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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리포트는 2007~2018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 및 부

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추산하고 부동산소득이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

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소득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

득과 잠재 자본이득의 합으로 볼 경우에 그 규모는 12년(2007~2018) 동안 GDP 

대비 연평균 31.2%가, 둘째 부동산소득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실

현 자본이득(매매차익)의 합으로 볼 경우는 12년(2007~2018) 동안 GDP 대비 연

평균 32.7%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임대소득에서 매입 자금의 이자

를 공제한 나머지와 실현 자본이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12년

(2007~2018) 평균 20.5%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부동산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11년(2008~2018년) 동안 약 

15~38%, 연평균 25.3%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동산소득은 2018년의 경우 임금소

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는 반대로 그 양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

는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불평등에 관해서 부동산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적 측면에서 부동산소득

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소득 다음으로 크고, 질적 측면에서는 악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임금소득 및 사업소득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볼 

소지가 상당하지만, 부동산소득의 대부분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본 리포트를 통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해야 할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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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

부동산은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일반인들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편 부동산에서 토지개량물을 제외

한 토지 자체의 불평등도는 《토지+자유 리포트》 17호(남기업·이진수 2020)에서 밝

혀진 것처럼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960년 0.3에 가까웠던 토지 

소유 지니계수가 국토부가 제공한 통계를 활용해서 계산한 결과 세대 기준 지니계

수는 2018년 현재 0.809이었다. 토지와 건물의 합인 부동산 지니계수는 토지 지니

계수보다 낮겠지만1) 불평등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 불평등 자체가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를 말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소득의 규모가 크

지 않기 때문에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실에 가까운 것일까?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핵심 원인 중 하

나라고 느끼는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언론이 사

실을 부풀려서 나온 반응일까? 우리는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현실에 가깝

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들이 부동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연구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소득을 좁게 보기 때문이며, 두 번

째 이유는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는 가구 설문 데이터에서 부동산소득이 과소 응답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소득 유형이 총소득의 불평등도에 얼마나 기여하

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부동산소득은 실제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임대

소득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의철·김진욱·하두나(2009)의 연구는 부동산소득으

로 노동패널의 임대소득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1998~2004년 사이에 부동산소득은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에 2~6%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Rani&Furrer(2016)의 연구도 G20 각국의 가구 설문자료를 이용해 본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불평등 요인을 분해하였는데 임대소득을 비롯한 자본소득의 불평등 기여

도는 국가에 따라 1.5~27%로 나타났고,2) 이 중 한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1) 토지 지니계수가 부동산 지니계수보다 높다고 보는 이유는 건물의 부속토지의 가치와 건물 가치의 비율이 다
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치의 차이로 상가 빌딩 A의 토지가격은 10억원이고 B는 5억원이라면, 건물의 가
치는 토지 가치의 비율처럼 2:1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건축한 연도와 기술이 같다면 건물가치는 동일할 수 있
고, 오히려 비율이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토지 지니계수가 부동산 지니계수를 상회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장 낮은 1.5%는 아르헨티나, 가장 높은 27%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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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2.6%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로 이종철(2018)은 미시자료인 가계금융조사

에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소득 보정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국세통계를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보정하고, 산업연관표의 임대소득을 각 가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정

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의 기여도가 약 12%로 

나타났다. 

본 리포트의 관점, 즉, 부동산소득을 자본이득과 귀속임대소득까지 포함한 임대소득

의 합으로 정의하는 것과3) 유사하게 부동산소득의 범위를 귀속임대소득까지 넓혀서 

살펴본 연구도 있다. 정의철·김진욱(2009)은 귀속임대소득만의 불평등 기여도는 

11.3%, 매매차익 및 임대소득(귀속임대소득 제외)의 기여도는 5.6%, 이를 더한 총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6.9%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요약하면 부동산이 소

득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가 가장 큰 연구는 16.9%다. 

그러나 본 리포트는 ‘16.9%’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본 리포트는 2장에서 부동산소득을 정의한 후 새로운 방식으로 추산

하고, 3장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해

보고, 4장 요약 및 결론으로 마친다.

