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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요
 

약
 

한국경제의 실질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은 추이

를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가계소득 부진 현

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동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어, 2000~2010년간의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를 국제비교하면 한국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증가 간 격차는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균형과 교역조건 악화의 두 가지 요인

에 기인한다. 교역조건 악화는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과 ICT 등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하락에 기인하며, 

가계·기업소득 성장불균형은 노동소득 부진과 조세 및 준조세 요인, 그리고 자영소득 침체에 따른 것

이다. 가계·기업소득 성장불균형에는 외환위기 직후 및 이전 정부하에서의 성장촉진을 위한 친기업적 

정책들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정책은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

하면 늘어난 소득이 적하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파급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하효과를 압도하면서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

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물질적 후생 증진이란 점에서,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못미치는 현상은 경제성장의 (후생창출) 효율성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계소득 부진은 소비부진과 그에 따른 서비스산업 부진을 낳고 있고 그 밖에도 가계부채 문제

라든가 투자부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0년대 후반 들어 가계

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주택투자 부진이나 전체 고정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소득 부진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더불어 자

영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조세제도 개선, 자원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와 더

불어 적하효과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문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 업 경 제 분 석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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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를 구성

하는 개인의 물질적 후생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개인의 물질적 후생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경제성장률 계산에 사용되는 GDP보다

는 개인가처분소득(가계가처분소득)이 좀 더 적

절한 의미를 갖는다. GDP는 국민경제에서 행해

진 경제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 개

인가처분소득, 즉 가계소득은 가계 혹은 개인이 

소비나 저축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구

매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가계(가처

분)소득 증가율은 거의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경

제성장률이 곧 물질적 후생의 증진 정도를 반영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경우를 보면 1990

년대 중반 이전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이 거의 같았던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형태

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추이를 보인다. 특히 동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어, 뒤에서 보

이겠지만 2000~2010년간의 경제성장률과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를 국제비교하면 한국

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물질적 후생증진이란 점에서, 경제성장률

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크게 못미치는 현상

은 경제성장의 (후생창출) 효율성이 그만큼 저조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계소득 부진은 소

비부진을 통해 전체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 

밖에도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일견 가계소득과 연

관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투자부진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

서 가계소득 부진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일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여러 현안과 밀접

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가계

소득 부진 현상을 살펴보고 부진의 원인과 파급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소득 부진 타개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의하기로 한다.

1. 서론

여기서의 논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제도부

문별 소득통계에서 제공되는 가계 순가처분소득

(household net disposable income) 자료를 바탕

으로 한다. 제도부문별 소득통계자료는 현재 1975

년부터 2010년까지의 확정치가 명목자료로만 제공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

2. 한국경제의 장기 가계소득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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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순가처분소득을‘가계소득’이라 부르기

로 한다. 경제성장과의 비교를 위한 실질 가

계소득은 명목 가계소득 자료를 GNI 디플

레이터로 실질화한 자료를 이용한다.

우선 <그림 1>은 실질GDP와 실질 가계

소득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에서 보듯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계소득 증

가가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추이가 지속

되고 있다. 한편, <표 1>은 가계소득 부진 

현상을 기간별 증가율의 격차로 살펴본 것

이다.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를 가계소득 부진으로 정의하면, 가계

소득 부진은 2000년대 들어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전반에 비해 후

반 들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가계소득 부진

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두

드러진다. 2000~2010년간의 경제성장률

과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를 OECD

국가 간에 비교해보면 한국경제의 격차가 

OECD 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가계소득 부진

이나 경제성장의 후생 효율 저하는 OECD 

내에서 가장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성장

의 후생효율이 낮다는 것은 경제성장과 실

제 후생증가 간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의

미이다. 이는 이 시기의 한국경제에서 체

감성장 부진에 따른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의 괴리 문제나 저성장 담론이 폭넓게 제

기되었던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1> 가계소득 부진의 기간별 비교

1975~97 2000~10
2000~05 2005~10

경제성장률(A) 8.7 4.2 4.5 3.8 

가계소득 증가율(B) 8.1 2.4 2.8 1.9 

가계소득 부진(A - B) 0.5 1.8 1.7 1.9 

주 : 1)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기준,  2) 가계소득은 GNI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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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DP와 가계소득의 증가추이 비교

< 그림 2 > 가계소득 부진(경제성장률 -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의 

국제 비교

주 : (실질)GDP와 (실질)가계소득은 모두 1975=1로 지수화.

