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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유화가 일국의 불평등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니계수가 아닌 새로운 타일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44개국 데

이터를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금융자유화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그 외 변수로서, 민주주의, 실업혜택, 고용율, 교육수준, 1인당 국민총생

산은 사회를 보다 평등한 분배구조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무역자유화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타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자유

롭게 수입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그 결과 하층계급에게 

임금상승과 같은 대체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주제어: 불평등, 금융자유화, 무역개방, 세계화, 금융자본 

   

To determine the laws which regulate this distribution, 
is the principal problem in Political Economy. David Ricardo(1819).

In general, increasing inequality is a warning sign that something 
is going wrong and a pretty good indicator throughout history that untoward 

developments may be on the horizon. James Galbraith(2012, 13) 

.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30-B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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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불평등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곤혹스럽게 하였던 문제이다. 세계경제의 지적 설계자

(intellectual architect)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1)가 창립 50주년을 맞

아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이 『분열된 사회: 왜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인 것만 보아도, 오늘날 세계화된 지구촌의 핵심

의제 중의 하나는 바로 불평등이다. 이 문제는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아시아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2012년 공식 리포트(Asian Development Outlook 2012: 

Confronting Rising Inequality in Asia) 역시 급증하는 역내 불평등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유래 없이 산업생산량과 경제거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다수의 시민들이 성장의 혜택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부유한 계층이 그 혜택을 지

배하는 불평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를 묘사한 <그림 1>을 보면, 1980년을 기준(=100)으로 볼 때 금융개방은 

연구개발 지출이나 무역통합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즉,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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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화의 추세(1980~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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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부문은 금융자본이며, 이것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세계에 사회경제

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오랫동안 국제정치경제학자를 매료시킨 주제였다. 본 연구는 금융

자유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불평등은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가? <그림 2>는 각국을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선진국·중진국·후진국으로 나눈 뒤1) 소속 국가들의 가계총소

득(gross household income)을 가공하여 불평등 지수를 산정하여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

다.2) 그림을 보면 흥미롭게도 몇 가지 특징이 엿보인다. 첫째,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

으로 불평등이 약한 평등주의적(egalitarian) 사회라는 점이다. 둘째, 불평등은 1980년대 초

까지 모든 국가군에서 완만히 감소되어 왔다는 점이다. 전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건을 통하여 유래 없는 고성장과 경제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보

   1) 3개 국가군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을 참조할 것: World Bank(2012).
   2) 이 데이터는, 다이닝거와 스콰이어((Deininger and Squire 1996)의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가

공·정련하여 작성된 것임. 그런데 불평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계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은 추후 설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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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별 국가군의 불평등 추세(1963~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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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냉전과 자본이동의 제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평등화 현상이 

결합된 흥미로운 시대였다. 셋째, 대처와 레이건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자본주

의 중심국가에서 태동되는 시기인 1980년대부터 모든 국가군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넷째, 1980년대 초 이후 불평등이 상승하더라도 국가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선진

국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중진국과 후진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 불평등이 급증한다

는 점이다. 시장메커니즘이 한 사회에 지배력을 강화하더라도 선진국은 그것을 완화할 각

종 기제(예컨대 실업보조금, 교육, 사회 복지, 소득재분배, 세금정책 등)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중진국과 후진국은 그러한 국가의 사회적 통합기능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금융자유화가 세계 각국의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순

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불평등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적·이론적 논의를 다룬

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이론적으

로 상이한 예측을 한다는 점을 거론할 것이다. III장은 종속변수(즉, 불평등)에 영향을 주

는 설명변수(금융자유화)와 통제변수(민주주의, 실업헤택, 관세, 수입, 고용, 기술숙련, 거

시경제적 조건 등)을 제시하고 이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설

명한다. IV장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V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가 가지

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 뒤 본 논문이 차후 연구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다.