2. 부동산소득 추산(2007~2018)

1) 부동산소득의 정의

부동산소득의 규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동산소득 = 자본이득 + 임대소득

먼저 자본이득부터 검토해보자. 자본이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정한 기간의 부동

산의 가치 상승분을 뜻하는 ‘잠재’ 자본이득이 그 하나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손에 쥔 소득, 즉 ‘실현’ 자본이득이 또 다른 하나다. 

 

그러면 임대소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서 발생

한 소득만을 임대소득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가소유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즉 귀속임대소득(imputed rent)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각 

3)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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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들의 경제상태 혹은 경제력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4) 

부동산소득에 관한 이와 같은 정의는 포괄소득(comprehensive income) 이론으로 

정당화된다. 포괄소득은 헤이그 사이몬스(Haig-Simons) 소득이라고도 하는데 

Haig(1921)는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 경제력의 순증가분을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

이다"라고 하였고 Simons(1938)는 이를 발전시켜 “개인의 소득이란 일정 기간동안 

(1) 소비한 것의 시장가치에 (2) 재산가치의 변동분을 더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다수의 학자들은 단순한 현금 소득이 아닌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구찬동·오정일, 2011). 이 포괄소득 개념을 

적용하면 귀속임대소득은 주택서비스에 대한 소비가치를 의미하기에 소득에 포함되

며 잠재 자본이득은 재산가치의 변동분이므로 역시 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월세지출 부담과 집값 상승 이득을 반영하여 가계의 경

제력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본이득 중에 실현된 자

본이득, 즉 매매차익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가격만 오른 잠

재 자본이득도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할까? 포괄소득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고 할 수

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현 자본이득만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하려고 한다. 그러면 임

대소득 전체도 불로소득일까? 이것 역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리포트에서는 

임대소득에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만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하려고 한다. 요약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실현 자본이득과 현 

임대가치에서 매입 가액의 이자를 공제한 부분(순임대소득)의 합’으로 정의된다. 이

렇게 해서 정의된 부동산소득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귀속임대소득을 임대소득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임금소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경제력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가령 갑과 을 두 사람의 임금소
득이 동일하게 연 5,000만원이고 모두 월세 100만원(연간 임대가치 1,200만원) 수준의 집에서 산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은 실제로 월 10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고, ‘을’은 집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임금소득은 같지만 이들의 경제력 혹은 경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고, 이것은 귀속임
대소득이 소득에 포함되어야 그 현실을 포착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갑의 1년 소득은 5,000만원이
고 을은 6,2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가치의 건물에서 영업하고 연간 사업소득은 1억원으로 동일
한데 ‘갑’은 무상으로 취득한 건물에서 영업하고, ‘을’은 월세(연간 3,600만원)를 얻어서 영업한다고 해보자. 두 
사람의 영업소득은 1억원으로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제력 혹은 경제상황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하고, 이
것을 포착해내려면 마찬가지로 귀속임대료이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갑’의 전체 소득은 부동산
소득을 포함하여 1억 3,600만원이고 을은 1억원이 된다. 영업용 건물의 소유 여부가 각 경제주체의 경제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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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소득 추산 방법

부동산소득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의했으니 잠재 자본이득, 실현 자본이득, 임대소

득, 순임대소득을 차례로 구해보자. 잠재 자본이득은 한국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국

민대차대조표에서 생산한 자산에 대한 보유 손익에서 ‘건설 자본이득’과 ‘토지 자본

이득’을 구분하여 생산·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실현 자본이득은 추산할 수밖에 없다. 실현 자본이득을 정확히 구하려면 매

각된 부동산의 매입시점과 가격을 알아야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서는 모든 부동산의 매입가격과 매입시점을 알아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기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패널자료

를 활용해왔으나 이것은 표본 집단의 대표성과 부동산 고소득층의 과소기록의 한계

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리포트에서는 이 분야의 선행 연구인 남기업·전강

수·강남훈·이진수(2017)의 추산 방법, 즉 국세청이 제공하는 취득세 통계를 활용해서 

부동산 평균 보유 기간을 통하여 실현 자본이득을 추산하려고 한다.5) 즉, 선행연구

처럼 아래에서도 부동산의 평균 보유 기간은 주택이 8년, 비주거용 건물은 7년, 토

지는 27년으로 간주해서 추산한다.6) 

귀속임대소득까지 포함한 임대소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선행연구 남

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2017)의 방법을 원용하여 주택 4%, 비주거용 건물 5%, 주

택의 부속토지와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구축물 등에는 

0.5%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감정평가협회(2016)

5) 실현 자본이득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 양도소득세 통계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통계를 통해서 자본이득을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 왜냐면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비과세 대상들이 빠져있
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고,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비
과세 감면 대상이 상당하다. 그리고 법인이 누린 양도차익은 법인세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통해
서 실현 자본이득을 구하게 되면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6) 실현 자본이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2017, 117~120) 참조. 