자료 : OECD.

주 : 1) 가계소득은 조(gross)가처분소득 기준.

2)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칠레, 일본, 스위스는 2000~2009년, 호주는 

2000~2008년, 뉴질랜드는 2000~2006년, 아일랜드는 2003~2010년, 나머

지 국가는 2000~2010년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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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

(1) 가계소득 부진의 요인 분해

여기서는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를 가계소득 부진으로 정의하고, 2000년 이

후의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

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계소득 부진, 즉 경제성장

률과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는 다음 (1)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계소득 부진 = G(GDP/P
D
)-G(DIh/PN

) = 

[G(GDP/P
D
)-G(DI/P

D
)]+[G(DI/P

D
)-G(DI/P

N
)]+ 

[G(DI/P
N
)-G(DIh/PN

)]                                (1)

(G는 증가율 operator, P
D
, P

N
은 각각 GDP  de-

flator와 GNI deflator, DI : 민간부문 명목가처

분소득(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합), DIh : 명목 

가계가처분소득)

(1)식의 첫 번째 항은 명목 GDP 증가율과 명목 

민간가처분소득 증가율 간의 차이에 해당한다. 

민간가처분소득은 GDP에서 고정자본소모와 정

부가처분소득,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및 경상이

전을 뺀 것과 같다. 여기서 국외 순수취 요소소

득 및 경상이전은 규모가 미미하므로 무시하면, 

GDP와 민간가처분소득 간의 차이는 정부가처분

소득의 상대적 크기(정부 비중)와 고정자본소모

의 상대적 크기(감가상각률)에 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항은 GDP 디플레이터와 GNI 

디플레이터 간의 격차에 해당한다. GDP 디플레

이터와 GNI 디플레이터 간의 증가율 차이는 곧 

실질GDP 성장률과 (실질)GDI 증가율 간의 차이

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

는 부분이다.1) 세 번째 항은 민간 가처분소득 증

가율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간의 차이이다. 

민간 가처분소득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합이

므로 이는 곧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성장격차

를 반영한다. 요컨대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

가율 간 격차는 정부 비중 및 감가상각률 변화, 교

역조건 변화,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격차의 세 요

인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부 비중이나 감가상각

률이 높아질수록, 교역조건이 악화될수록, 그리

고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성장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부진하다. 

<표 2>는 (1)식을 토대로 경제성장률과 가계

소득 증가율 간 격차에 대한 각 구성요인의 기여

를 기간 중 누적 성장률 기준으로 나타낸 결과이

다. 표에서 보듯 2000~2010년간 경제성장률과 가

계소득 증가율 간 격차의 가장 큰 기여요인은 가

계·기업소득 간 성장격차(기여율 약 77%)로 나

타난다. 이어서 교역조건 요인(디플레이터 요인)

의 기여가 크며, 정부 비중 및 감가상각률 요인

(GDP와 민간가처분소득 성장 격차)은 격차 축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추이

는 2000년대 전후반으로 나누어 보아도 큰 차이

가 없고 다만 2000년대 후반 들어 가계·기업 불균

형의 기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요인별로 추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교역

1)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 측면에서의 디플레이터이고 GNI 디플레이터

는 소득 구매력 측면에서의 디플레이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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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악화는 세계경제 환경 요

인과 한국의 수출입 구조, 그

리고 환율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

출입 구조는 주로 원유를 비롯

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조

립형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00년

대 들어 세계경제에서는 중국

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가공조립형 공산

품은 공급 확대와 더불어 가격이 하락하고 원자

재는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바 있다. 이같은 변화는 당연히 한국

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유가변동은 한국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동기간 중의 유가급등

은 교역조건 악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2000년대 초와 2008년 이후의 고

환율 역시 교역조건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상승시 가격 전가도의 차이

에 따라 원화 표시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보다 민

감하게 변동한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은 교역조건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가계·기업소득 불균형은 노동소득 