II. 불평등 현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이론적 논의들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에 들어 불평등이 증가하였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평등이 실

제 어떠한 추세에 있는지는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에 따라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3) 상대적 기준에 따르면, 모든 개인별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3)불평등의 절대적 기준을 중시하였던 콜름(Kolm 1976)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절대적 기준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69년 5월에 프랑스의 급진적인 학생들의 시위에 의하여 자극받은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사태는 모든 임금의 15% 인상을 결정한 협정에 의하여 진
정되었다. 그 결과, 한달 임금이 80파운드인 노동자들은 10파운드를 더 벌게 되었으나, 매월 800
파운드을 버는 회사 간부들은 100파운드를 더 벌게 되었다. 급진적 노동운동가들은 이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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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혹은 감소)하면 불평등은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절대적 관점에 따르면, 모든 소

득에 동일한 ‘추가액’(혹은 감소액)이 주어지면 변하지 않는다. <그림 3>은, 상대적 기준

(Gini index, deviation)와 절대적 기준(absolute Gini, Kolm index)에 따라 불평등의 상반

된 추이를 보여준다. 우선, 한 사회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차지하는가를 수

치화한 지니계수를 보면 1970년대 초반의 미약한 상승 이후 꾸준히 하강 추세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각국 지니계수의 로그값 평균편차(deviation) 역시 낮아지는 경향이다. 그런데 

각국 소득분포를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간 생활수준의 절대적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absolute Gini index) 불평등은 점점 증가한다. 또한 콜름(1976)의 절대적 기준에 따라 불

평등지수를 계산해보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상대적 불평등 논쟁 이외에도, 불평등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

비통해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 협정이 오히려 임금불평등을 강화하였기 때문이었다 […]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외국의 영리한 노조는 동일한 임금증가액을 주장하였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였다. 나는 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면 후자의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Atkinson and Brandolini 2004, 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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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제소득 불평등의 추세, 1970~2000(19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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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세계은행(World Bank 2005)에 따르면 1950년 이후 2000년까지 ‘국가 간’ 불

평등(inter-country inequality)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런데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각국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각국별 불평등에 가중치를 줄 경우, ‘국제적’ 불평등(international 

inequality)은 꾸준히 ‘감소’되었다고 한다. 만약 막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와 중국을 제외할 

경우 국제적 불평등은 1980년대 초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커브를 

보인다. 한편 밀라노비치(Milanovic 2002; 2005)에 따르면 세계 불평등은 1980년대 후반

과 1990년대 전반에는 증가하다가 세계화의 효과가 전세계에 확산되었던 1990년대 후반

부터는 감소되는, 즉 ‘∩’커브를 보인다고 한다.4)

한편 본 논문의 주제인 금융자유화가 각국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학계에서 합의된 결론이 없다. 첫째, 각국이 가진 부존자원(노동, 천연자원, 토지, 자본 등)

의 차이가 국제 무역, 자본이동, 이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화한 스톨퍼-사

무엘슨(Stolper-Samuelson) 이론이 있다. 자본은 높은 자본/노동 비율을 가진 선진국에서 

낮은 비율의 개도국으로 이동하여 투자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노동(임금)에 비하여 

자본수익율이 증가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선 불평등이 상승하고 후진국에선 

하강한다(Freeman 2011). 

둘째, 스톨퍼-사무엘슨 이론과 달리 리카르도-바이너(Ricardo-Viner) 모델에 따르면, 숙

련노동과 자본을 사용하는 선진 부문은 숙련이민자와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때문

에 요소이동성(factor mobility)는 점점 부존자원의 차이를 확대시킨다. 즉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과 자본을 이용하는 ‘좋은 직업’이 늘어나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점점 ‘나쁜 직업’

이 증가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이를 증가시

킨다.

위의 두 모델이 불평등에 세계화가 미치는 효과를 상이하게 예측하는 이론인 반면, 그 

동안 불평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왔다. 첫째, 금융자

본이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비용이 많은 불완전 금

융시장에서 담보물이나 신용이 부족한 빈곤층은 금융자원에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금융자유화는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빈곤층이 금

융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빈곤층은 획득한 금융자원을 교육과 건

   4)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상이한 추세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할 것: 페레이라와 라발리온

(Ferreira and Ravall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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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같은 인적 자원(human capital)이나 개인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킬 기

회가 생긴다(Galor and Moav 2002). 이러한 혜택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disproportionately) 더 많이 볼 것이므로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이다. 또한 금융

산업이 심화(deepening)되면 산업자본이 필요한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각종 금융정보가 표준화·투명화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5) 경제가 성장

하면 보다 많은 고용이 가능하고 그 혜택은 노동시장의 하층에 직접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이다(Galor and Zeira 1993; Honohan 2004a; 2004b; Beck et 

al. 2007; Demirguc-Kunt and Levine 2009; Clarke et al. 2006).

