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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6개국의 포괄소득을

연령별로 측정한 후, 이를 가처분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소득’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

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으며 포괄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

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소득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포괄소득의 확대 적용이 논의될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시론이 된다. 6개국의 포괄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가주주의

연령에 따라 소득, 저축, 자산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복지패널 과 Luxemburg Wealth Study 가 사용되었

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1차 자료로부터

포괄소득을 측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외에 5개 국가의 포괄소득을 측정해서 국가

간에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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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다수 국가에서 조세와 보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지급된다.1) 문제는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단순한 현금 소득이 아닌 ‘지불 능력(able to pay)’

을 나타내는 이른 바 ‘포괄소득(comprehensive income)’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6개국의 포괄소득을 연령별로 측정한 후, 이를 가처분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소득’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 또한, 포괄소득과 가처

분소득의 차이를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부분과 부동산자산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분해해

서 양자의 상대적인 크기를 국가 간에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6개국의 포괄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가주주의 연령

에 따라 소득, 저축, 자산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하는 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생애주

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된다.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측면에서 포괄소득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향후 포괄소득의 확대 적용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공적부조제도가 수급지원자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하나의 시론이 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구 수

준에서의 1차 자료로부터 포괄소득을 측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외에 5개 선진

국의 포괄소득을 측정하고 비교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2) 

또한, 2010년 이전까지는 여러 나라에 대한 소득과 자산의 미시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기

관이 없었기 때문에 포괄소득을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010년부터 

Luxemburg Income Study(LIS)에서 12개국의 자산, 소득, 부채, 저축 등에 대한 자료

(Luxemburg Wealth Study; LWS)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LWS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 나라의 포괄소득을 측정, 비교한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한계를 지적

함으로써 본 논문의 의의를 밝힌다. 다음으로 3장에서 포괄소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4장에서

1) 일부 학자들은 소비나 ‘기회집합(opportunity set)’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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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괄소득을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

개국의 포괄소득을 측정한 결과는 5장에서 제시한다. 끝으로 6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과 정책적 함의이다.    

Ⅱ. 기존 연구의 검토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미시적 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소득에 대한 연구는 노영훈･김현숙(2005), 성명재･김현숙

(2006), 그리고 오정일･최우석(2008)이 있을 뿐이다. 또한, 생애주기가설에 대한 경험적 연구

로는 남주하･김상봉･이수희(2006)와 문숙재･정순희･여윤경(2002)을 들 수 있다. 

남주하･김상봉･이수희(2006)는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해서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자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52세 이후에 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가구주의 성별, 교육 수준, 거주 지역의 효과를 제거하면 자산은 60세 이후에 감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숙재･정순희･여윤경(2002)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해서 자산의 규모를 추정한 후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구주의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의 자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이 두 연구가 본 논문의 중심 주제인 포괄소득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포괄소득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조세연구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노영훈･김현숙

(2005)과 성명재･김현숙(2006)은 공통적으로 2003년 ｢도시가계조사｣와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의 과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자는 주택자산만을 분석한 반면 후자는 주택, 건물, 토지자산

을 모두 분석하였으나 두 연구 모두 금융자산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온전

한 의미에서의 포괄소득을 추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영훈･김현숙(2005)에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적으면 소득은 높지만 주택소유자의 비율과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낮은 반면, 가구

주의 나이가 많으면 소득은 낮지만 주택소유자의 비율과 주택 가격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성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명재･
김현숙(2006)은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결합해서 포괄소득을 추정한 후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처분소득에 비해 포괄소득의 불평등도가 더 작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의 연구로는 오정일･최우석(2008)을 들 수 있는 데 이들은 고령가구의 소득 증대 정

책으로서 역저당(reverse mortgage)이 유효할 것인지를 2006년 ｢가계자산조사｣를 사용해서 평

가하였다.3) 역저당의 이용에 따른 고령가구의 소득 증가율을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수준별



254 ｢행정논총｣ 제49권 제3호

로 측정하였는데 가주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전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가주구가 65~70세인 경우 소득 증가율은 10%,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상회하였으며 

소득 수준이 하위 30%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36%, 하위 20%인 가구는 30%, 하위 10%인 

가구는 49%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주택자산을 유동화해서 포괄소득을 측정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의 대상을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로 한정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가구

소비실태조사｣, ｢도시가계조사｣, ｢한국노동패널｣ 등은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