부진(노동분배율 하락), 조세 및 준조세(2차분배 

요인), 자영소득 부진 등에 기인한다. 즉 고용 및 

임금부진으로 노동소득이 부진하고 조세 및 준조

세 구조가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한데다 

자영업이 침체된 데 따른 것이다. 가계·기업소득 

불균형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2000~2010

년간의 경우 노동소득 부진(약 41%), 조세 및 준

조세 요인(약 36%), 자영소득 부진(약 17%)의 순

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2) 정책적 요인의 역할

  

앞에서 가계소득 부진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균형은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장기적으로 거

의 동일한 성장추이를 보여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양부문 간 성장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간

별로 보면 외환위기 직후~2002년 간과 2007년 이

후 양부문 간 성장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그림 3>참조).

앞서 설명하였듯이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

균형은 조세·준조세 요인이나 노동분배율 하락, 

자영소득 침체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들 변화

를 가져온 2차적 원인으로 우리는 동기간 중의 정

책에 따른 측면, 즉 정책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조세·준조세 요인은 그 자체로 정책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준조세를 포함하는 광의의 

유효세율 추이를 보면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

      2000~2010
2000~2005 2005~2010

격차 기여율 격차 기여율 격차 기여율

가계소득 부진 24.1 100.0 9.8 100.0 10.7 100.0 

deflator 격차 11.8 48.9 4.6 47.5 5.0 46.3 

GDP DI 격차 -6.1 -25.5 -1.3 -13.8 -3.6 -33.5 

가계·기업소득 격차 18.5 76.6 6.5 66.3 9.3 87.2 

주 : 기간 중 누적 성장률 기준. 격차(%포인트), 기여율(%)

<표 2>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증가 간 격차(가계소득 부진)의 요인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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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와 2000년대 후

반 들어 조세·준조세 요인이 기업소득에 유리하

고 가계소득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 

추이를 보인 것이 나타난다. 

한편, 조세·준조세 요인뿐 아니라 노동분배율 

하락이나 자영소득 침체에도 정책적 요인의 역할

을 추측할 수 있다. 예컨대, 서구국가들의 노동분

배율 하락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분배

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우선 정치경제학적 요인

에 의한 노동 교섭력의 약화(Blanchard 1997, Ro-

drick 1999, Harrison 2002, Blanchard & Giavanni 

2003, Bassanini & Duval 2006, Annett 2006)가 지

목되며, 특히 노동 교섭력 약화를 가져온 배경으로

서 글로벌화(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Slaughter 

1996, Rodrick 1997, Harrison 2002, Lee & Jayadev 

2005, Guscina 2006, Jayadev 2007), IT화 등 기술 

변화(Harrison 2002, Acemoglu 2003, Bentolila & 

Saint-Paul 2003, Guscina 2006) 등이 거론된다. 그 

밖에 산업구조 변화(de Serres 2002), 환율 변화(Di-

wan 1999, Harrison 2002), 민영화 진전(Azmatt et al 

2011) 등도 노동분배율 하락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듯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자

본과 외환시장의 전면적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규

제완화와 민영화, 상품시장에서의 대외 개방 역시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1997년의 노

동법 개정과 외환위기하에서의 대규모 정리해고

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비

정규직의 확대 등을 통해 소위 노동시장 유연화

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07년

말 집권한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규제완화와 노동 

유연화, 법인세 인하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

고 아울러 반드시 정책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의 대폭적 상승이 이루어졌다. 상기 

기존 연구에 따른다면 노동시장 유연화나 자본 자

유화, 글로벌화 등은 노동의 교섭력 약화를 통 해 

노동분배율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규

제완화나 민영화, 대규모 환율 상

승 역시 노동분배율 하락의 원인

으로 지목되는 것들이다. 

