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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핵밸 

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가구간 소득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미 

국의 상위 20% 가구가 전체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0.9%에 서 1999년 47.2%로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비 중은 

같은 기간 동안 5.4%에서 4.3%로 감소하였다. 특히 상위 5% 가구의 소 

득점 유율은 이 기 간 동안 15.6%에 서 20.3%로 증가하여 소득격 차의 확 

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6, No. 

719; 200l, No. 670). 소득불평등의 대표적인 지표인 가구소득의 지니계 

수는 1969년 0.35에 서 1996년 0.45로 증가했다. 소득불평 등도는 특히 

1980년대를 통해 빠르게 증가했으며 1990년대 후반의 고성장기에 들어 

와서도 그 추세는 반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빈곤인구의 비율 

은 1980년대 이후의 경기회복기를 통해서도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으며 

특히 아동의 빈곤율은 1980년대 초에 크게 상승한 이후 계속 높은 수준 

에 머 물고 있다(Blank 1997). 이 와 같은 경 제 적 불평 등도의 증가는 흔 

히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래 

에 미국 사회를 양극화하고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 

고 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그 원인과 국민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력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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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따른 임금의 격차 확대의 원인 구명은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학 

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 

술의 혁명적인 변화에 의해 대표되는 숙련 편의적 (skill-biased) 기술진 

보，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 및 아웃소싱 확대， 교육수준의 질적인 

저하로 인한 숙련공급의 제약 등이 임금 및 노동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 

이 주로 연구되었다. 국제적인 비교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노동시 

장의 특성과 임금결정 방식의 차이가 임금격차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보다 근래에는 소득격차의 

확대나 빈곤비율의 정체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복지수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우선 다음의 절에서는 1970년 

대 이후 미국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패턴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둘러 

싼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뒤에서 다시 언급 

하겠지만 최근까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개인노동소득(personal 

e따nings)이나 임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용이나 노동시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에 가져온 영향은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문의 제3절에서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노동공급 

의 변화가 1970년 이후의 가구소득 불평등도 증가에 미 친 영 향을 분석 

할 것이다. 이 결과는 1969년 이후의 가구소득격차 증가의 절반이 고용 

과 노동시간의 변화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매우 새로운 사실을 지적해 

준다. 제4절에서는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1980 

년대를 통한 소득분배의 악화 및 빈곤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이 분석결 

과는 소비지출의 불평등도는 소득에 비해서는 훨씬 작게 증가했으며， 

빈곤인구의 상당부분은 일시적인 소득충격 때문에 빈곤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제시한 미국의 소득불평등도 증가의 원인과 효과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는 세계화의 진전과 기술의 변혁이 가져온 사회경제 

적인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처방을 내리는 데 유용한 시 

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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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휠ζ홍소륙 불i챙풍왜 뺀햄빽 완언 

1. 1970댈 빽뿔 옳뿔.1:톨옐 효뼈뿔 변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실질임금 

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l) 그러나 1973년 이후 여성의 실질 

임금은 계속 비슷한 속도로 증가한 반면 남성의 실질임금은 정체하였 

다.2) 이와 같은 남성임금의 정체는 임금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나타났 

다. 즉 상위 20%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한 반면 하위층의 실질임금 

은 크게 감소하였다. 여성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증가는 상위층의 빠른 

임금상승과 하위층의 느린 임금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그룹간 임금격차의 패턴을 보면 우선 성별 임금격차는 1960년대 60% 

수준에서 1990년대 4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백인과 흑인 

간의 임금격차는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 초까지 40%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소득불 

평등의 확대와 관련하여 특히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1970년대 

이후 학력 및 경력에 따른 임금격차의 빠른 확대이다. 학력간 임금격차 

는 1970년대를 통해 감소했으나 1979년을 고비 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 

일경력의 고졸사원의 급여와 비교한 대졸사원의 초과급여를 보여주는 

소위 대졸프리미엄 (college premium)은 1979년 22%에서 1994년 29%로 

증가했다. 대졸프리미염은 특히 5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신규인력에 대 

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 경 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1960년대 말부터 꾸준 

히 증가했으며 1980대와 1990년대를 통해 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 임금수준과 불평등도의 변화패턴은 Levy and Mumane(1992), Gottsch메k(997)에 정 
리되어 있다 

2) 이 시기 실질임금의 정체와 관련해서는 실질임금 계산에 이용된 소비자물가지수(CpI) 
가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 했으며 재화의 질의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Shapiro and Wilcox 1996). 따라서 이 시기의 실질임금 성장률 
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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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에 따른 임금격차의 증가가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적인 임금불평등도 증가의 절반 밖에는 설명하지 못한다. 나 

머지 절반은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지닌 그룹 내부의 임금격차 증가에 

의해 초래되었다. 왜 그룹 내부의 임금격차가 증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능한 설명의 하나는 학력이나 경력 등 관찰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에 잡히지 않는 관찰 불가능한 능력에 대한 보상이 증가했다는 것 

이 다(Mumane， Willet, and Levy 1995, Cawley, Heckman, Lochner, 

and Vyt1ail 1996). 또 다른 설명은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동일한 

수입능력이 있는 노동자간에도 단기적인 소득충격으로 인한 소득격차 

가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3) 

2. 잉급블평흩 훌가외 월~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난 임금불평등도의 증가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커졌던 데서 볼 수 있듯이 숙련도(degr，않 of skilD에 따른 

임금격차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적인 분석 

의 초점은 숙련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킨 숙련의 수요와 공급변화에 맞 

추어졌다. 그런데 고졸자에 대한 대졸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이 기간 

동안 숙련의 공급은 적어도 양적으로는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 

라서 숙련에 대한 보상의 증가는 숙련의 공급 증가보다 더 빠른 숙련의 

수요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밖에 없다，4) 사실 숙련에 대한 수요는 1940 