어, ｢도시가계조사｣에는 ‘농어촌가구’와 ‘1인 가구’가 포함되지 않으며 월별 자료인 것도 단

점이다. ｢한국노동패널｣도 표본의 크기가 3,821가구에 불과하다.4) 둘째, 포괄소득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만을 분석하였을 뿐 금융자산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셋째, 기존의 연

구에서는 포괄소득의 국가 간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만든 ｢한국복지패널｣과 LIS를 사용해서 6개국의 

포괄소득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표 1> 기존 연구에 대한 요약  

분 류  저 자 연 도  사용자료 주 요 내 용

포괄소득의 
측정

노영훈, 
김현숙 

2005년 도시가계조사

주택자산과 소득을 결합하여 분석, 가구주의 나이가 적
으면 소득은 높지만 주택소유자의 비율과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낮은 반면, 가구주의 나이가 많으면 소득은 낮지
만 주택소유자의 비율과 주택 가격이 높다.

성명재, 
김현숙

2006년 도시가계조사
주택, 건물, 토지자산을 결합하여 지니계수를 측정, 그 결
과, 가처분소득에 비해 포괄소득의 불평등도가 더 작음

오정일, 
최우석

2008년 가계자산조사
역저당의 이용에 따른 고령가구의 소득 증가율을 가구주
의 연령과 소득수준별로 측정, 가주주의 나이가 많을수
록, 가입 전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음

생애주기가
설에 대한 

검증

남주하, 
김상봉, 
이수희

2006년 도시가계조사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자산의 변화를 분석, 분석 결과 
52세 이후에 자산이 감소, 가구주의 성별, 교육 수준, 거
주 지역의 효과를 제거하면 자산은 60세 이후에 감소

문숙재, 
정순희, 
여윤경

2002년
가구소비실태

조사

자산의 규모를 추정한 후 결정 요인을 분석, 가구주의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의 자산 규모가 큼

3) 역저당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담보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금

융 상품이다.  

4) ｢가구소비실태조사｣는 2001년 이후 자료의 수집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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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포괄소득의 개념  

포괄소득은 헤이그(Haig)와 사이몬즈(Simons)가 정의한 소득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

헤이그-사이몬즈’ 소득이라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소득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증

가”(Rosen & Gayer, 2008)로 정의된다.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에는 실제 소비 외에 

자산 가치의 증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와 관계없이 소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모든 원천이 포괄소득에 포함된다.5) 

예를 들어, 임금과 봉급, 사업이윤, 임대료, 배당, 이자소득,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외에 

자본 이득(capital gain), 현물 급여(fringe benefits), 그리고 암묵적 소득(imputed income) 등이 

포괄소득의 범주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포괄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포괄소득=실제 소비+기말 자산-기초 자산=실제 소비+자산 가치의 증가6)   (1)  

포괄소득은 미국의 조세제도 수립에 있어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1986년 ‘조

세개혁법(Tax Reform Act)’에 따른 과세표준의 확대에도 영향을 주었다(Steuerle, 2004).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포괄소득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

재한다. 

첫째, 시장 거래를 통해 발생하지 않은 암묵적 소득과 증여나 상속은 포괄소득에 포함되

지만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경제적 이익과 만족으로 구성된다면 

자가 거주자가 지불하지 않는 집세, 자동차 소유자가 지불하지 않는 대여 비용, 여가 소비

로 상실된 근로소득,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으로 절약된 지출 등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어

야 한다. 증여와 상속 역시 증여자와 상속자의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포괄소득에 포함된다. 끝으로, 실현되지 않은(현금화되지 않은) 자본 이득 역시 포괄소득으

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현금 형태의 자산만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포괄소득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대다수 국가의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 

수급자와 수급액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김미곤 외(2003)에 의하면 수급자와 

수급액의 선정에 있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적부조제

도는 세 종류로 구분된다. 

5) 힉스(Hicks)도 헤이그-사이몬즈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을 정의한 바 있다. 힉스에 의하면 소득은 “주
어진 기간에 일정 수준의 자산을 유지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최대 가치”이다.  