한편, 농업이나 서비스산업

에서의 대외 개방 확대나 규제

완화는 同산업 내에서 특히 경

쟁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부문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외환위

<표 3> 가계·기업소득 불균형의 요인별 기여율

2000~10 2000~05 2005~10

노동소득 요인 40.9 26.1 54.8

자영소득 요인 16.7 18.8 13.6

재산소득 요인 6.8 21.6 -6.3

본원소득 요인 소계 64.5 66.5 62.1

2차분배 요인 35.5 33.5 37.9

가처분소득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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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경제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1975~2010)

자료 : 한국은행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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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직후의 기업 부채비율 인하 조치나 최근의 저

금리 기조는 가계의 이자소득과 기업의 순이자

지출을 통해 가계·기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여

하였을 것이다. 

이같은 측면들을 종합해 보면, 정책적 요인은 

조세·준조세 요인뿐 아니라 노동분배율, 자영소

득, 이자소득 등 가계·기업 간 성장불균형의 제요

인에 걸쳐 비교적 폭넓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간별로 볼 때, 외환위기 직후, 그리

고 친기업적 정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

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 노동분배율 하락이나 

가계·기업 간 성장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

지게 진행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나 이명박 정부하에서 추진되었

던 이같은 정책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이들 정책

은 그 바탕을 이루는 정책 논리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경제

의 부가가치 창출 주역인 기업 부문에 대한 유인

과 활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소득 창출과 성

장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소득 증가

는 소위 적하효과(spill-over effect or trickle-down 

effect)를 통해 기업 이외의 다른 부문에도 파급됨

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의 후생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외환위기 이후나 이명

박 정부하에서의 상기 정책들은 이같은 논리를 바

탕으로 기업부문에 더 많은 유인과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한 것들이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한국 경제성장이 고도성장기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되었지만 성장둔화 자체는 경

제사회의 성숙화 요인에 의해 거의 설명되고 국

제적으로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

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 정책들이 일정 정도 성장

촉진효과를 발휘하였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

각된다. 다만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균형 현상

은 상기 정책 논리 중에서 적어도 적하효과 측면

은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위

와 같은 기업 본위적 정책들은 국민경제 내에서 

기업의 교섭력을 높임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갖는

다.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균형 및 그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은 이같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

하효과를 압도하였음을 시사한다. 2000년 이후의 

기업소득 호조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호조보다

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가계와 정부부문에 

대한 환류 부진에 주로 힘입은 것이란 사실도 이

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4. 가계소득 부진의 결과

 (1) 소비 부진 및 서비스 부진

가계소득 부진의 일차적인 결과는 소비부진이

다. 가계소득과 소비 간의 밀접한 관계는 이론적

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 새삼

스럽게 상세히 논할 필요는 없다. 경험적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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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소비의 가계소득 탄력성

은 거의 1에 가깝다. 

실제로 소비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가계소득 부진을 반

영하여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

률에 크게 못미치는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00~2012년간

의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경

제성장률에 비해 약 0.8%포인트

나 낮다. 200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 들어 경제성장률이 더욱 둔

화되었음에도 이같은 격차는 그

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소비부진은 더 심화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경제의 금융화 진

전에 따라 가계 대출이 훨씬 용이

해지고 이자율은 하락하였으며 

가계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소득 이외의 변수들은 대체

로 소비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는 점에서, 가계소득 부진 

이외에는 동기간 중의 소비부진

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가

계소비 성향이 상승추이를 보인 점도 소비부진이 

주로 소득부진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한다.   

한편, 소비부진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또 다른 

문제로 서비스산업 부진을 들 수 있다. 1970년

대 이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이나 전체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여왔고 이같은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좀 더 심화된 것으로 나

타난다. 

서비스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존 논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의 생산성 부진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서비스 부진의 주된 

원인은 생산성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에 있을 가

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의 경우는 교역

재로서 세계시장이 잠재적인 수요자이기 때문에 

<표 5> 민간서비스 부가가치와 가계소비 간 장기균형 관계

FMOLS DOLS Johansen ML

계수 1.135 1.141 1.195

t-값 (99.120)*** (121.964)*** (89.601)**

R2 0.998 0.999 0.978

주 : 1)  FMOLS는 Fully Modified OLS, DOLS는 Dynamic OLS, Johansen ML은 Johansen Maxi-

mum Likelihood 방법을 나타냄.

2) (   ) 안은 t값,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3) DOLS의 선행 및 후행시차(lead and lag)는 1로 설정, 시차변수들의 추정결과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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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비스산업 성장률과 가계소비 증가율 추이 비교

자료 : 한국은행 ECOS.