3) 소득 빛 직엽의 안정성의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Rose(l995), 
Swinnerton and Wia!(1995), Boisjoly, Duncan, and Smeeding(l998), Neumark, 
Po!sky, and Hansen(l999), Bemhardt et a1.(1999) 등은 이직률의 계산에 기초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통해 직업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반면 

Gottschalk and Moffitt( l999), Jeager and Stevens(1999) 등은 불안정성 악화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4) Murphy and Welch(1992), Katz and Murphy(1992)는 학력과 경력을 지표로 본 숙련 
에 대한 수요함수가 안정적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는 숙련별 상대임금의 변화가 노 

동공급측의 변화에 의해서는 설명되기 어렵고 노동수요측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미국의 경제적 변화와 소득분배 125 

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근래에 와서 그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 

으로 파악된다. 물론 노동공급측 요인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숙련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1970년대까 

지 감소하거나 안정적이었던 데는 2차대전 이후 인적자본투자의 획기 

적인 확대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이민노동자의 증가는 저숙련 노동력의 공급증가를 통해 적어도 국지적 

으로는 숙련별 임금격차 확대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다(묘unt 1992, 

Borjas, Freeman, and Katz 1997) , 한편 교육의 질 적 저 하로 인 해 고졸 

노동자들의 상대적 생산성이 저하하여 학력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공급측 요인의 효과 

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따 

라서 임금불평등도 증가의 원인을 찾는 연구의 초점은 노동수요측 변화 

에 맞추어져 있다. 

숙련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미국경제의 개방확대가 노동수요에 미친 효과이다. 미국은 교역상 

대국들에 비해 숙련집약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비교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무역의 증가는 교역재 부문을 보다 숙련집약적으로 재편하는 효 

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무역의 확대는 교역재 부문에 있어서의 숙련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숙련노동자의 상 

대적인 임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교역재 부문에서 상대적인 수 

요가 감소한 저숙련 노동자들이 비교역재 부문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이 부문의 저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임금도 따라서 하락하게 된다. 이론 

적인 명료함과는 대조적으로 대외무역의 증가가 숙련별 임금격차의 확 

대에 가져온 경험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Wood(994)의 연 

구는 1970-80년대 미국의 대개발도상국 무역의 확대가 숙련별임금격차 

확대의 20% 이상을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Borjas, Freeman and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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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z(1992, 1997), Sachs and Shatz(l994), Bound and ]ohnson(1992), 

Berman, Bound, Griliches(l994) 등은 1980년대 이후 국제무역의 확대 

가 미국의 숙련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숙련에 대한 상대적 수요의 증가가 교역재 및 비교역재 부문 모두에 나 

타났다는 점과 노동수요의 변화가 대외무역이 크게 증가하기 전인 1970 

년대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점도 무역확대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생산의 아웃소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세계화의 

진전이 임금구조에 미친 효과의 분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예 

컨 대 Feenstra and Hanson(l999)과 Miller(200l)는 생 산의 아웃소싱 이 

숙련별 임금격차의 증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숙련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증가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숙련 편의적( skill-biased) 기술변화이다. 여기에는 숙련노동 

이 이미 행하고 있는 작엽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와 기존에 비숙 

련노동이 수행하던 작업에서 숙련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 

는데 특히 후자의 기술변화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5) 숙련별 임금격차의 증가가 다른 요인들 

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 만몸 기술변화가 불평등도 증가의 중요한 원 

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숙련 편의적 기술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변화와 임금구조변화의 상관관계， 기술변화가 임금구조를 변 

화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어 왔다. 기술변화의 내 

용으로는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던 시기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경험했던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도업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꼽히고 

5) 기술진보를 내생변수로 파악할 경우 숙련별 임금격차의 확대를 가져온 기술의 변화가 

반드시 숙련 편의적인 성격일 펼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L!oyd-Ellis(1999)는 기술진 

보의 정도에 비해 그 기술을 흡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술진 

보가 숙련 편의적이지 않고 숙련의 분포가 변하지 않더라고 임금볼평등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에 의해 평균적인 기 

술흡수능력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숙련에 대한 보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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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ennan, Bound, and Griliches (l994)의 연구는 정보통신장비에 대 

한 투자가 산업의 숙련구성을 크게 변화시켰음을 보임으로써 기술변화 

가 숙련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증가시켰음을 시사하였다Krueger 

(1993)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15-20%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컴퓨터 사용능력에 대한 숙련보수 

의 증거로 해석하였다. Autor, Katz , and Krueger( 1998)와 Doms, 

Dunne and Troske(1997) 등의 연구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증거를 발견하였다.6) 

컴퓨터의 도입과 같은 기술적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이에 관한 연구 

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 DiNardo and Pischke(l997)의 연구는 독일 자 

료를 이용하여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발견한 컴퓨터 이용과 임금격차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컴퓨터 이용능력이 

임금을 높였다기보다는 숙련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 

는 직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Entorf, G이lac and Kramarz(19없)의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력의 

임금이 여타 노동자들에 비해 15-20%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임금은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높았음을 지적하였다. 

Brown and Campbell(200l)은 1990년대 중반의 캘리포니아 반도체산업 

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보처려 및 원료처리 상의 자동화 도입이 기업 

내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지 않았음을 보였다. 

Bresnahn, Brynjolfsson, and Hitt(2002)의 최근 연구는 기술변화와 

6) 기술변화와 직업안정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Addison, Fox, and 
Ruhm(2α00)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의 미국 제조업에 있어서 수입증가에 
의한 잠식이 큰 산업， 그리고 R&D 종사인력의 비중이 큰 산업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실직률이 높았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연 컴퓨터 관련직 종사 

자의 실직률은 낮았다. 