①-1 부동산소득 = 잠재 자본이득 + 임대소득*

①-2 부동산소득 = 실현 자본이득 + 임대소득*

② 부동산 불로소득 = 실현 자본이득** + 순임대소득***

         * 타인 임대뿐만 아니라 자가소유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임대소득도 포함

         ** 실현 자본이득 = 매각가액 – 매입가액

         *** 순임대소득 = 현 임대가치 – 매입가액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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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한 기준을 활용하여 임대료율 주택 3%, 일반건축물 3.75%, 토지 0.5%를 적

용해서 추산한다. 

그리고 순임대소득은 결국 매입가액의 이자를 구할 때 무엇을 이자율로 삼을지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금리가 낮은 정기예금금리와 일반적으로 자산의 평균 수익률

보다 높은 주택대출금리의 평균을 적용하여 추산한다. 

3) 부동산소득 추산과 해석 

이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산된 부동산소득의 규모를 살펴보자. 잠재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소득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부동

산가격이 폭등했던 2007년에 663.5조원이던 부동산소득은 2008년에는 373.2조원, 

2013년에는 244.6조원까지 격감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 484.5조원, 2017년에

는 609.6조원이 되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에 63.6%로 제일 높았고, 

2013년에 17.1%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2017년에는 

40%에 거의 육박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것은 잠재 자본이득의 변화였다. 2007년

에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었을 때 최고조에 달했던 잠재 자본이득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가 2013년을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 부동산

소득의 11년(2007~2017) 평균은 31.2%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소득이 

실로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 : 잠재 자본이득은 현재 한국은행(ecos.bok.or.kr)이 2017년까지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음

<표 1> ①-1 부동산소득(잠재 자본이득+임대소득) 추산 결과
단위 :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재

자본이득

건설자산(ⓐ) 143.1 120.4 62.8 118.6 102.7 31.3 23.3 23.4 7.0 58.6 76.7 

토지자산(ⓑ) 392.2 116.5 131.7 107.6 150.3 65.0 45.6 174.6 192.1 219.8 310.7

임대소득(ⓒ) 128.2 136.3 144.2 154.1 163.7 169.3 175.7 184.7 194.4 206.0 222.2

부동산소득
(ⓐ+ⓑ+ⓒ)

663.5 373.2 338.7 380.3 416.7 265.5 244.6 382.8 393.4 484.4 609.6 

부동산소득/GDP 63.6 33.8 29.4 30.1 31.3 19.3 17.1 25.8 25.2 31.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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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①-1 부동산소득(잠재 자본이득+임대소득) 추산 결과

다음으로 실현 자본이득(명목)과 임대소득의 합인 부동산소득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를 통해서 우리는 2007~2018년 12년 동안 400~500조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비율은 2008년에 38.8%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는 경향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12년 내내 부동산소득은 GDP의 27%를 

초과했고, 12년 평균은 무려 32.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표 2> ①-2 부동산소득(실현 자본이득+임대소득) 추산 결과

단위: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
현

자
본
이
득
(ⓐ)

주택 147.6 157.6 166.2 164.8 162.5 153.0 141.4 129.1 113.8 118.8 127.8 135.6 

일반건축물 85.6 91.1 87.1 89.4 91.8 84.4 74.9 63.2 64.5 66.7 72.5 76.7 

토지 42.3 43.2 44.1 44.9 46.0 47.6 47.6 48.0 48.8 49.8 49.2 51.0 

임대소득(ⓑ) 128.2 136.3 144.2 154.1 163.7 169.3 175.7 184.7 194.4 206.0 222.2 239.2

부동산소득(ⓐ+ⓑ) 403.7 428.2 441.6 453.2 464.0 454.3 439.6 425.0 421.4 441.3 471.7 502.4 