<표 4> 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2000~2010 2000~2005 2005~2010 2010~2012

민간소비 3.4 3.8 3.1 2.0

(가계소비) 3.4 3.7 3.0 2.0

GDP 4.2 4.5 3.8 2.8

자료 : 한국은행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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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만 높으면 가격경

쟁력 우위를 통해 얼마

든지 수요 확보가 가능

하지만, 주로 비교역재

인 서비스는 생산성 상

승으로 수요를 늘리는데

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최종수요의 가

장 큰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과 달리 서

비스산업은 소비가 최종수요에서 지배적인 비중

을 차지한다. 2010년 산업연관표에 의할 때 서비

스산업 최종수요 중 민간소비의 비중은 58.2%이

고 정부소비를 포함한 최종소비 전체의 비중은 

82.4%에 달한다. 실제로 민간 서비스 부문의 성

장률과 가계소비 증가율의 추이를 비교해 보아

도 양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4> 및 <표 5>참조). 그런 점에서 서비스 부진은 

주로 소비부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소비부진은 가계소득 부진에 기인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부진 역시 궁극적으로는 

가계소득 부진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2) 투자 부진

일견 가계부문은 투자와는 별

다른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

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0~ 

2010년간 평균으로 볼 때 전체 민

간 총고정자본형성의 약 21%를 

가계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즉 민

간 고정투자의 약 1/5이 가계부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가계소득 부진은 가계가 수행하는 투자

의 위축을 통해 전체 투자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

용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제도부문별 투자 추

이를 보면 전체 투자 중에서도 가계부문에 의한 

투자가 가장 두드러진 부진을 보인다. 특히 2005

년 이후 가계투자는 연평균 증가율 -3.3%의 극심

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가계투자 부진은 

2005~2010년간 전체 투자 증가율을 매년 약 0.5%

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낳고 있다.

가계투자 부진은 가계저축률 급락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이고 가계저축률 하락은 다시 가계소득 

부진의 결과이다. 앞서 본 것처럼 2000년 이후 가

계소비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소비부진보다 가계

<표 6> 제도부문별 고정투자 증가율 추이(%)

1975~1997 2000~2010 2000~2005 2005~2010
증가 기여도

(2005~2010)

기업 12.1 3.5 3.4 3.7 2.4

정부 12.4 2.6 4.2 1.1 0.2

가계 11.3 -1.0 1.3 -3.3 -0.5

전체 12.0 2.6 3.1 2.1 2.1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자료의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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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택투자

<그림 5> 가계투자와 주택투자 추이

단위 : 10억원(2005년 불변가격)

자료 : 한국은행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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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본재 형태별 고정투자 증가율(실질 기준)

2000~2011 2000~2005 2005~2011

총고정자본형성 2.2 3.1 1.5

  건설투자 1.4 4.4 -1.1

      (주택) -1.0 7.6 -7.6

  설비투자 3.5 1.2 5.4

  무형고정자산 투자 5.0 5.6 4.5

자료 : 한국은행 ECOS.

소득 부진이 더 두드러지면서 가계 저축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가계투자는 주로 주택투자이기 때문에 가계소

득 부진에 따른 투자부진은 형태별로는 주택투자 

침체로 나타난다. 주택투자 부진은 특히 2000년

대 후반 들어 두드러져서, 2005~2011년간의 주택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7.6%의 극심한 침체를 보

이고 있다. 동기간 중 주택투자 부진의 전체 고

정투자나 건설투자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각각 연

평균 -1.1%포인트, -1.9%포인트에 달한다. 주택

투자가 거의 가계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의 건설투자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가계소득 부진에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가계부채 문제

직관적으로 볼 때 2000년 이후의 가계소득 부

진은 같은 기간 중의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필

자가 알기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가계소득 부진과

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학술적 연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아직 없는 것 같다. 다만 학술

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미

국경제를 대상으로 Ra-

jan(2010), Posner(2010) 

등이 가계소득 부진이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일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2) 가계부채 문제

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

구는 주택가격 상승, 사교육비 부담, 가계의 인구

학적 변화 등 주로 소득보다는 소비 내지 지출 측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

해진데는 물론 이들 요인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에 못지 않게 가계소득 부진이 중요한 원인일 가

능성이 높다. 