7) 이들은 암ueger(1993) 등이 컴퓨터 사용기술에 대한 숙련보수로 측정한 것과 비슷한 
크기의 숙련보수를 전자계산기， 전화， 펜， 심지어 앉아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발견하였 

다. 이는 컴퓨터 이용자들의 높은 임금이 컴퓨터 기술 자체가 아닌 다른 특성에 대한 

보수일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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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직간의 상관관계 및 양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임 금구조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술변화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의 경 

로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정보통신기술 

의 도입과 기업의 조직구조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은 기업 내 권한관계의 변화， 의사결정 

의 분권화， 직무구조의 전환， 보수체계의 혁신 등 기업조직의 변화를 가 

져온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신축적인 기업조직을 갖춘 기업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리하다. 따라서 기술과 조직상의 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 이 들에 따르면 기술의 변화는 다음과 같 

은 경로를 통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선 단순한 일상 

작업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는 반면 보다 복잡한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관리 및 전문직의 작업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 그리고 정보 

통신기술의 도입에 의해 그 양이 급증하게 되는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이 분야의 능력을 보유한 노동자가 펼요해진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 

술의 투자가 증가한 기업에서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크 

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은 

늘어난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다 분권화 

된 조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직에서 작업은 일상적이 

며 잘 정의되어 별다른 재량이 없는 컴퓨터 관련 하부작업과 인간의 숙 

련을 요구하는 하부작업으로 양분된다. 후자의 인력에게는 자료의 분석 

과 일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해지고 팀별 작업의 비중 증가와 함 

께 의사소통， 관리기능 등 대인기술(human skills)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러한 조직상의 변화는 결국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온 

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이 그 자체로서도 숙련 

에 대한 수요증가를 통해 임금격차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영향이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8) 

8) 산엽별 데이터를 이용한 이들의 실증분석은 작업장의 조직상의 유연성，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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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임금불평등도의 증가를 제도적인 변화의 결과로 해석하는 견 

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의 출발점은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유사한 기술 

적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구조의 변화패턴은 상당히 다르 

다는 사실이다.OECD 국가들을 비교해 볼 때 미국과 영국은 가장 가 

파른 불평등도의 증가를 경험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소득격차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스칸디 

나비아 삼국， 네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은 불평등도의 증가가 

미미했으며 독일은 소득격차의 확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비 

교는 각 국의 노동시장과 임금결정의 제도적 성격이 임금격차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를 낳았다(Freeman and Katz 1995, Gottschalk 

and Smeeding 1997, OECD 1996). 미국의 제도적인 변화가 1980년대 

이후의 임금격차확대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다. Fortin and Lemieux 

(1997)는 1980년대를 통한 최소임금의 감소와 노조결성률의 하락이 임 

금격차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9) 그러나 이러한 연 

구는 제도적인 변화가 시장변화에 대해 내생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최소임금이나 노조결성률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무 

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을 전적으 

로 무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시장요인의 변화 효과를 완전하게 대 

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IIL 고용 몇 노동서작왜 뺀화와 가채소득 불펼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래의 경제학 문헌은 주로 노동소득 

의 스톡과 투자， 인적자본의 스톡과 투자 등의 삼자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히고 있다 

9) 이들은 최소임금과 노조결성률에 변화가 없었을 경우의 임금의 분포를 추정하여 실제 
의 분포와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최소임금 및 노조결성률의 
변화는 임금분산 확대의 각각 24% 및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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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때1Ìngs) 불평등， 특히 개별 노동자간 임금격차에 관심을 두었다. 그 

러나 한 개인의 연간소득은 연간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시간당 임금분포의 변화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노동시간이나 고용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국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Burtless(1990, 1993) 

와 Moffit(1990)은 1970년 대 와 1980년 대 를 통해 남성 노동자의 연 간소 

득 불평등이 커진 것은 주로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이 증가했기 때문이 

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Haveman(1996)은 1973년에서 1988년까지 

의 기간에 노동연령 남성들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 가구 

의 주소득원들 사이에 근로시간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시 

한 바 있다 10)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거의 전적으로 개별 남성 노동자 

〈표 1> 분석에 이용된 변수틀의 정의 

2월뽑누 
각 소득 십분위수 가구의 평균화폐소득 

취업한 가장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취업한 배우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취업한 가장의 평균 시간당 임금률 

취업한 배우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률 

가장의 고용비율 

배우자의 고용비율 

부부가 거주하는 가족의 비율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평균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소득 십분위수에서 소득 변수의 로그값 차이 
예를 들어 Jth=ln(따)-ln(없)T:최상위， B:최하위 

꿇드 11 가장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l:l]효 
J11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끼없~ .. ',ll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0) 이 연구들은 근로소득의 로그값의 편차(VLN)를 소득불평등의 지표로 이용하였다. 이 

들은 근로소득의 VLN을 첫째， 임금의 VLN, 둘째， 노동시간의 VLN, 그리고 끝으로 두 
요인의 공분산항으로 분리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함 

으로써 근로소득 VLN의 변화에 각각의 요인이 얼마만큼의 공헌을 했는지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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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개인별 노동력 참여와 근로시간의 선택 

은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의 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家長)의 노동시간 감소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성원들이 

노동시간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근로패턴의 변화가 가구별 소득 불평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어느 정도 여}상할 수 있게 해 준다. 먼저 1967년과 

1988년 사이에 교육 및 임금수준이 낮은 남성들의 고용사정이 특히 두 

드러지게 악화되었다(Juhn 1992).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남편의 소득이 

비교적 높은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더욱 확연히 높아졌다 

(Cancian, Danziger, and Gottschalk 1993). 고용과 근로소득의 증가는 

중간 이상의 임금을 받는 남성의 배우자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 

로 나타났다(Juhn과 Murphy 1997). 이 상에 서 간략히 살펴 본 남성 과 여 

성의 고용 및 소득 패턴의 변화는 각각 가구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개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종합 