6) 기초와 기말은 주어진 기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포괄소득을 측정하는 단위 기간이 1
년이면 기초는 연초, 기말은 연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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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소득과 자산의 기준

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급자가 되는 방식과 두 기준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수급자가 되

는 방식이 있다. 둘째, 자산의 규모에 따라 가처분소득을 증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도 가처

분소득에 암묵적 집세(imputed rent)를 포함하는 방식과 이를 차감하는 방식의 두 종류가 있

다. 셋째, 수급지원자의 자산을 가상으로 유동화시켜(liquidized) 소득에 합산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처분소득과 유동화된 소득의 합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데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을 전제

로 보조금이 지급된다.7) 영국도 자산의 규모에 따라 수급지원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소득 외에 자산을 고려한다. 또한, 벨기에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수급자와 수급액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벨

기에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Ⅳ. 자료 및 측정 방법  

엄밀한 의미에서 헤이그-사이먼이 제안한 포괄소득과 본 논문에서 사용된 포괄소득의 개

념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금 소득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유동화한 소득을 합

산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포괄소득을 측정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포괄소득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포괄소득=가처분소득+금융자산 유동화 소득+부동산자산 유동화 소득      (2)

금융자산 유동화 소득=금융자산×유동화율8)                              (3)

부동산자산 유동화 소득=부동산자산×유동화율                            (4)

위의 식에서 ‘자산이 유동화되었다’라는 것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부터 실제로 이

자와 임대료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가상적으로 현금화했음을 

7) 수급지원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자산재평가(means test)’라고 한다.  

8) 자산에 대한 임대료(rent)를 자산의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값을 ‘자본화계수’라고 하며 자본화

계수의 역수가 유동화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연 임대료가 1천만 원이고 가격이 1억 원이면 자본

화계수는 10, 유동화율은 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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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9)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데 있어서 얼마의 유동화

율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가격의 

3~7%로 평가되는 데 4~10%를 사용한 연구도 있다(성명재･김현숙, 2006). 부동산 감정평가

의 한 방식인 ‘적산법’에서는 3~10%를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를 고려해서 부동

산자산에 대한 유동화율을 5%로 가정하였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시장금리를 유동화율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시장금리는 국가

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의 금리는 4.68%이며(2005년 기준), 

미국의 5년 만기 재무부증권의 금리는 4.30%(2001년 기준), 영국의 5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4.18%(2000년 기준)이다. 여기서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5%의 유동화율을 적용하였다.10) 

소득과 자산은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데 각국의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6개국의 소득과 자산의 

크기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였다. 우리나라 원화는 1,013(2005년 기준), 영국 파운드화는 

1.4627(2000년 기준), 스웨덴 크로나화는 0.105(2002년 기준), 일본 엔화는 96.04(2003년 기

준), 독일은 유로화 기준으로 1.0475를 환율로 사용하였다.11) 

끝으로 우리가 사용한 자료는 가구 수준에서 수집된 것이고 가구원 수가 많으면 대체로 

소득이 크기 때문에 가구 소득을 ‘균등화 척도(equivalence scales)’로 나누어서 ‘가구 규모의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는 균등화 척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구원 수 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4명인 가구의 소득이 1만 달러이면 균등화된 소득은 

2,500 달러(1만 달러/4)가 아닌 5,000 달러(1만 달러/2)이다. 

포괄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

라의 포괄소득은 ｢한국복지패널｣을, 나머지 5개국의 포괄소득은 LWS 데이터를 사용해서 측

정하였다. 2010년 현재 LIS12)는 30개 국가에 대해 ‘1차 자료(1980년)’부터 ‘6차 자료(2005

년)’까지 5년 간격의 6개의 소득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 관련 자료인 LWS는 최근

에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12개국에 대한 1998~2004년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LIS의 자료는 조사 대상 가구의 고유 번호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자료로 활용

할 수는 없다.

9) 이러한 의미에서 유동화를 ‘연금화(annuitization)’라고도 한다. 

10) 포괄소득의 측정에 사용된 자료의 수집 시점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기준 시점도 같

지 않다.  

11) 자료의 수집 시점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환율의 기준 시점도 다르다.  