가계·소득 부진이 가계부채 증가율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가계소득 

부진과 가계부채/가계소득 비율 간의 관계는 통계

적으로 좀 더 분명한 듯이 보인다. 우선 <그림 6>

에서 보듯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 비율과 가

계 소비성향은 매우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인다. 

2)  예컨대, Rajan(2010)은 미국 가계부채의 직접적 원인인 주택가격 버블

이나 서브프라임 문제 등이 임금 및 소득증가 부진을 보전하기 위한 정

치경제학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문

제의 근본적 원인이 소득부진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가계부

채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하여, 대출 확대가 근

본적으로 가계소득 부진에 대응한 일종의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추진

된(반드시 명시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더라도)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

적한다. 

이같은 논리는 한국경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2000년대 초의 

소위 카드대란은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및 소비부진을 보전하기 위

해 추진된 가계대출 확대 정책의 결과였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가격 상승 역시 가계소득 부진을 자산가

격 상승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특

히 주지하듯이 한국경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세의 둔화 폭

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 그런 점에서 Rajan의 논리에 기초한 가계소득 

부진이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한국이 미국보

다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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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비성향 상승이 가계수지를 악화시킴으로

써 가계부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

성은 직관적으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상기 기

간 중 가계 소비성향 상승의 배경으로는 우선 가계

신용의 접근성 확대나 가계자산 추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측면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논의된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동기간 중 가계소비가 부진하였음을 감안

한다면, 가계소득 부진 역시 소비성향 상승의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림 7>은 이런 논리에 기초하여 가계소득 부

진과 가계부채 비율의 변화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양자는 상당히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인

다. 경제성장률에 가계소득 증가율이 못미치는 것

을 가계소득 부진으로 정의할 때, 가계소득 부진

과 가계부채 비율의 변화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다는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가계소득보다 전체 경

제의 활동수준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변동함을 

의미한다. 가계부채가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배경

이나 가계소득 부진과 가계부채 비율 간의 구체적

인 관계는 아직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

는 부분이지만, 일단 위와 같은 통계적 사실이나 

직관적인 논리는 가계소득 부진이 가계부채 비율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가계소득 부진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높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가계부채/가계소득 

비율의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하

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신용이나 부채 그 자체에 대한 대응

과 더불어 가계소득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은 크게 가계·기업소득 불균형과 교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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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비성향과 가계부채 비율 추이  <그림 7> 가계소득 부진과 가계부채 비율

주 : 가계소득 부진은 [경제성장률-실질가계소득 증가율 격차]의 과거 2개년 산술평균. 가계부채 비율 변화는 전년 대비 부채비율 변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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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의 두 가지 요인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가계

소득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역시 이 두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먼저 교역조건 

요인의 경우 최근에는 세계경제 부진으로 유가나 

원자재가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환율도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쪽

으로 대내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측면

은 가계소득 부진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부진이 해소되면 유

가나 원자재가의 상승세가 재연되면서 상황이 반

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의 추이 자체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들 요인

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

도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경제의 에너

지 효율성을 제고한다든가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 혹은 산업구조를 에너지 및 자원절

약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중장기

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계·기업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동 

문제가 상당 부분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상당한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가계·

기업소득 불균형을 초래한 정책의 기본적 구상은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기업에 더 많은 유인과 

활동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높이면 

그 혜택이 적하효과를 통해 국민경제 전체에 확산

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

펴본 바에 의하면 이같은 정책의 결과 성장촉진 

효과나 적하효과보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결국 가계·기업소득 불균

형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적하효과

를 기대하기보다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문

간 균형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한 정책은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영역뿐 아니

라, 시장 지배력이나 교섭력과 같은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특정 부문이나 계층에 편중된 구조로 

전개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노력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교섭력

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노력이나 자

영업 부문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는 정책적 노력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통상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정책적 노력들 예컨대,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내수 활성화 정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조세제도 측면에

서 균형성장을 위한 개선 노력 등도 가계소득 부

진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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