둘째, 금융자본의 성숙과 국경을 넘는 이동성은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경험적 

연구도 많다. 1) 빈곤층은 주로 비공식적 가족·친척관계를 통하여 자본을 대출하거나 구

하기 때문에 공식적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금융자유화는 주로 부유층에게 유리할 뿐이다

(Haber et al. 2003). 2) 금융자유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종종 부유한 엘리트층이나 기득권

층에 의하여 포획(regulartory capture)되기 때문에 금융자유화는 빈곤층에게 가용한 금융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 결과 불평등은 심화된다(Claessens and Perotti 2007). 3) 해외

직접투자와 같은 금융자본은 상대적으로 고숙련과 기술집약적인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

에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수요와 이들의 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분화와 불평등을 강

화한다(Galbraith 2012; Jaumotte et al. 2013).

본 논문의 불평등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학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이 불평등의 원인에 대하여 천착하였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전

히 학계의 일치된 합의가 없다. 본 연구는 이들의 논쟁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학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불평등 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니계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인 타일지수

(Theil Index)를 활용하여 금융자유화-불평등 간의 연관을 검증할 것이다.

   5)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포획하면서 제어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성장할 경우 경제

위기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할 것: 킨들버

거(Kindleberger 1978); 린그렌 외(Lindgren et al. 1996); 울프(Wol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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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변수, 이론, 그리고 데이터

금융자유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세계 44개국6)의 관련 데이터를 시계열 횡단

면(time-series cross-sectional)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흔히 사용하는 일반화최소제곱

방식(generalized least squares approach of Parks)은 과도한 신뢰도로 귀결되는 표준오차

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본 연구는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의 권유를 따라 보통최소

제곱 모수추정량(Ordinary Least Square parameter estimates)을 사용하되, 보통최소제곱 

표준편차 대신 패널교정 표준편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통계모델

은 다음과 같다.7) 

임금 불평등it = f (β1 금융자유화it-1 + β2 민주주의it + β3실업혜택it-1  

               +  β4관세it-1 + β5개도국수입it-1 + β6산업고용it-1 

               + β7교육숙련도it-1 + β81인당 국민총생산it-1 + β9*인플레it-1)

1. 종속변수: 임금 불평등

각국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세계은행의 

포브컬 데이터(Povcal database)는 첸과 라발리온(Chen and Ravallion 2004; 2007)이 주

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며, 룩셈부르크 소득연구 데이터(LIS: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8)는 주로 선진국의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가공한 것

   6) 44개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콜럼비아, 덴마크, 에콰도로, 
이집트, 이디오피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

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케냐, 한국,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네
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

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이다.
   7) 통계분석은 스테이타(STATA, version 11.2)를 사용하였고 명령어는 패널분석용 xtpcse이다.
   8) LIS는 각국 가계소득데이터를 수집한 후 연구소 측의 표준화 가공법을 거쳐 생산된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 위주로 평균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다. 불평등 연구의 초기 저작들은 이러한 
LIS 데이터를 조작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다이닝거와 스콰이어(Deininger and Squire 1996)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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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선진국과 비선진국 모두 정리한 자료로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지니계수이

다. 

그런데 지니계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이 계수는 소득과 소비에 기반하기 불평등

을 측정하기 때문에 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득이 

유동적이기 쉬운 자영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과 불평등의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

기 어렵다(Jaumotte et al. 2013). 한편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Lorenz Curve)에서 도출되

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서열지울 수 있는 센서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런데 각국 정부의 센서스 방식이 상이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매년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각국별로 3~5년에 한번 정도 데이터가 있을 뿐이다

(Galbraith 2012). 