12) LIS는 1983년에 룩셈부르크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통계청, 관련 

연구기관 및 OECD가 참여하여 소득 및 자산을 비교·연구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258 ｢행정논총｣ 제49권 제3호

LIS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각 국가에서 제출한 소득 및 자산 데이터를 가공, 표준화해

서 LIS 데이터와 LWS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상대적으

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산 관련 변수의 이용이 가능한 12개국 중에서 대륙

별 분포와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해서 북미의 미국, 서유럽의 영국, 독일, 북유럽의 스웨덴,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비교 시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는 2005년, 스웨덴은 2002년, 영국은 2000년, 미국은 2001년, 독일은 2001년, 일본은 200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득과 자산의 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 방식을 따랐다. 먼저,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공적 이

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개념이다. 또한, 노동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며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한 것이다. 다음으로 자산

과 관련된 변수로는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을 들 수 있는 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것이다. 총자산을 구성하는 하위 변수 중에서 부동산자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과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의 가격을 더한 것이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그리고 사채를 모두 더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끝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 각각, 5%의 

유동화율을 적용해서 측정한 유동화 소득과 가처분소득의 합을 포괄소득으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소득과 자산 변수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정의 

변 수 명  정 의 
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노동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상용근로자 임금소득+임시･일용근로자 임시소득
 사업소득 자영자 및 사업주의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어업소득+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금+임대료+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보험, 기타)+공적 이전소득(사회보험급
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가처분소득 총소득-(세금+사회보장부담금)
총자산 부동산 자산+금융자산+기타자산
 부동산자산 거주부동산+거주외부동산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채권+기타(사채 등)
 기타자산 농기계+농축산물+자동차+기타(운동클럽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등)
총부채 금융기관대출+일반사채+카드 빚+전세보증금(받은 것)+계돈 
순자산 총자산-총부채
포괄소득 가처분소득+금융자산 유동화 소득+부동산자산 유동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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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소득과 자산의 변화 추이

각국의 포괄소득을 측정하기에 앞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를 파악한 것이 

<그림 1>이다. 총소득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50대까지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는 5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소득의 정점(peak)이 다른 나라에 비

해 10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가처분소득을 비교하면 각국의 조세-

보조금 정책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가처분소득은 대체로 50~59세

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 감소하였다. 

<그림 1> 국가별/연령별 소득과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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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은 55세를 전후로 급격하게 변하는 반면, 독일과 스웨덴은 가처분소득의 변화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보조금도 많이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

라에서는 가처분소득의 정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5~54세에 걸

친 30년 동안 가처분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영국 역시 40~54세 사이에 가처

분소득이 거의 일정하였다. 이 세 나라에서는 생애주기가설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론적으로 자산은 저축을 통해 축적되고 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자산은 소득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의 변화는 상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림 1>을 보면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순자산이 70∼74세까지 증가하지만 영국과 일

본의 정점은 65∼69세, 독일의 정점은 60∼64세, 우리나라는 55~59세로 나타났다. 가처분소

득과 달리 순자산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나라마다 달랐는데 그 이유는 소득에 비해 자산은 

금리, 물가상승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등과 같은 조세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의 변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순자산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미국과 스웨덴에 비해 15년 정도 빠르다. 다

시 말해서, 이들 나라에 비해 ‘부(-)의 저축(dissaving)’이 15년 빨리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론

적으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이 가능하고 자산이 축적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자산을 줄여서 소비에 충당하는 부(-)의 저축이 이루어진

다. 우리나라에서 부(-)의 저축이 15년 일찍 시작된다는 것은 은퇴가 빠르다는 것, 그리고 

은퇴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3) 

둘째, 전 생애에 걸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이 영국, 스웨덴, 독일보다 적음에도 불구하

고 50세 이후의 자산은 비슷하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으로부터 자산이 축적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금융자산과 달리 부동산자

산의 수익률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지속

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2. 가처분소득과 노동소득의 비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변화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해 <표 3>에서는 6개국의 가처분소득과 노동소득을 비교하였다. 노동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13) 다른 원인으로 ‘세대 간 거래(inter-generational bargaining)’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소

유한 주택을 자식이 물려받고 자식이 보모를 모시고 사는 관습이 부(-)의 저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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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기 때문에 <표 3>에서 가처분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적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정부에 낸 세금보다 적음을 의미한다. 반

면, 가처분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크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받은 순수입이 정(+)임을 뜻한다.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의 경우 50대와 60대 초부터 가처분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5∼29세 연령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처분소득이 노동소득

을 상회하였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의 경우 정부에 낸 세금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

금보다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3>에 의하면 일본 국민은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를 정부로부터 더 받았고 영국과 

독일 국민도 각각, 2만6천 달러와 1만5천 달러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많

이 내고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영국, 스웨덴, 독일 국민은 예상대로 55~64세 이전까지 

많이 내고 그 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국민은 평균적으로 7만6천 달러를 

정부에 더 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 생애에 걸쳐 약 1만8천 달러를 정부로부터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50세 이후부터 가처분소득이 노동소득을 크게 상회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0대 이전까지는 정부에 낸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

은 보조금이 거의 같았다. 급부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중

간 수준이지만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며 50세 이전까지 세금이 보조

금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유럽과 구별된다.   

