표를 VAR

모형에 추가하기로 한다.

<그림 5> 과 <그림 6>는 무역개방도와 정부 부문의 크기 등 지표를

각각 추가한 후의 충격반응함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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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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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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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도가 추가된 충격반응함수<그림 5>를 보면 무역개방도 상

승 충격에 대해 소득불평등이 7기 동안 상승세를 유지했고 2기에 상

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불평등이 상승하면 무역개방

도가 떨어지며 이러한 충격의 영향은 6기까지 지속된다. 금융심화가

상승하면 무역개방도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개방도가

증가하면 금융심화를 증가시키지만 그 영향의 지속시간은 그다지 길

지 않으며 무역개방도가 금융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기까지 상

승세가 보이지만 그 후에 8기까지 금융심화가 떨어지는 추세로 나타

난다. 금융접근 상승 충격에 대해 무역개방도가 미약하게 상승하고

충격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 무역개방도가 상승할 경우 금융접근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무역개방도의 상승 충격 하에

소득수준이 가파른 오름세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무역개방도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

정부 부문 크기가 미치는 영향은 충격반응함수의 그림을 살펴보면

정부 부문 크기의 지표가 상승하면 소득불평등이 떨어짐을 알 수 있

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면 정부 부문 크기가 미약하게 감소한

다. 금융심화 측면에서 보면 정부 부문 크기가 증가하면 금융심화가

단기적인 하락한 후 상승세로 다시 돌아온다. 반면에 금융심화가 증

가하면 소득불평등이 2기까지 상승하지만 그 후 하락세로 나타난다.

금융접근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 부문 크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

세가 나타나고 정부 부문 크기가 증가할 때 금융접근이 감소하는 결

과가 나타난다. 경제 성장은 정부 부문 크기가 증가하는 충격을 받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 정부 부문 크기도 소득수준의 영향



31

하에 내림세가 나타난다.

위 그림을 보면 무역 개방도와 정부 부문 크기 등 개방 지표를 추

가해도 소득불평등 금융심화와 소득수준 간의 동태적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VAR모형의 강건성 검증을 통과한다고 볼 수 있다.

위 결과를 보면 VAR모형의 4개 변수 간 식별변수를 바꾸거나 무역

개방도, 정부 부문 크기 등 개발 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해도 변함

없다. 즉, 기본 모형의 추정결과가 추정 모형의 설정의 변화에 큰 영

향을 받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이다.

제 5 장 연구 결과 요약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논문은 1980년부터 201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Var모형을 설정하

였고 경제성장, 소득불평등과 금융발전 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실증

분석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심화가 경제성장을 향상시키고 소득불

평등을 악화시키는 반면에 금융접근이 경제성장을 감소시키고 소득불

평등을 완화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국의 경우 은행의 금융 서

비스는 부유층에 대한 대출에 더 편중되어 있고 빈곤층은 금융자원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점차 심화

되고 있다. 반면에 은행 점포 수로 나타나는 금융접근이 상승하면 소

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위 면적당 점포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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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수록 대중은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빈

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 경로를 통한 다양

한 방법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충격반응함수를 관찰하면 빈부

간에 심한 빈부 격차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중국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8%이상의 GDP성장률을 이룩하며 세계 2

위의 경제 대국이 되지만, 과속한 경제성장 하에 빈부격차가 심화되

는 문제를 낳았다. 본 논문의 결론이 시사하듯이, 소득 불평등을 해

결하기 위하여 금융의“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중국의 정부 당국은

포용금융을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소득불평등 개선과 금융 접근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첫째는 중국 국민의 투자경로가 적은 편이고, 자금이 단기간에 한

산업이나 업종으로 투입되거나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많으며, 이는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금융규제와 금융발전에도 도움

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투자 채널을 적극적으로 넓히고,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감독하고, 자금 흐름을 점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 당국은 인터넷 금융의 이점을 더욱 확대시키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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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인터넷 금융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금융은 금융자원을 더욱 투명하고 평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중국의 소득불평등 상황을 더욱 개선시켰다. 금융 혁신은 금융 억압

을 약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 파생상품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수반하기도 한다. 정부는 인터넷 금융 상품의 혁신과 운

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P2P(Peer to Peer) 융자 플랫폼의

폐쇄나 악의적인 사기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는 정부는 포용 금융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이와 함께

빈곤 지역의 경제발전을 구제해야 한다.