부정확하고 결측데이터(missing data)가 많은 지니계수 대신 본 연구는, 갤브레이스와 

버너(Galbraith and Berner 2001)가 헨리 타일(Henry Theil 1967)의 이론에 기반하여 고안

한 타일지수를 사용하였다. 모든 시민의 임금소득이 동일하다면 그 지수는 0이며 한 사람

이 그 사회의 모든 임금소득을 독점할 경우 1이 된다. 타일지수는, 유엔 회원국이 매년 동

일한 기준에 의하여 임금 관련 자료를 유엔국제개발기구(UN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이 지수는 

결측자료가 거의 없고 객관적으로 각국별 불평등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정확한 소득·소비가 아닌 임금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타일데이터는 텍사스 주립대(오스틴)의 행정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불평등프로젝트’(University of Texas Inequality Project)로부터 구하였다.9)

2. 설명변수: 국제금융의 거래량

본 논문이 주목하는 설명변수는 금융자유화의 수준이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과 

채무의 총합이 일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써 측정할 수 있다. 데이터는, 국

존 자료를 재평가한 후 682개의 적절한 사례수를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이 고백

하였듯이 비교분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개인·가계별 데이터와 총(gross)소
득·순(net)소득이 구별되지 않고 섞이는 바람에 데이터의 정의나 방법이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이들 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솔트(Solt 2009)를 참조할 것.

   9) 타일지수 데이터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utip.gov.utexas.edu/ (검색일: 2012.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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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아 조모트 외(Jaumotte et al. 

2013)가 가공한 금융자유화 지표를 활용하였다.10) 설명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인과성의 원칙에 따라 1년 앞선 금융자유화 데이터를 1년 후의 불평등 자

료에 매치시켰다.11) 계수 β1가 0보다 크다면 금융자유화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0

보다 작다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3. 통제변수들

불평등에 금융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하여 통제되어야 할 추가

적인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활발한 정치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정치체제는 하층계

급이 그 사회의 자원과 가치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정치엘리트라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하

층계급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그들에 대한 복지나 혜택을 부여할 것이

다(Sirowy and Inkeles 1991). 반면에 비민주주의체제나 신생민주주의는 해외자본을 유

치하기 위하여 종종 노동억압적인 저임금 정책을 통하여 하층계급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

유층과 저소득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Skidmore 1977; O’Donnell 1979; 

Kaufman 1979; Przeworski 1995; Gasiorowski 1997).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경

험적 연구에서는 그 불평등에 대하여 정치체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민

주주의 일수록 그 사회가 평등주의적이라는 연구도 있지만(Muller 1988; Moon 1991) 아무

런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Bollen and Jackman 1985). 본 연구에서 민주주의 변수는 

마샬(Monty G. Marshall), 거(Ted R. Gurr), 재거스(Keith Jaggers)가 작성한 “정치체제 프

로젝트 4”(Polity IV Project)의 민주주의 변수(“democ”)를 사용하였다.

10)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국제통화기금 연구원인 파파조르쥬 박사에게 감
사드린다.

11) 다른 설명변수에도 이러한 시간차(time lag)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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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정책

불평등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현상이지만, 국가는 다양한 재분배정책(예컨

대 가격지지, 세금, 최소임금, 노동조건 규제, 공공부문의 채용, 노동조합 지원 등)을 통하

여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업자들에게 부여하는 실업수당이 실업 이전 임금의 몇 퍼센트를 보상하

는지 2년 평균을 측정하였다. 데이터는 알렉신스카와 쉰들러(Aleksynska and Schindler 

2011)가 세계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집·가공한 세계 노동시장제도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3) 무역개방도와 개도국 제품의 수입

스톨퍼-사무엘슨 이론에 따르면,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개방은 저숙련 노동이 많은 개

발도상국에서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불평등이 줄어든다. 즉,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가능한) 고숙련 기술집약적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개도국에 희소한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든다. 또한 개도

국에 풍부한 생산요소인 저숙련 노동이 생산한 (수출가능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한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관세인하는 불평등을 상승시킨다. 특히 개도국으로부

터 저숙련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선진국 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고 소득·

부의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무역개방도는 100 - ‘효과적 관세

율’(effective tariff rate), 즉 100에서 ‘관세수입/총수입액’ 비율을 뺀 수치로써 측정하였다. 

개도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Jaumotte et al. 2013).

4) 고용율

고용율이 높으면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들고 실업율이 높으면 불평등이 증가한다. 예컨

대 한 연구(Galbraith 2012)에 따르면,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제조업체의 월별 실업

율은 임금불평등에 상당히 일관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율이 감소

하던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지역에서 불평등 지수가 개선되는 식으로 반복되었다

는 것이다. 높은 실업율은 고용위계질서나 노동시장에서 하위층에 해당되는 비숙련 저임

금 노동에 위협적인 조건이 되는 반면에 상층부에 속한 고숙련 전문직종은 고용조건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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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덜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 변수는 경제활동인구 중 비농업 부문에 고용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World Bank 2012).