부동산소득/GDP 38.7 38.8 38.3 35.8 34.8 33.0 30.8 28.6 26.9 27.0 28.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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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①-2 부동산소득(실현 자본이득+임대소득) 추산 결과

마지막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2007년에는 239.9조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274.9조 원, 

2017년에는 320.8조 원, 2018년에는 327.6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GDP와 비교하면 12년

(2007~2018) 동안 GDP의 20.5%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② 부동산 불로소득(실현 자본이득+순임대소득) 추산 결과

단위: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
현
자
본
이
득
(ⓐ)

주택 147.6 157.6 166.2 164.8 162.5 153.0 141.4 129.1 113.8 118.8 127.8 135.6 

일반건축물 85.6 91.1 87.1 89.4 91.8 84.4 74.9 63.2 64.5 66.7 72.5 76.7 

토지 42.3 43.2 44.1 44.9 46.0 47.6 47.6 48.0 48.8 49.8 49.2 51.0 

순임대소득(ⓑ) -35.7 -69.6 -22.6 -14.3 -26.6 -19.0  9.1 25.3 58.4 74.9 71.3 64.4 

부동산 

불로소득(ⓐ+ⓑ)
239.9 222.3 274.9 284.8 273.7 266.0 273.0 265.5 285.5 310.2 320.8 327.6

부동산 불로소득

/GDP
23.0 20.1 23.9 22.5 20.5 19.3 19.1 17.9 18.3 18.9 19.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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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③ 부동산 불로소득(실현 자본이득+순임대소득) 추산 결과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혹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잠재 자본이득보다 실현 

자본이득이 더 큰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잠재 자본이득은 전체 부

동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실현 자본이득은 거래된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잠재 자본이득은 당해연도 부동산 가

액과 직전 해 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이지만, 실현 자본이득은 당해연도 거래된 부동

산 가액과 7~27년 전 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이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보다 클 가능

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둔화되어 잠재 자본이득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실현 자본이득

은 그렇지 않다. 2008년에 매각한 부동산은 7년, 8년, 또는 27년 전에 매입한 부동

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누가 가져간 걸까?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은 

‘토지’ 불로소득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잠재 자본이득에

서는 생산된 건설자산의 자본이득도 있었지만, 원론적으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토지 불로소득을 토

지 과다 보유 개인과 법인이 누렸을 것이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현재 38.7%인 비(非)토지소유세대와 비(非)토지소유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부

동산 불로소득인 GDP의 20.5%의 부동산 불로소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비

(非)토지소유세대와 비(非)토지소유법인이 노력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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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토지 과다소유 개인과 법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2018년 현

재 세대별 토지 지니계수가 0.809이고,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도는 개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상위 10%가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봐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은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쳤을까? 장을 바꿔 살펴보기로 하자.

3.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1) 분석 방법 및 사용 데이터 

부동산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본 리포트에서

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Lerman & Yitzhaki(1985)의 아래와 같은 지니계수 분해 방

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구 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소득유형들이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몇 %의 영향을 미치는지의 기여도와 해당소득의 양이 변할 

때 불평등도에 미칠 한계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G= ∑
K

k= 1
[ cov(xk,F)
cov(xk,F k)

.
2cov(xk,F k)

m k
.
m k

m ]= ∑
K

k= 1
R kG kS k

여기에서는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7)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낸다. 는 개별 가구의 k유형 소득, F는 누적분포함수로 소득의 순위를 나타내

며 m은 평균(mean)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절대기여도()를 모두 더하면 

총 지니계수(G)가 되고 여기서 개별 소득의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기여도

이다. R k(Relation)는 가구의 소득유형 k와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의 지니상관계수8)

로서 소득유형 k가 얼마나 총소득과 비례하는지를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소득 가

구일수록 k소득도 많다면 이 값은 1에 가깝게 나올 것이고 저소득 가구일수록 이 

소득이 많다면 이 값은 –1에 가깝게 나오게 된다. 만약 이 값이 음수로 나오게 되

면 이 소득유형 k의 절대기여도 는 음수가 되어 전체 지니계수(G)를 감소

시키는(불평등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G k(Gini)는 소득원천 k의 지

니계수로서 소득원천 k 자체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마

7) 물론 전수 마이크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표본 자료를 통해 전체 가구의 불평등도를 추정한다. 
8) 지니상관계수는 두 연속형 변수의 상관도를 측정하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두 순서형 변수의 상관도를 측정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절충한 방법이다(Schechtman & Yitzhaki, 1999).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선형 관계의 강도에 따라 –1에서 +1사이에 값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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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S k(Share)는 소득원천 k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체 가구소득

에서 이 유형의 소득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특정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해당소득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수록

(G), 해당소득이 고소득자에게 더 집중되어 있을수록(R), 해당소득의 양이 클수록(S) 

크게 나타난다. 