<표 3> 국가별/연령별 가처분소득과 노동소득
(단위: 달러)

연 령　
영 국 미 국 스 웨 덴 한 국 독 일 일 본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차액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차액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차액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차액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차액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차액

25미만 10,724 10,996 272 13,189 17,478 4,289 9,467 10,143 676 14,214 13,490  -724 10,128 9,948  -180 24,235 21,004  -3,230  
25-29 18,757 21,959 3,202 19,557 26,965 7,408 14,747 18,148 3,401 17,228  17,601 373 14,464  17,877 3,412 23,505  23,948 443 
30-34 21,005 23,981 2,976 23,946 33,927 9,981 16,211 19,958 3,748 16,815  17,411 596 18,346  24,687 6,341 24,598  23,454 -1,145 
35-39 20,482 23,900 3,418 26,016 37,151 11,135 16,231 20,322 4,091 15,756  16,461 705 20,071  26,215 6,144 26,829  25,798 -1,031 
40-44 19,255 23,954 4,698 28,914 43,240 14,326 16,813 21,444 4,630 15,421  16,002 581 21,112  26,883 5,771 29,127  27,963 -1,164 
45-49 23,004 27,488 4,484 30,836 44,901 14,065 18,218 23,103 4,885 15,530  15,823 293 22,785  29,749 6,964 27,536  25,703 -1,833 
50-54 22,608 25,498 2,891 33,421 57,362 23,941 19,439 24,411 4,973 16,951  16,939 -13 23,588  29,844 6,256 29,800  27,077 -2,723 
55-59 22,699 21,526 -1,173 37,514 53,852 16,338 20,357 24,039 3,683 14,242  12,904 -1,338 24,298  27,214 2,916 27,338  24,072 -3,266 
60-64 17,540 10,250 -7,290 33,958 42,535 8,577 18,628 16,905 -1,723 12,316  8,434 -3,882 22,136  16,865 -5,271 22,681  11,845 -10,836 
65-69 18,499 4,654 -13,845 25,493 17,765 -7,728 16,257 3,396 -12,861 9,297  4,792 -4,505 18,703  3,742 -14,962 21,449  5,904 -15,545 
70-74 15,864 2,304 -13,560 23,040 12,140 -10,900 13,809 566 -13,243 7,144  1,908 -5,236 17,444  1,704 -15,740 -　 -　 -
75이상 13,402 609 -12,793 19,499 4,796 -14,704 11,985 278 -11,707 5,815  1,044 -4,771 17,182  626 -16,556 -　 -　 -
합계 223,840 197,119 -26,721 315,385 392,114 76,729 192,161 182,714 -9,448 160,728  142,809 -17,920 230,259  215,353 -14906 257,097  216,767 -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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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구성의 변화 추이

각국의 자산을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구분해서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것

이 <그림 2>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자산이었으며 금융자산은 전 생

애를 통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 부동산자산은 30~34세를 기점으로 금융자산을 초과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대조되는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그림 2>를 보면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50~54세를 넘어서면서 자산 구성의 중심이 부동산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것이 확인

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자

산의 비중은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0~34세 이후 부동산자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자산의 정점이 30~34세인 이유는 전세금이 금융자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나 순자산이 부동산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 스웨덴 미국과 대조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45~49세까지 순자산이 부동산자

산보다 작았다. 그 이유는 45~49세까지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부채의 대

부분은 주택 구입과 관련된 ‘모게지(mortgage)’인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모게지(mortgage)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결과 순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이후에도 부동산자산을 유동화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부동산 가

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35세 이후부터 상당한 규모의 부동

산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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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연령별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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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괄소득의 변화 추이

포괄소득을 공적부조제도에 활용할 경우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포괄소득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에서 <표 9>, <그림 3>

은 6개국의 연령별 포괄소득의 크기와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모든 나라에서 나이

가 들수록 포괄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커졌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동소득은 감

소하지만 자산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자산의 유동화에 따른 소득증가율은 우리나라는 28%, 영국은 25%, 미국은 28%, 일본은 