5) 교육숙련도

현대 산업생산이 점점 첨단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숙련편향적(skill-biased) 경향을 띠면

서 학력이 낮은 노동자들은 점점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고학력 숙련노동자들은 현장

적응 및 기술습득 능력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임금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노동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현대 산업생산기술의 숙련편향적 압력

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OECD 2011). 즉, “불평등의 수

준은 생산기술과 교육 간의 길항적 관계”(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가 있다

(Tinbergen 1975). 이 변수는, ① 고등교육을 받은 1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교육숙련도 1), ②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교육숙련도 2)으로 측정하였

다.

6) 1인당 국내총생산과 인플레이션

불평등의 수준은 한 사회의 거시경제적 상황에 영향 받는다. 쿠즈네츠(Kunzets 1955)은 

케인지안 지적 전통에 따라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성숙단계에서

는 불평등이 감소하는 ‘∩’자형 커브를 제시하였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

록 후진국보다 불평등이 적은 경향을 띠기 때문에(Tinbergen 1975; Galbraith and Berner 

2001; Galbraith 2011) 국가별 소득격차를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인플레

이션은 물가상승, 가격불안정, 실질임금 감소를 야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숙련 

노동계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World Bank 2012).  

IV. 통계 결과와 해석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과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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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금융자유화

8개 모델 전체에서 금융자유화 변수는 일관되게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p≤0.01)에서 음

(-)의 회귀계수를 갖는다. 즉, 금융자유화는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스톨퍼-사무엘슨 모델

이나 리카르도-바이너 모델은,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평등에 각각 

상이한 효과가 있다고 추론하지만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

별 없이 보편적으로 금융자본의 이동성과 자유화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금융 자유화는 불완전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빈곤층에 

<표 1> 회귀분석의 결과 1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금융자유화
.000022***
(8.49e-06)

.0000325***
(7.39e-06)

.000035***
(7.74e-06)

.000032***
(7.92e-06)

민주주의
-.000765***

(.000235)
-.000825***

(.000296)
-.000722**

(.00029)
-.000721**

(.00029)

실업혜택
-.032215***

(.002780)
-.02439***
(.002948)

-.019704***
(.002563)

-.020192***
(.002564)

무역개방
-.000688***

(.000138)
-.000411***

(.000133)
-.000368***

(.000132)

개도국수입

산업고용

교육숙련도 1

교육숙련도 2

1인당국민

총생산

-5.32e-07***
(6.05e-08)

-5.00e-07***
(6.32e-08)

인플레이션
.000019

(.000012)

R2 .2825 .3724 .3598

사례 수 576 549 530

***(p≤0.01); **(p≤0.05);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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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대적 빈곤을 구제한다는 주장은 그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융발전’이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하는 연구(Galor and Zeira 

1993; Beck et al. 2007; Honohan 2004a; 2004b)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정

확하게 말하면 ‘금융자유화’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 혹은 ‘심화’를 설명변수로 보았다. 

즉,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원의 거래량이나 비율을 측정하지 않고, 광의통화(M2)가 국

<표 2> 회귀분석의 결과 2

변수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금융자유화
.000044****

(7.58e-06)
.000032***
(6.80e-06)

.000034***
(7.60e-06)

.000033***
(7.38e-06)

민주주의
-.000994***

(.000264)
-.00049

(.000302)
-.000947***

(.000301)
-.000712**
(.000307)

실업혜택
-.025004***

(.002707)
-.022877***

(.002274)
-.021496***

(.002841)
-.016823***

(.002328)

무역개방
-.000717***

(.000147)
-.0004***
(.000135)

-.000427***
(.000137)

개도국수입
-.000348***

(.000064)

산업고용
-.000648***

(.000122)

교육숙련도 1
.000434***

(.00007)

교육숙련도 2
-.001539***

(.00036)

1인당국민

총생산

-5.43e-07***
(7.58e-08)

-2.17e-07***
(7.82e-08)

-7.38e-07***
(8.53e-08)

-3.77e-07***
(7.63e-08)

인플레이션
.000019

(.001361)
.000028**
(.000014)

6.89e-06
(.000011)

.000012
(.01170)