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절에 제시된 분석의 목적은 가장과 배우자의 노동시간 및 고용을 

함께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인들의 변화가 1969년 

과 1989년 사이의 가계소득 불평등 증가에 끼친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 

정하려는 것이다. 분석기간으로 선택한 20년은 미국의 가계소득불평등 

도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큰래의 연구 

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우선 총가구소득을 몇 개의 

구성성분으로 분해하는 작업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아래에 기호 

로 표기된 각 변수의 정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어떤 소득 십분위 

수(decile)에 속해 있는 가구들의 평 균소득을 N으로 표시 할 경 우， 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N三Hh Wh Ph + Hs Ws PS ô + 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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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h, Hs, Wh, Ws는 각각 고용된 가장과 배우자들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과 평균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Ph 와 PS는 각각 가장의 취 

업률과 혼인한 가장의 배우자의 취업률을 표시한다. 그리고 8 는 남편 

과 부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며 끝으로 Q는 자본소득이나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과 같이 다른 모든 원천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평균을 나타낸다. 

이 분석 에 서 는 소득이 최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와 최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에 로그(log)값을 취 해 그 차이를 소득 불평 등 

의 지표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 지표를 N*이라 할 때 N*=ln[NT
] -

ln[맴] (T는 최상위 ， B는 최하위 10%를 의미함)이다. 근사치를 이용하 

여 N*은 수식 2와 같이 고쳐서 표기할 수 있다. 

N* c;:::; φ h(H*h + W~ + P 'í,) + φ s(H~ + ~ + P*s + Ô *) + φ Q(Q*) 

(2) 

여기서 각 변수들의 상첨자로 표기한 별표는 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위 10%와 하위 10%에 속해 있는 가구의 변수간 로그값 차이를 나타 

낸다. 예를 들어 H*h = ln(H\)-ln(H려)이다. 여기서 하첨자 h는 세 가지 

의 소득 원천(가장의 근로소득，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 타소득) 각각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예컨대 φh[(H'í， + W*h + P*h)jNJ는 총가구소득 중 
에서 가장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수식 2를 차분하면 

1969년에서 1989년 사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N*의 변화가 아래의 수식 

3과 같이 분해된다. 

11N* c;:::; φ h 11H~ + φ h 11W*h + φ h 11P*h + 11φ h(Hj， + W*h + P\) + 

φs 11H*s + φs 11W~s + φs ι1P*s + φs118*+11φ's(H*s + W*S + P*s + 

8*) + φQ 11Q* + 11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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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69-1989년 사이 가구 소득 불평등의 변화 분석 

변 수 추겨l 차 경여 Í.(%) 

(l) !lV" .424 100.0 

(2) φ'h ilH'h .080 18.9 

(3) φ'h ilWi, .003 1.9 

(4) φ'hP'h .1 11 26.2 

(5) 때h따~+W'h+}힘 -.257 60.6 

(6) φ's ilH's -.003 -1.9 

(7) φ's L1W*, .022 5.2 

(8) φ's ilP's .040 9.4 

(9) φ's ilß 's .040 9.4 

(10) 없(H's +따 +Ps+ 얻) .216 50.9 

(11) φ'q L1Q* .158 35.4 

(12) ilφqQ" .015 3.5 

가장의 노동 : (2) + (4) .191 45.0 

배우자의 노동 : (6) + (8) .037 8.7 

총 노동공급 .228 53.8 

전체 임금 : (3) + (7) .025 5.9 

가족 구조 (9) 040 9.4 

기다 소득 : (11) .158 37.3 

소득구성 변화 : (5) + (10) + (12) -.026 -6.1 

합 : (2) - (12) .425 100.3 

예를 들어 수식 3에서 우변 첫 번째 항은 가장의 평균노동시간 격차의 

변화율에 가장의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가중치)을 

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항의 추계치는 1969년과 1989 

년 사이 가장의 평균노동시간의 변화가 같은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 증 

가에 상대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각각 가장의 시간당 임금과 취업률 변화의 상대적인 기여도 

를 나타낸다. 한편 네 번째 항은 가구소득의 원천으로서 가장의 근로소 

득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변화한 효과를 나타낸다. 만약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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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로소득의 분포가 전체소득의 분포보다 더 불균등하다면 가장의 근 

로소득의 비중증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계소득의 불평등도를 증 

가시킬 것이다. 

수식 3의 각 요소들은 각 연도의 March Current Pop띠ation Surveys 

의 Annual Ðemographic Files(Moffit 1995; 이 후로는 CPS로 쓰기 로 한 

다)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준연도로 1969년과 1989 

년을 이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상황에 있어서 두 시점은 상당히 유사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경기순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 

준연도를 중심으로 3년 간의 자료를 평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 

서 이하에 1969년과 1989년으로 보고된 것은 실제로는 1968-70년과 

1988-90년의 CPS자료에 기초한 둔 것이다. 표본은 가장이 18세부터 64 

세 사이의 노동연령에 포함되는 가족으로만 한정하였다 11) 

수식 3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우선 1969년과 1989 

년 사이의 노동시간과 취엽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료는 

부표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기간인 20년 동안， 특히 1970년대를 통해 가 

장의 전체적인 취업률은 상당히 크게 하락하였다. 그리고 고소득층보다 

는 저소득층 가구의 취 업률이 더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소득분포의 상 

위 30%에 있어서는 취업률이 거의 변하지 않았던 반면 하위 10%의 경 

우 취업률은 20%나 감소했다. 가장의 연간 노동시간도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노동시간이 하락은 거의 하위 30% 가구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가 적어도 어 