지니계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의 유형별 소득액을 알 수 있는 미시자료

가 필요한데 우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생산한 재정패널조사9) 데이터를 이용

하고자 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구의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

해 부동산 유형별10)로 문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귀속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기 때문이다. 

소득은 크게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임금소득은 

임금근로자가 응답한 연간 임금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사업순소득을 의미한다. 부동

산소득은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잠재 자본이득의 합이다. 부동산소득

에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하고 매매차익이 아닌 잠재 자본이득을 사용한 이유는 1)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괄소득(comprehensive income)으로 보는 것이 현실의 경제력

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2) 재정데이터 상에서 주택 매매차익은 

조사문항을 통해 구할 수 있으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익은 산출이 어

렵기 때문이다. 

재정패널조사에서 별도의 임대소득 조사 항목이 있으나 본 리포트에서는 해당 문항

의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별 부동산 자산액

에 앞에 사용한 감정평가협회의 임대료율을 적용하여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

소득 추정액을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잠재 자본이득은 각 가구의 부동산자산 총액

에 해당연도의 보유손익비율을11) 곱하여 산출하였다.12) 지니계수 산출 및 분해에는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1차)부터 현재(2018년도, 11차)까지 매년 약 5천여 가구를 추적 설문조사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과대표집하고 타 조사와 달리 소득 관련 세금 자료(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10)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 토지, 건물(상가 및 사무실 등)으로 분류하여 설문 문항이 있고 2011년 이전
에는 토지와 건물이 한 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11)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해당년도 부동산가액 대비 해당년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손익
(한국은행 발표)의 비율. 2018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손익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전 부문의 보유손익
만 잠정 발표되었기에 2018년도의 보유손익 비율은 2018년도 전 부문의 보유손익률 상승률을 가계의 전년대
비 보유손익률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도별 보유손익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4.02%, 2009년도 3.04%, 2010년도 3.20%, 2011년도 3.74%, 2012년도 1.59%, 2013년도 0.98%, 2014년도  
3.24%, 2015년도 3.07%, 2016년도 3.55%, 2017년도 4.66%, 2018년도 추정치는 5.52%. 

12)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잠재 자본이득은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크므로 실제 개별가구에서 발생한 잠재 자본



- 12 -

가구 균등화 소득을 적용하였고 패널 데이터상의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13) 

2) 지니계수 분해 결과(2018년) 

위의 방법을 통해 도출한 2018년도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가구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0.409이며 이에 대한 임금소득의 기여도(상

대기여도)는 49.5%, 부동산소득의 기여도는 37.5%로 부동산소득이 임금소득 다음으

로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동산 소득의 기여도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로 국민계정상 2018년 가

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동산 자산은 6,648조원인데 비해 재정패널의 응답을 통한 가

계의 부동산 자산 추정치는 4,421조원으로14) 부동산 자산의 응답에 어느 정도의 과

소보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로 여기서는 잠재자본이득을 모든 부동산 소

유 가구가 부동산 가격에 비례하여 얻은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고가 부동

산에 더 치우쳐저 발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소득의 총액비중(s)과 부동산소득의 지니계수(g), 

그리고 이에 따른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아래의 분석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표 5>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2018) 

주1: 패널데이터의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액 
주2: 가구의 해당 소득과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의 상관관계
주3: 해당 소득 자체의 지니계수 
주4: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수치. 개별 소득의 절대기여도의 합이 총소득(전체) 지니계수
주5: 절대기여도가 전체 지니계수(절대기여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6: 해당 소득의 총량이 변화할 때 지니계수가 변화하는 정도 

이득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개별가구의 자본이득은 차이가 있다는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13) 지니계수 분해에는 Stata 프로그램의 DASP 패키지의 digini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14) 국민대차대조표(국민계정)와 재정패널의 부동산 자산은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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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득원천별 상대기여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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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니상관계수는 해당 소득이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 얼마나 상관관계를 보이