24%로 측정되었다. 포괄소득의 크기 자체는 나라에 따라 달랐지만 포괄소득의 증가율은 대

체로 25% 전후였다. 예외적으로 독일과 스웨덴의 포괄소득 증가율은 각각, 19%와 12%로서 

20% 미만이었다. 또한, 독일과 스웨덴은 금융자산의 유동화로 발생하는 소득이 부(-)였으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50세 이전까지는 금융자산의 유동화로 발생하는 소득이 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 구입과 관련된 모게지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독일과 일본은 가장 이른 65~69세이고, 한국은 가장 늦은 75세 이상, 그 외 3

개국은 70~74세에서 포괄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70~74세의 포괄소득

은 가처분소득의 약 1.6배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50세 이후부터는 포괄소득이 가처분

소득에 비해 35% 이상 높았다.

각국의 포괄소득을 부동산자산의 유동화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금융자산의 유동화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구분하면 국가별 포괄소득의 특징이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30~34세 

이후로는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포괄소득이 금융자산의 유동화로 발생하는 포괄소

득을 초과하였는데 특히, 55~59세 이후에는 포괄소득이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자산의 유동화

로부터 발생했다.14)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제외하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포괄소득 증가율 자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으나 포괄소득의 거의 대

부분이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포괄소득을 공적부조제도에 활

용할 경우 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지원자가 보유한 부동산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수급자와 수급액의 결정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가장 큰 미국의 경우 양자의 비율은 3:1(2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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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포괄소득의 측정 및 분해 (한국) 
(단위: 달러)

연 령 
포괄소득 
(a+b+c)

가처분 소득
(a)

유 동 화 
소 득

소 득 증 가 율 (%) 

금융 
자산 (b)

부동산 
자산 (c)

포괄소득
금융자산
유동화

부동산
자산 유동화

(b+c)/a (b/a) (c/a)

 25세미만 15177 14214 493 470 7 3 3 

 25-29세 18787 17228 881 678 9 5 4 

 30-34세 19078 16815 808 1455 13 5 9 

 35-39세 18817 15756 499 2563 19 3 16 

 40-44세 18618 15421 416 2781 21 3 18 

 45-49세 19093 15530 517 3046 23 3 20 

 50-54세 22943 16951 411 5581 35 2 33 

 55-59세 20874 14242 187 6445 47 1 45 

 60-64세 17860 12316 117 5426 45 1 44 

 65-69세 14765 9297 239 5229 59 3 56 

 70-74세 11071 7144 224 3703 55 3 52 

 75세 이상 9506 5815 274 3418 63 5 59 

 전체 평균 17966 14,029 436 3,502 28 3 25 

<표 4-2> 포괄소득의 측정 및 분해 (영국)
(단위: 달러)

연 령 
포괄소득 
(a+b+c)

가처분 소득
(a)

유 동 화 
소 득

소 득 증 가 율 (%) 

금융 
자산 (b)

부동산 
자산 (c)

포괄소득
금융자산
유동화

부동산
자산 유동화

(b+c)/a (b/a) (c/a)
 25세미만 11,504 10,724 -507 1,286 7 -5 12 
 25-29세 20,004 18,757 -1,398 2,646 7 -7 14 
 30-34세 22,882 21,005 -1,898 3,775 9 -9 18 
 35-39세 23,068 20,482 -1,766 4,352 13 -9 21 
 40-44세 23,196 19,255 -1,259 5,199 20 -7 27 
 45-49세 27,560 23,004 -806 5,361 20 -4 23 
 50-54세 28,096 22,608 -525 6,013 24 -2 27 
 55-59세 29,741 22,699 539 6,503 31 2 29 
 60-64세 24,516 17,540 1,287 5,690 40 7 32 
 65-69세 26,257 18,499 2,045 5,713 42 11 31 
 70-74세 22,716 15,864 1,723 5,129 43 11 32 
 75세이상 18,228 13,402 1,232 3,594 36 9 27 
 전체평균 23,254 18,631 -72 4,695 25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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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포괄소득의 측정 및 분해 (미국) 
(단위: 달러)

연 령 
포괄소득 
(a+b+c)

가처분 소득
(a)

유 동 화 
소 득

소 득 증 가 율 (%) 

금융 
자산 (b)

부동산 
자산 (c)

포괄소득
금융자산
유동화

부동산
자산 유동화

(b+c)/a (b/a) (c/a)