느 만큼은 노동시간과 취업률이 불균등하게 변화한 데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기간 동안 배우자가 취업한 가정의 비율은 1/3이상 높아졌다. 배 

11) 가족(family)은 혈연에 의해 관계된 2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하며 일인 단독가구는 

배제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결흔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없이 여성가장만 거주하는 
소수의 가구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각 연도의 표본에 포함된 가족의 수는 다음과 
같다: 32,964(968), 31,499(1969), 32,016(1970), 33,842(1978), 39,839(1979), 39842(1980), 
29,790(1988), 32,316(1989), 32,10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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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중간 소득수준의 가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10% 가정의 배우자들은 노동시 

장 참가율의 증가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취업한 배우자의 연간 노동 

시간은 배우자들의 고용률과 벼슷한 형태로 변화했다. 즉 배우자의 노 

동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중간 소득 수준의 가정이었다. 이러 

한 사실은 배우자의 취업률이나 노동시간의 변화가 가구 소득의 불평등 

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표 2는 수식 3에 따른 가계소득 불평등도 증가의 분해결과를 보여준 

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부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가장의 취 

업률과 노동시간의 변화가 가계소득 불평등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었음을 밝혀 준다. 가장의 취 업 률과 노동시 간의 변화는 1969년과 1989년 

사이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사이 의 소득격 차 증가의 45%를 설 명 

한다. 특히 가계소득 불평등 증가의 1/4이상은 가장의 취업률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배우자의 취업률 변화는 9%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이 결과는 가계소득 불평등 증가의 절반 이상이 노동공급의 패턴이 바 

뀐 데 기인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금의 변화가 

소득격차 확대에 끼친 기여도는 채 6%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의 대상이 된 기간동안 미국은 매우 급격한 거주형태 및 가족구 

조상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용된 표본이 포함하는 

가구의 특성은 시간에 따라 상당히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 

족에 속하지 않은 독신자 가구는 1970년 19%에 서 1990년 26%로 증가 

하였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6. No. 66). 따라서 위에서 이용 

된 가족표본은 시간에 따라 더 작은 부분의 인구를 커버하는 문제가 있 

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청년층 및 고령층의 노동력참가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대학교육의 확대에 따라 표본에서 제외되는 젊은 인구의 

비중이 늘었고， 조기퇴직의 일반화와 함께 55-64세 가장의 고용률은 분 

석기간을 통해 87%에서 64%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장을 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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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72-73년도와 1994년도의 소득수준별 적자가구 비율 

37.3 80.5 65.8 56.6 44.9 34.6 30.0 22.6 16.0 13.8 8.8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Survey 01 
Consumer Expenditures, 1972-19경(ICPSR 9034);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Expenditure Survey, 1994, 
Public Use Tape 

구의 비율은 1970년 11%에서 1990년대까지는 17%로 증가하였다. 그러 

므로 위에 나타난 결과는 이와 같은 인구학적인 변화의 결과를 반영하 

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형태와 가족구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본의 선택 

을 달리하더라도 위에서 얻어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 

어 독신자 가구를 포함한 18-64세 가장을 둔 가구， 25세에서 55세 사이 

의 가장을 둔 가구， 25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성이 가장인 가구 등의 표 

본을 분석한 결과도 위에 제시한 결과와 놀라우리만큼 유사하다. 그리 

고 가족 구성원 일인당 가구소득이나 가구구성원의 연령구조를 보다 자 

세히 고려한 성인남성 일인당 가구소득을 이용하더라도 분석의 중요한 

함의는 달라지지 않는다. 

IV. 소비구조와 소득불평등 멈 번곤의 성격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다룬 경제학문헌에서 한 가정의 경제적인 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지표는 연간 소 

득이다. 연구자들이 연간소득을 주로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 

양한 자료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미국의 경제적 변화와 소득분배 137 

한 가정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여러 가지 점에서 불완전하 

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연간소득이 가 

구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데 보다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구의 

생애소득 혹은 항상소득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소득 

가설(pennanent income hypothesis)의 예측에 따르면 한 가정 이 일시 

적으로 소득감소를 겪게 될 경우 저축의 사용이나 추가적인 차입을 통 

해 현재소득수준이상을 지출을 함으로써 소비의 흐름을 완만하게 할 것 

이다. 이 가설이 맞는 경우 연간소득을 지표로 본 소득불평등이나 빈곤 

의 양상은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었다. 이 절에서는 후생수준의 보다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지출에 관한 자료를 소득과 함께 관 

찰함으로써 가계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성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가구의 소득 및 지출자료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수의 가구 

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가구예산상의 적자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2) 예를 들어 1994년도에 소득의 하위 10%에 속한 가구에서 

는 다섯 가구 가운데 네 가구가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였다. 반면 부 

유한 가구 가운데는 적자를 겪는 가정의 비율이 훨씬 낮았다. 같은 해 

에 최상위 10% 가구의 적자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이상의 결과는 저 

소득 가구의 상당부분이 적자지출을 통해 소비수준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소득집단별로 평균소득과 평균지출액을 비교 

할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표 4와 표 5의 처음 네 개의 행에는 

1972-73년과 1994년도의 각 소득 십 분위 수(decile)에 속하는 가구들의 

평균적인 소득， 지출， 저축 및 저축률이 정리되어 있다. 소득이 가장 낮 

은 집단의 경우 1994년도의 평균 적자액이 거의 6，000달러에 달했다. 대 

조적으로 상위 10% 가구에서는 같은 해에 평균 37，뼈달러를 저축하였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지출양상이 이처럼 상이하기 때문에， 

지출을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게 되면 소득으로 측정한 불평등도 

12) 이 절의 분석을 위해서는 1972-1973 Survey of Consumer Expenditure와 1994 
Consumer Expenditure Survey7} 이 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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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72-73년도의 소득수준별 가구소득 및 지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의 비교 