는가를 나타내는데15) 부동산소득이 임금소득과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부동산소득이 다른 여타 소득에 비해 고소득 

가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상대적 한계효과는 해당 유형의 소득의 양이 변화할 때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할지

를 나타낸다. 즉, 해당 소득의 총액이 1% 변화할 때 전체 불평등도(지니계수)가 

몇%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동산소득의 한계효과만 양수로, 나머지 소득

의 한계효과는 음수로 나타나 다른 소득들은 그 양이 증가할 때 전체 불평등이 감

소하지만 부동산소득은 그 양이 증가할 경우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뒤집어 말하면 부동산소득의 양이 줄어들면 불평등도는 완화된다는 것이다. 요

컨대 부동산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0.075로 부동산소득이 1% 증가하면 지니계

수는 0.075% 증가하고 부동산소득이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75% 증가함을 의

미한다는 것이다.

3)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18)

2018년뿐만 아니라 재정패널 데이터가 생산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방식으

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각 소득유형의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기여도 추이를 살펴보

면 <표 6>과 같다. 

15) 1에 가까우면 강한 비례관계, 0에 가까우면 관계가 없음, -1에 가까우면 강한 반비례관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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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18)

연도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2008 47.2% 21.2% 30.4% 1.3%

2009 54.7% 16.6% 24.1% 4.5%

2010 54.6% 18.6% 24.7% 2.0%

2011 56.1% 22.7% 17.3% 3.9%

2012 60.1% 17.4% 19.0% 3.5%

2013 61.2% 20.2% 15.2% 3.5%

2014 56.4% 16.4% 25.5% 1.8%

2015 56.7% 14.9% 24.1% 4.3%

2016 56.7% 12.5% 27.7% 3.2%

2017 52.5% 11.6% 33.2% 2.7%

2018 49.5% 9.9% 37.5% 3.1%

평균 55.1% 16.5% 25.3% 3.1%

<그림 5>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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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2008년 30.4%에서 경향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5.2%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여 2018년엔 37.5%로 과거 10년 동

안의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소득의 평균 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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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이다.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추이는 앞의 <표 1>의 연간 발생한 부동

산소득의 양의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은 각 소득원천이 지니계수에 대해 갖는 상대적 한계효과 추이를 나타내

는데 부동산소득은 모든 연도에서 양의 한계효과를 가져 부동산소득의 증가가 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8년도는 0.075로 분석

기간 중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임금소득은 연도에 따라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나타

내었으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대부분의 기간에 음의 값을 가져 불평등을 낮추는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천별 상대적 한계효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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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미시자료의 지니계수 분해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소득은 

2008~2018년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에 약 15~38%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8년은 분석 기간 중 최고치인 37.5%의 기여도

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1/3 이상은 부동산에서 기인하

고 있다는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 16 -

본 리포트에서는 2007~2018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소득

이 발생하였는가를 거시 데이터를 통해 추산하여 보았고, 부동산소득이 불평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미시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부동산소득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잠재 자본이득의 합으로 볼 경우

는 11년(2007~2017) 동안 GDP 대비 연평균 31.2%가, 둘째 부동산소득을 귀속임대

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실현 자본이득(매매차익)의 합으로 볼 경우는 12년

(2007~2018) 동안 GDP 대비 연평균 32.7%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임

대소득에서 매입 자금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와 실현 자본이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12년(2007~2018) 평균 20.5%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부동산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11년(2008~2018년) 동안 약 15~38%, 

연평균 25.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의 경우 부동산소득은 임

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는 반대로 그 양이 증가할 경우 불평등도를 악화시키

는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결론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부동산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

인 측면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양적 측면에서 부동산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소득 다음으로 크고, 질적 측면에서 부동산소득이 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악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임금소득 및 사업

소득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볼 소지가 상당하지만,17) 부동산소득의 대부분은 불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

니라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경제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

16) 분석 기간 중 부동산소득은 모든 연도에서 양의 한계효과(불픙등 증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소득은 
2008~2011, 2018년에 음의 한계효과를, 사업소득은 2011년도를 제외하고는 음의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17) 물론 기업 규모 및 정규직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임금소득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대추구적 
요소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및 사업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은 생산성 및 노력에 기인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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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도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2008~2018)