 25세미만 14,663 13,189 662 812 11 5 6 

 25-29세 20,388 19,557 -828 1,659 4 -4 8 

 30-34세 25,499 23,946 -1,257 2,810 6 -5 12 

 35-39세 28,433 26,016 -991 3,407 9 -4 13 

 40-44세 32,847 28,914 -803 4,736 14 -3 16 

 45-49세 36,195 30,836 22 5,337 17 0 17 

 50-54세 44,,183 33,421 3,037 7,725 32 9 23 

 55-59세 50,288 37,514 3,475 9,299 34 9 25 

 60-64세 49,156 33,958 5,835 9,363 45 17 28 

 65-69세 39,997 25,493 4,267 10,237 57 17 40 

 70-74세 39,644 23,040 6,754 9,851 72 29 43 

 75세이상 33,258 19,499 6,953 6,806 71 36 35 

 전체평균 34,169 26,630 1,844 5,695 28 7 21

<표 4-4> 포괄소득의 측정 및 분해 (스웨덴)  
    (단위: 달러)

연 령 
포괄소득 
(a+b+c)

가처분 소득
(a)

유 동 화 
소 득

소 득 증 가 율 (%) 

금융 
자산 (b)

부동산 
자산 (c)

포괄소득
금융자산
유동화

부동산
자산 유동화

(b+c)/a (b/a) (c/a)
 25세미만 10,502 10,240 -146 409 3 -1 4 
 25-29세 16,260 15,950 -831 1,141 2 -5 7 
 30-34세 18,130 17,534 -988 1,584 3 -6 9 
 35-39세 18,526 17,556 -1,159 2,129 6 -7 12 
 40-44세 19,592 18,185 -898 2,305 8 -5 13 
 45-49세 21,496 19,705 -694 2,484 9 -4 13 
 50-54세 23,526 21,025 -566 3,067 12 -3 15 
 55-59세 25,237 22,018 -247 3,466 15 -1 16 
 60-64세 23,964 20,148 527 3,289 19 3 16 
 65-69세 21,525 17,584 961 2,980 22 5 17 
 70-74세 19,104 14,936 1,553 2,616 28 10 18 
 75세이상 16,204 12,963 1,484 1,757 25 11 14 
 전체평균 19,463 17,316 -100 2,247 12 -1 13



우리나라의 포괄소득 측정 및 정책적 함의 267

<표 4-5> 포괄소득의 측정 및 분해 (독일)  
    (단위: 달러)

연 령 
포괄소득 
(a+b+c)

가처분 소득
(a)

유 동 화 
소 득

소 득 증 가 율 (%) 

금융 
자산 (b)

부동산 
자산 (c)

포괄소득
금융자산
유동화

부동산
자산 유동화

(b+c)/a (b/a) (c/a)

 25세미만 10,347 10,128 -55 274 2 -1 3 

 25-29세 14,898 14,464 -143 576 3 -1 4 

 30-34세 19,303 18,346 -608 1,565 5 -3 9 

 35-39세 21,733 20,071 -875 2,537 8 -4 13 

 40-44세 23,751 21,112 -1,267 3,905 12 -6 18 

 45-49세 26,457 22,785 -986 4,658 16 -4 20 

 50-54세 28,296 23,588 -792 5,500 20 -3 23 

 55-59세 30,133 24,298 -495 6,331 24 -2 26 

 60-64세 28,705 22,136 250 6,318 30 1 29 

 65-69세 26,131 18,703 184 7,244 40 1 39 

 70-74세 22,704 17,444 473 4,787 30 3 27 

 75세이상 22,328 17,182 811 4,335 30 5 25 

 전체평균 23,590 19,706 -306 4,190 19 -2 21

<표 4-6> 포괄소득의 측정 및 분해 (일본)  
    (단위: 달러)

연 령 
포괄소득 
(a+b+c)

가처분 소득
(a)

유 동 화 
소 득

소 득 증 가 율 (%) 

금융 
자산 (b)

부동산 
자산 (c)

포괄소득
금융자산
유동화

부동산
자산 유동화

(b+c)/a (b/a) (c/a)