5,972 8,070 

2,133 2,157 2,948 1,478 4,255 -802 656 

3,600 3,490 3,949 2,629 5,246 -404 971 -1,756 

5,490 5,366 5,085 3,839 7,611 364 1,651 -2,245 

7,510 7,399 6,177 5,084 9,699 1,307 2,426 -2,299 

9,569 9,431 7,210 6,343 11,674 2,336 3,225 -2,244 

11,637 11,651 11,519 8,149 7,433 14,146 3，쇄8 4,218 -2,628 

;1/ 13,891 13,901 13,757 9,163 8,579 16,943 4,728 5,322 -3,187 

16,552 16，닮6 16,472 10,473 9,981 20,158 6ρ79 6,575 -3,686 

20,214 20,215 20,187 11 ,766 11 ,417 23,182 8,448 8,798 -2,995 

-12.6 

6.1 

17.2 

24.3 

29.9 

34.0 

36.7 

41.7 

9,318 0 856 

-99.1 5,092 3,796 6,244 -2,946 -1 ,662 

26.8 -51.4 6,719 6,055 7,371 -3,174 -2，뼈5 

29.9 -42.3 8,699 8,239 9,634 -3,250 -2,749 

32.2 -31.3 10,293 10,041 11,107 -2,809 -2,530 

33.7 -23.8 11,899 11,740 12,719 -2,354 -2,172 

36.2 - 23.0 13,157 13,153 13,194 -1,520 -1,502 

38.3 -23.3 14,226 14,207 14,480 -335 -306 

39.6 -22.3 15,19l 15,158 15,845 1.361 1.398 

43.5 -14.9 16,409 16,377 17,457 3,806 3,839 

-3,346 

-4,086 

-3,881 

4,268 

-3,708 

-3,288 

-1 ,676 

-724 

627 

2,730 

46.1 47.9 -39.4 18,116 18,097 19,033 11,220 11,206 11,868 

출처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디cs， Survey cf 
Consumer Expenditures, 1972-1973(ICPSR 90잃) 
a소득에 가중치 부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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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94년도의 소득수준별 가구 소득 및 지출 :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의 비교 

; ι (1)소를 ζγ 않지출 (3)쩌쭉 

싫릎얽수 11 점짧 훌자 척짜 청쩨 훌짜 척자 전챔 혹자 챔^~ 
r폐 36,981 뼈，0없 21,802 30댔 페，448 31,907 5,987 15，않1 교105 
최빈딴흥 

g 

8 

7 
6 

5 
4ι 

3 

5,302 6,340 5,051 11,281 5,040 12,792 -5,978 1,300 -7,741 

10,189 10,148 10,210 14,297 8,135 17，닮6 -4,109 2,012 -7,296 

14,797 15,052 14,601 18,575 11,659 23,876 -3,778 3,393 -9,274 

19,997 20,147 19,812 22,470 15,267 31,293 -2,473 4,879 -11,481 

26,050 26,091 25,974 25,649 19,180 37，잃8 402 6,910 -11，잃5 

32,678 32,746 32,520 29,369 23,614 42,785 3,309 9,131 -10，2β4 

40,853 40,921 40,619 34，잃4 28,887 54,130 6,269 12,034 -13,511 

51,154 51,130 51,280 39,492 34,430 66,159 11,662 16,699 -14,879 

:2 11 65,082 65,223 64,205 47않7 43,030 75,734 17퍼5 22，1없 -11,529 

짧류셈 103，6잃 1여，226 97,081 66,626 61 ,411120,969 37,012 42,855 -23，없8 

(4)저촉옳(%)a (5)예훌월 소특 (6)잔차소홉 

전책 혹자 적^t 졌쳐I 확자 적자 전체 ↑옳자 척^~ 

전 q 채 11 -24.2 2꺼.8 -114.7 36,981 40，η5 30,700 0 5,305 -8,899 

최lt!곤혔I -272.9 20.5 -343.9 16，때3 11,133 17,729-11 ,141 -4,793 -12,678 

9 11 -40.8 19.7 -72.3 19,633 15,459 21 ,806 -9,445 -5,312 -11 ,597 

8 11 -26.4 22.5 -63.9 26,319 22，짧8 29,277-11 ,522 -7,407 -14,676 

7 ’1 -13.0 24.2 -58.6 29,849 27，검4 32,417 -9,853 -7,606 -12,605 

6 1.6 26.6 -45.6 33,061 31,923 35,208 -7,010 -5,832 -9,234 

5 .11 10.0 27.8 -31.8 39,624 39,139 40,753 -6,945 -6,393 -8,233 

4 

3 

2 

최부유총 

15.3 29.4 -33.0 43,567 43,678 43,185 -2,714 -2,757 -2,567 

22.7 32.6 -29.5 46,682 46,084 49，없6 4,471 5,046 1 ，μ4 

26.8 34.0 -17.9 54,160 없，144 54,259 10,922 11,079 9,946 

34.4 40.0 -23.4 60,436 60,429 60,509 43,201 43，잃8 36,572 

출처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Suroey of 
Consumer Expenditures, Interoiew Survey, 1994, Public Use Tape 
a소득에 가중치 부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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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하위 10% 가구의 평 

균소득에 대한 최상위 10% 가구의 평균소득의 비율은 1972-73년도에 

13.7이었고 1994년도에 19.5였다. 반면 지출에 근거하여 불평등도를 측 

정할 경우 1972-73년도에는 5.4. 1994년도에는 5.9로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불평등도는 크게 높아진 반면 지출에 따른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어떻게 많은 수의 저소득 가구들이 

가구예산상의 적자를 겪으면서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소득이상을 지출한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만성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으며 소득의 일시적인 감소에 대응하여 저축 

의 이용， 차입， 혹은 자산의 처분을 통해 이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적자를 겸는 저소득 가구의 소비형태， 잠재 

소득， 가구의 특성 등은 중간 소득층 가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구예산상 흑자를 보이는 다른 저소득 가구와 

는 달라야만 할 것이다. 