R2 .3745 .4456 .4034 .3912

사례 수 542 460 511 511

***(p≤0.01); **(p≤0.05);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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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혹은 사적 부문에 대한 신용여신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credit to private sector as % of GDP)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후자의 측정방법에 

따르면 국내적·국제적 거래량이 혼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금융자유화의 정

도를 포착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국제금융거래의 자유화가 불평등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을 뿐, 금융부문의 발전이나 신용·투자

의 증가가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기존 연구를 정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발전과 여

신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활력소 역할을 하고 그 결과 고용조건과 임금문제가 개선되어 불

평등이 감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12)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유

화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자유화로 인하여 풍부해진 금융자원은, 

종종 빈곤층보다 이미 높은 소득·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양이 귀착되

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해외자본은 종종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첨단부문에 투

자되기 때문에 고숙련 전문기술직의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평등을 강화한다. 개도국

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해외자본이 주로 자원추출형 산업이나 제조업에 투자되기 때문

에 농업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들보다 높은 기술숙련도를 가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고

용기회와 임금을 부여한다(Jaumotte et al. 2013; Galbraith 2012). 이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금융자유화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2. 통제변수들

민주주의 변수는 모델 6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음(-)의 회귀계수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 국가가 민주적일수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

다. 민주적 정치체제는 다수의 하층계급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요구를 주장할 다양

한 제도적 채널이 존재하며, 정치인들은 정책적 민감성을 더 가진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

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13) 또한 실업혜택 역시 일

12)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돌린다. 국내적 수준의 금융 및 경제발전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2차 함수와 같은 복합적인 비선형적 효과를 가진다는 최근의 연구에 대해선 다
음을 참조할 것: 그린우드와 요바노빅(Greenwood and Jovanovic 1990); 탠과 로(Tan and Law 
2012); 갤브레이즈(Galbraith 2012).

13) 불평등과 민주주의는 종종 윤리적인 측면, 즉 ‘선/악의 이분법’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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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음(-)의 부호를 가지며 그 효과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다. 즉 국가의 적극적

인 실업대책은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무역개방은 일관되게 유의미한 수준에서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스톨퍼-사무엘슨 이론

에 따르면 관세인하와 같은 무역개방은 개발도상국에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선진국에

는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별 없이 보편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

에서 제조된 상품의 수입량이 증가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

된다. 자유무역 옹호론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 구별 없이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역이 자유화되면 각국은 비교우위 상품별로 특화하여 수출하며, 반면에 비교열위인 상

품은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하여 생산할 필요 없이 그 제품에 특화된 외국으로부터 그냥 

수입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 소비자들(즉 노동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특히 생필품의 가격 하락은 하층 계급에게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과 같은 대체효과를 가지며 이 효과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고용율은 예상대로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숙련도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높거나 평균 교육기간이 길수록 

기술습득 능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현대 산업기술의 숙련화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불

평등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거시경제지표의 하나인 인플레이션의 경우 실질임금의 가치

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경험적인 

근거가 없었다. 대신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모든 모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

를 가지고 일관되게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림 1>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선진국일수록 불평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쿠즈네츠의 가설을 경

험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올로기적으로 과잉정치화된 함의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비민주적 정부 하에서 낮은 불평등 현상

을 발견하는 연구가 있다면, 그 것은 비민주적 정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사회과

학이 보다 보편적인 이론을 추구한다면, “특정한 사회·정치체제의 이름은 변수로 대체하는 것
이 타당하다”(Przeworski and Teune 1970). 향후 연구에선 민주/비민주 체제의 구분이 아닌, 모
든 정치체제의 공통된 변수인 ‘권력집중과 분산’을 설명변수로 하여 불평등 현상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예컨대 체제비교연구의 이데올로기적 과잉에 대한 해결책으로 쎄벨리스(Tsebelis 2002)
의 거부권행위자 이론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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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연구의 함의와 한계

본 연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유화가 일국의 불평등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니계수가 아닌 새로운 타일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44개국 데이터

를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금융자유화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변수로서, 민주주의, 실업혜택, 고용율, 교육수준, 1인당 국민총생산은 사

회를 보다 평등한 분배구조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무역자유

화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타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자유롭게 수입

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그 결과 하층계급에게 임금상승과 

같은 대체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화는 불평등

에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관세인하와 그로 인한 수입증대는 불평

등을 낮추지만, 금융자본의 이동성은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세계화는 분배정의에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복합적인 과정이다. 둘째, 금융자유화가 세계화