 25세미만 29,790 24,235 535 5,021 23 2 21 

 25-29세 26,884 23,505 352 3,027 14 1 13 

 30-34세 27,537 24,598 -430 3,369 12 -2 14 

 35-39세 29,893 26,829 -1,060 4,125 11 -4 15 

 40-44세 33,066 29,127 -1,053 4,992 14 -4 17 

 45-49세 32,804 27,536 -475 5,744 19 -2 21 

 50-54세 35,664 29,800 296 5,569 20 1 19 

 55-59세 36,484 27,338 425 8,720 33 2 32 

 60-64세 34,139 22,681 2,241 9,218 51 10 41 

 65-69세 33,808 21,449 2,686 9,673 58 13 45 

 전체평균 31,928 25,712 323 5,893 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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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연령별 가처분소득과 포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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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소득

은 5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빠른 것이다. 둘째, 가

처분소득의 정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5~54세에 가처분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았

다. 셋째, 순자산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15년 정도 빠르다. 이는 ‘부(-)의 

저축’이 15년 일찍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우리나라 국민은 전 생애를 통해 평균

적으로 약 1만8천 달러를 정부로부터 더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자산의 유동화에 

따른 소득증가율은 28%, 70~74세의 포괄소득은 가처분소득의 1.6배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50세 이후부터는 포괄소득이 가처분소득에 비해 35% 이상 높았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포괄

소득의 증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으나 증가한 소  득의 대부분이 부동산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개국의 포괄소득 증가율과 구성을 비교하면 국가별로 상이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몇몇 나라를 묶어서 유형화할 수도 있다. 먼저, 포괄소득증가율의 측면에서는 우

리나라와 영국, 미국, 일본이 높고 독일과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은퇴 시기인 

60대 이후의 포괄소득 구성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유동화

된 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은 낮았다. 따라서 6개국의 포

괄소득을 유형화하면 아래 <표 5>로 요약된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극단적

으로 구별된다. 또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 영국 등과도 차별화된다.  

<표 5> 포괄소득의 유형

포괄소득 증가율

높음 낮음

부동산 유동화 
소득의 비중

높음 한국 독일 

낮음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포괄소득을 추정, 분해한 후 이를 외국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연령대별 소득과 자산의 분배 상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 공적부조의 수급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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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 동안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1차 자

료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았다. 재무행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대부분 거시적 총량 지표를 사용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소득의 개념은 현실에서 다양한 정

책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실현되지 않은 자본 이득의 포함 여부, 소득환산율의 계산 방

법(연금 혹은 기회비용), 소득환산율의 차등 적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포괄소득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5)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6)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15)                 (7)

역저당제도 역시 포괄소득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

의 정책은 주로 소득보조(income subsidy)였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 

빈곤가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역저당에 가입시켜 정부의 재정적인 부

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오정일･최우석 (2008)).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도 자산이 

있는 가구는 자산의 일정 비율을 가구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나 역저당을 

공적부조제도와 결합하면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평성 측면에서

도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값 대학등록금’과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

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자 결정 

방식과 재원이다. 수급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소득이 아닌 자산의 유동화를 고려

한 포괄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 결정 과정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포괄소득에 대한 조세로 충당하면 재원의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재

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포괄소득을 바탕으로 조세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소득의 세수 효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가 연구에 사용한 표본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세수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세

15) 현재 주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4.17%,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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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증가액 자체보다는 세수 증가율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6)

<표 6>에 의하면 포괄소득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소득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에 비

해 세수가 약 4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수 증대 효과는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66%로 가장 컸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누진세제에 의해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지만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할 경우 납

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을 통해 우리는 포괄소득의 

세수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6> 포괄소득의 세수 증대 효과 (한국)
(단위: 억원)

소 득 구 간
합계

700~27,00만원 2,700~5,000만원 5,000만원 초과

 가처분소득세(a)  73.6  49.7  15.9   139.2

 포괄소득세(b)  107.0  73.6  26.4  207.0 

 세수증가액(b-a) 33.4 23.9 10.5 67.8

 증가율((b-a)/a) 45.4% 48.1% 66.0%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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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Comprehensive Incom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handong Koo & Jeungil O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estimating the comprehensive income of six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s States, England, Japan, Germany, and Sweden.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disposable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 it is 
possible to figure the potential ability of each country to pay. Comprehensive income 
was also broken into two parts: income accrued from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The Luxembourg Income Study was used to do work such as thi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ncludes an estimate of comprehensive income directly from raw 
household-level data as well as a comparison of the comprehensive income of six 
countries.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do this kind of work.

【Key Words: comprehensive income, liquidization, means test, life-cycle

hypothe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