중국은 금융 발전 정도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농촌 지역은 금융 발전 수준이 낮아 금융 기관의 점포수

가 적은 편이고 금융서비스를 얻기 어렵다.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는

빈곤한 지역에 지점을 설립하면 리스크가 크고 수익이 낮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빈곤지역의 금융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은 인터넷 금융에 대한 법이나 제도 강화를 통해 중국 국민

의 건강한 신용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금융의 발전은 법제의 보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에는 법률 법규는 아직 완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터넷 금융에

관한 법률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34

참 고 문 헌

Beck, T., Levine, R., & Levkov, A. (2010). Big bad banks? The winn

ers and losers from bank de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Jo

urnal of Finance, 65(5), 1637-1667.

Levine, R. (2005).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Handbo

ok of economic growth, 1, 865-934.

Jeong, H., & Kim, S. (2018). Finance, Growth, and Inequality: New

Evidence from the Panel VAR Perspective.

Chibba, M. (2009). Financial inclusion, poverty reduction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1(2), 213-230.

Mookerjee, R., & Kalipioni, P. (2010). Availability of financial s

ervices and income inequality: The evidence from many countries. E

merging Markets Review, 11(4), 404-408.

Park, C. Y., & Mercado, R. (2015). Financial inclusion, poverty, a

nd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Asia. Asian Development Bank Ec

onomics Working Paper Series, (426).



35

王修华，关键. 中国农村金融包容水平测度和收入分配效应. 中国软科学，2

014（8）：150-161.

Hamori, S., & Hashiguchi, Y. (2012). The effect of financial deepe

ning on inequality: Som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Asian

Economics, 23(4), 353-359.

Galor, O., & Zeira, J.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

ic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1), 35-52.

Li, H., Squire, L., & Zou, H. F. (1998). Explaining international

and intertemporal variations in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

urnal, 108(446), 26-43.

汪可,吴青,聂秀华.我国新金融发展与经济增长的互动关系研究[J].西安财

经学院学报,2019,32(02):37-44.

Benabou, R. (1996). Inequality and growth. NBER macroeconomics ann

ual, 11, 11-74.

Alesina, A., & Giuliano, P. (2011).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Handbook of social economics (Vol. 1, pp. 93-131). North-Holla

nd.



36

Barro (2000) showed that no relationship exists for the overall sa

mple but the relationship is negative among poor countries whereas

positive among rich countries.

Alesina, A., & Perotti, R. (1996).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0(6), 1203

-1228.

Kotarski, K. (2015). Financial deepening and income inequality: Is

there any financial Kuznets curve in China? The political economy

analysis. China Economic Journal, 8(1), 18-39.

Rousseau, P. L., & Wachtel, P. (2011). What is happening to the im

pact of financial deepening on economic growth?. Economic inquiry,

49(1), 276-288.

Hasan, I., Wachtel, P., & Zhou, M. (2009). Institutional developme

nt, financial deepening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3(1), 157-170.

Apergis, N., Filippidis, I., & Economidou, C. (2007). Financial de

epening and economic growth linkages: a panel data analysis. Revie

w of World Economics, 143(1), 179-198.



37

Abstract

China's Financial Developing an

d Growth·Inequalit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China, the economy has grown

rapidly and there has been a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The pro

blem of the income gap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This led

to a series of studies of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develop

ment. Indicators measuring financial development can be divided in

to financial deepening and financial access. Therefore, this study

set up the Var model using the data from 1980 to 2016 of China Na

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World Bank Databank.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financial deepening and financial access t

o income inequality through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th

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in

equali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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