표 4와 표 5의 처음 네 개의 행에서는 가구소득수준별로 흑자가구(흑 

자)와 적자가구(적자)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평균적인 소득， 지출， 저 

축액， 저축률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지출과 저축의 패턴에 있어서 흑자가구와 적자가구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1994년도 최하위 10% 가구의 경우， 적자가구의 평균지출액 

(12，792달러)은 흑자가구의 평균 소득액 (5，040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1970년대 초의 최하위 10% 가구의 경우 적자가구의 평균지출액은 흑자 

가구의 평균지출액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최하위 10%에 속한 적자가 

구의 평균지출액은 중간소득계층 가운데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의 지 

출액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적자가구에서 부(負)의 저축(저축이 감소하 

거나 빚이 늘어난 경우)규모는 상당히 컸던 것을 볼 수 있다. 1994년도 

에 최하위 10%에 속한 가구의 경우 부의 저축은 거의 8，000달러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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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평균소득액 5，000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최하위 10% 

가구의 경우 평균저축률은 1972-73년에 -99%였고 1댔4년도에는 -싫4%에 

달했다. 

앞서서 필자는 항상소득가설에 기초하여 많은 저소득의 적자가구들 

이 일시적인 소득의 감소를 경험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이 설명이 옳다면 적자가구는 현재소득이 비슷한 흑자가구에 비해 소득 

잠재력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 개인 

및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의해 기대되는 소득잠재력을 추정하였 

다. 가구소득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는 성， 인종，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장의 결혼상태， 배우자의 노동력참가사의 지위 등을 이용하였다. 회귀 

식에 포함된 변수들은 표본가구의 소득 변이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 십분위수에 속한 가구들의 예측소득 

과 잔차는 표 4와 표 5의 5번째 및 6번째 행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별 특성으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잠재소득을 추정해 본 결과， 

항상소득가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소득 최하위 20%가구에서는 적자 

가구의 잠재소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하위 10%에 속한 적자가구 

의 경우， 예측소득은 1972-73년과 1994년도 모두 흑자가구의 예측소득 

보다 65%정도 높았다. 최하위 10%에 속한 적자가구의 예측소득 

(1972-73년도 6，244달러， 1994년도 때，729달러)은 실제소득(1972-73년도 

2，157달러， 1994년도 5，051달러)의 세 배에 달했다. 이 결과는 흑자가구 

보다는 적자가구에 훨씬 높은 잠재수입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 

과를 고려할 때 많은 저소득의 적자가구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 

들의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적게 별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층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최하위 10%에 속한 적자가구들이 

그들의 특성에 의해 예측되는 정도의 금액을 벌었다면 1972-73년과 

1994년 모두 전체가구 평균소득액의 절반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며， 

중간소득 층 가구에 속했을 것이다. 

가구소득에 있어서 최 하위 20%에 포함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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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적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비교해 보더라도 위와 비슷한 결론에 도 

달하게 된다. 우선 적자가구의 가장은 흑자가구의 가장보다는 평균적으 

로 젊었다. 이러한 연령구조상의 차이는 적자가구와 비교하여 볼 때 흑 

자가구의 가장 가운데 은퇴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에도 반영되 

어 있다. 저소득 집단에 있어 흑자가구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은퇴한 고 

령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경험한 빈곤가구의 경우 연령이 

저소득의 주요 이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구구성， 인종， 직업을 놓고 

볼 때 적자가구보다는 흑자가구가 빈곤층의 전형적인 모습에 더 가깝 

다. 적자가구는 흑자가구보다는 남성이 가장이고 백인이며 결혼한 부부 

로 구성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이 전문직종에 종사하거나 관 

리직을 수행하는 가구의 비율은 흑자가구보다는 적자가구에서 훨씬 더 

높았다. 학력수준에서도 흑자가구에 대한 적자가구의 우위가 발견된다. 

저소득가구와 비교해 볼 때 중간 및 고소득가구에 있어서는 가구의 

특성과 예측소득이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소득 십분위수에서 가장이 자영업자인 가구의 비율은 흑자가 

구보다는 적자가구에서 높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임금취득 

자나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일반적으로는 변동이 심하 

다는 사실로 이 결과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의 상당비율이 단지 일사적인 

빈곤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의 저소득 가구들은 실제소득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으며， 소득이 일시적으 

로 감소하게 될 때 소득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소비수준을 유지했던 것으 

로 보인다. 반면 만성적으로 가난한 가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절약하며 소비한 듯 하고 이 가운데 많은 가구들은 소 

득이 낮았음에도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였다. 사람들의 복지수준을 고려 

하는 한， 빈곤에 의해 심각한 고통받는 인구의 비율은 공식적인 빈곤율 

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을 수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의 제반 지 

표들은 실제 물질적인 복지수준의 불평등 정도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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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맺응앨 

세계화(glob떠ization)와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변화 

와 더 불어 지 난 30년 동안 미 국의 소득불평 등은 크게 증가했고， 1980년 

대 중반 이후의 경제회복， 1990년대 후반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도 많은 가구가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다. 소득불평등 확대 

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임금격차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숙련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증가가 임금격차의 확대를 가져온 원 

인이라는 데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그리고 숙련에 대한 수요증가의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 그리고 이에 따른 

작업조직의 변화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외교역의 확대가 교역재 

부문을 숙련집약적으로 재펀한 효과도 상당정도 중요했던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노조의 쇠퇴와 정부규제의 감소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도 