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한 사회의 분배정의를 위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자유화의 타이밍, 속도, 시퀀스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적절한 금융규제와 감독을 

통하여 금융개혁의 ‘포획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Detragiache et al. 2006; 

Acemoglu and Robinson 2006). 금융은 사적 시장의 영역이면서도 시장의 자율조정에 맡

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프랑스 법률학자 장 보댕(Jean Bodin)의 언급을 빌면, “국가의 

신경망”이기 때문이다.14) 셋째, 불평등을 완화 내지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이 중요하다.15)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평등 현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고용 및 실업대

14) 우(Woo 1991)에서 재인용.
15) 불평등의 개선을 포함한 사회통합적 기능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

드시 명령과 통제방식이나 권력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의 학자들은 소위 ‘사적 감
시론’(private monitoring), 즉 시장의 사적 행위자들이 정보와 거래의 비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도록 국가가 이들의 능력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예컨대 은행의 영업실적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국가가 규제하면 소비자들은 스스

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은행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가가 직접 나
서지 말고 시장행위자가 스스로 금융부문을 감독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Hay and Shlief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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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과 적절한 보상은 여전히 국가의 몫으로 남는다고 하겠다. 이러

한 의미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불평등 현상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국가의 실패’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자료

는 총합적(aggregate)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특정한 국가-연도 데이터는 소득 서열

상의 상·중·하로 세분화하지 않는다. 예컨대 타일지수가 감소하여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권의 임금하락으로 인한 것인지, 하위권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것

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정밀하게 포착하지 못한다. 향후 연구에선 타일지수를 임금 수준

별로 세분화하여 사용할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세계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불평등 데이터는 대체로 여섯 가지 정도

이다: 1) LIS 데이터; 2) 다이닝거와 스콰이어의 데이터; 3) 유엔대학의 세계개발경제학

연구소(UNU-WIDER: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f the U.N. 

University 2008)가 구축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I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4) 바본즈와 알바레즈-리바둘라(Babones and Alvarez-Rivadulla 2007)이 개발

한 표준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SIDD: Standardize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5) 솔

트(2009)가 5년간 가중이동평균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세계소득불평등 데이

터베이스(SWIID: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6) 갤브레이스와 버너

(2001)가 개발한 타일지수. 본 연구가 타일지수를 사용한 것은, 다른 모든 데이터는 개인

별 혹은 가계의 ‘소득격차’(income gap)를 정량화한 것이지만, 타일지수만이 유일하게 ‘임

금격차’(wage gap)를 수량화하였기 때문이다.16) 향후 연구는 특정한 설명변수(예컨대 금

융자유화)가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불평등 데이터를 모두 설명하는지 교차분석함으로

써 경험적 검증을 더욱 엄밀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금융-불평등의 연계(finance-inequality nexus)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

제성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금융부문이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연구들이 주장하는 바는, 금융산업이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이것이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등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조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매개변수로 책

정한 금융-성장-불평등의 삼각구조(finance-growth-inequality triangle)에 대하여 좀 더 분

16) 소득은 통상적으로 임금 이외에도 다른 소득원(예컨대 이자, 상속, 지대 등)이 포함된다. 불평등

을 측정할 때 임금과 소득 중 어느 것이 보다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소득보

다 임금이 더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측정한다는 논리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할 것: Galbraith and 
Berner(2001); Galbrait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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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의 연구는 정치제도나 노동시장, 규제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각국 자본주의·생산레짐의 특성들(예컨대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 법의 지

배와 부패 정도, 규제정책의 질, 정부의 당파성(partisanship), 선거제도, 노동 조직율과 조

직체계 등은 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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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s on Inequality: 
A Statistical Analysis of 44 Countries, 1980~2000

 Young Hark Byun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aper studies the impacts that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on inequality, employing 

a new database (Theil Index) covering 44 countries for 20 yea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financial mobility increases inequality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2) democracy, unemployment benefits, employment rate, education level, and 

GDP per capita contribute to more egalitarian pay norm; and 3) trade liberalization also 

decreases wage dispersion since it allows more and freer importation of foreign goods with 

comparative advantages and price fall in domestic market, thereby benefitting low wage 

workers and reducing inequality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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