　
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29 0.665 0.551 0.194 0.472 -0.058 

사업소득 0.217 0.493 0.816 0.087 0.212 -0.005 

부동산소득 0.235 0.769 0.691 0.125 0.304 0.068 

기타소득 0.018 0.293 0.952 0.005 0.013 -0.006 

전체 1.000 1.000 0.411 0.411 1.000

2008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61 0.732 0.554 0.227 0.547 -0.013 

사업소득 0.191 0.443 0.818 0.069 0.166 -0.024 

부동산소득 0.207 0.738 0.657 0.100 0.241 0.035 

기타소득 0.042 0.485 0.921 0.019 0.045 0.003 

전체 1.000 1.000 0.415 0.415 1.000

2009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62 0.723 0.552 0.224 0.546 -0.016 

사업소득 0.202 0.460 0.824 0.076 0.186 -0.015 

부동산소득 0.207 0.731 0.670 0.102 0.247 0.040 

기타소득 0.029 0.307 0.928 0.008 0.020 -0.009 

전체 1.000 1.000 0.410 0.410 1.000

2010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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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76 0.713 0.542 0.223 0.561 -0.016 

사업소득 0.219 0.503 0.819 0.090 0.227 0.008 

부동산소득 0.156 0.679 0.649 0.069 0.173 0.017 

기타소득 0.048 0.364 0.885 0.016 0.039 -0.009 

전체 1.000 1.000 0.397 0.397 1.000

2011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93 0.742 0.543 0.239 0.601 0.009 

사업소득 0.192 0.441 0.815 0.069 0.174 -0.018 

부동산소득 0.167 0.697 0.648 0.076 0.190 0.023 

기타소득 0.048 0.324 0.882 0.014 0.035 -0.013 

전체 1.000 1.000 0.397 0.397 1.000

2012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88 0.754 0.562 0.249 0.612 0.024 

사업소득 0.208 0.479 0.825 0.082 0.202 -0.006 

부동산소득 0.150 0.654 0.630 0.062 0.152 0.002 

기타소득 0.054 0.303 0.874 0.014 0.035 -0.019 

전체 1.000 1.000 0.408 0.408 1.000

2013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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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52 0.731 0.562 0.227 0.564 0.012 

사업소득 0.181 0.440 0.825 0.066 0.164 -0.017 

부동산소득 0.223 0.725 0.632 0.102 0.255 0.031 

기타소득 0.044 0.193 0.858 0.007 0.018 -0.026 

전체 1.000 1.000 0.402 0.402 1.000

2014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54 0.744 0.558 0.230 0.567 0.013 

사업소득 0.172 0.423 0.831 0.061 0.149 -0.023 

부동산소득 0.216 0.719 0.629 0.098 0.241 0.025 

기타소득 0.058 0.352 0.856 0.018 0.043 -0.015 

전체 1.000 1.000 0.406 0.406 1.000

2015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47 0.748 0.557 0.228 0.567 0.019 

사업소득 0.161 0.380 0.821 0.050 0.125 -0.036 

부동산소득 0.238 0.742 0.630 0.111 0.277 0.039 

기타소득 0.054 0.281 0.849 0.013 0.032 -0.022 

전체 1.000 1.000 0.402 0.402 1.000

2016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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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23 0.721 0.557 0.210 0.525 0.003 

사업소득 0.153 0.368 0.820 0.046 0.116 -0.038 

부동산소득 0.273 0.765 0.635 0.132 0.332 0.059 

기타소득 0.051 0.251 0.844 0.011 0.027 -0.024 

전체 1.000 1.000 0.399 0.399 1.000

2017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총액 
비중 
(s)

지니 
상관계수

(r)

개별소득 
지니계수

(g)

절대기여도
(s*r*g)

상대기여도
(s*g*r/G)

상대적
한계효과
([s*g*r/G]-s) 

임금소득 0.506 0.726 0.552 0.203 0.495 -0.011 

사업소득 0.141 0.349 0.826 0.041 0.099 -0.042 

부동산소득 0.301 0.794 0.643 0.154 0.375 0.075 

기타소득 0.052 0.284 0.837 0.012 0.031 -0.022 

전체 1.000 1.000 0.409 0.409 1.000

2018년도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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