부차적인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기술의 변화나 대외교역의 확대가 인위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장기적 

인 추세라고 한다면 소득격차의 확대의 주요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 

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의 확대에 관한 대부분의 대 

책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사후적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그 초 

점이 맞추어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급측면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숙련을 보유한 인력의 공급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대시키는가 하는 것 

이 관건이다. 숙련에 대한 높은 프리마엄에 자극되어 공급상의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인위적인 숙련공급 증가정책은 필요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탄력적인 숙련공급의 확대는 교육의 질 

적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만큼 현재에 진행중인 미국의 교육개혁의 

성패를 예의 주시할 펼요가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한 재분배정책은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분배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 

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개인의 후생에 대해 갖는 함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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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충분치 못하나마 이 문제에 대 

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먼저 개인소득보 

다는 후생의 보다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계소득을 지표로 볼 

때，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상당부분 고용 및 노동시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소득격차 확대의 절반 이상은 저소득 가구의 가장 

및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노동공급패턴의 변화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 아 

니면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기회 악화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 

다. 어떤 경우라도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여 온 임금격 

차의 확대 자체가 개인의 복지수준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후생의 보다 직접적인 지표인 소비지출을 기준 

으로 하면 소득을 관찰하는 경우에 비해 불평등도의 절대적인 크기나 

1970년대 이후의 증가폭이 훨씬 작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저소득 가 

구의 상당수가 단지 일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으며， 이들은 적자지출을 

통해 소비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에 비해 1990년대에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부분적으로 소비자금융의 

확대와 소득의 불안정성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런 점을 고 

려한다면 전통적인 빈곤율 통계는 빈곤으로 인한 후생상의 곤란을 과대 

평가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빈곤대책의 수립은 일시적인 빈곤과 만성 

적인 빈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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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평균 가계 소늑의 -f성요소 \1982-85년 달러) 잃 

1. 총 가구소득 

1968-70 30,182 6,275 13,502 18,078 21,813 25,252 28,763 32,818 37,966 45,536 71,778 
1978-80 32.535 5,372 12,855 18,087 22,871 27,263 31,691 36,615 42,624 51,736 76,230 
1988-90 34,522 4,966 12,237 17,900 22,979 27,775 32,756 38,422 45,457 56,185 86,837 

2. 취업한 가장의 연 소득 
1968-70 23,034 4,106 10,139 14,236 17,583 20,051 22,377 24,495 27,328 31 ,375 50,427 써* 

1978-80 23,376 3，얘8 9，쟁4 13,240 16,559 20,006 22,800 25,794 28,821 33,504 48,389 않핍 

1988-90 22.889 3,567 8,283 12,146 15,500 18,219 21,193 24,369 28,155 33,320 51,251 내많 

3. 가장의 취업율 g+싹 
1968-70 .929 .697 .859 .918 .946 .959 .968 .972 .976 .983 .984 

비 

1978-80 .986 .598 .800 .871 .922 .932 .952 .960 .976 .973 .978 $밟 

1988-90 .888 .552 .806 .871 .908 .932 .945 .956 .962 .972 .975 월 
4. 취업한 가장의 연간 노동시간 

1968-70 2,187 1,685 2,001 2,119 2,159 2,229 2,241 2,245 2,287 2,315 2,418 
1978-80 2,117 1,518 1,875 2,013 2,094 2,142 2,179 2,217 2,230 2,260 2,418 
1988-90 2,121 1,426 1,877 2,022 2,109 2,149 2,179 2,212 2,238 2,266 2,382 

5. 취업한 배우자의 연 소득 
1968-70 8,319 1,831 3,393 4,303 5,282 5,934 7,198 8,576 10,101 12,261 15,653 

1978-80 9,956 2,204 4,050 5,213 6,493 7,526 8,800 10,127 11,822 13,938 17,871 
1988-90 12,624 1,523 4,582 6,120 7,794 9,316 10,787 12,763 14,814 18,121 24，없4 



부표 계속 

헬 .s:. 전 헤 최하위 9번째 8번째 7번쩨 8번쩨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쩨 초l 상우i 

6. 배우자의 취업률 

1968-70 .542 .413 .451 .463 .464 .517 .555 .601 .632 .659 .589 

1978-80 .644 405 .474 563 .626 .636 .670 700 .740 .760 .691 

1988-90 .737 471 .563 665 .713 .748 .774 .800 835 .844 .808 

7. 취업한 배우자의 연간 노동시간 
디 

껴니 

1968-70 1,411 1,095 1,099 1,167 1,221 1,279 1,409 1,500 1,597 1,672 1,729 」으 

。;;"

1978-80 1,454 1，0없 1,091 1,186 1,325 1,369 1,454 1,408 1,599 1,666 1,675 "'" J!t 
1988-90 1,644 1,194 1,291 1,410 1,545 1,606 1,659 1,718 1,760 1,827 1,842 r.lf 

8. 부부동거 가족의 비율 
웹L 
」유 

1968-70 .884 .588 .783 861 .910 .930 938 .947 .952 .958 .967 ~Ì' 
J\n 

1978-80 .852 .477 .714 .803 .873 .903 925 .944 .954 .959 .970 
어α 

~ 

1988-90 .868 .481 .774 .851 .890 .920 .931 .946 954 .960 .968 

9. 가족 크기 

1968-70 3.854 3.555 3.729 3.764 3.782 3.847 3.882 3.911 3.967 4.000 4.102 

1978-80 3.534 3.388 3.418 3.419 3.469 3.495 3.518 3.544 3.589 3.671 3.823 

1988-90 3.435 3.360 3.420 3.414 3.406 3.415 3.446 3.445 3.448 3.467 3.523 

자료 ; 각 연 도 Current Population Survey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