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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분배: 관련이 있는가?
 자산 또는 소득의 분배상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소득 또는 자산 분배 상태 결정에 금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금융이 발전하면 분배 상태가 개선되는가, 악화되는가?
 금융위기는 분배 상태를 악화시키는가?
 금융개방은 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금융발전이 분배상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경제성장이 분배상태의 변화와 밀접하
게 관련된다면, 이 삼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실물과 금융 그리고 분배 상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성장(교육 및 훈련, 일자리 창출, 산업진흥, 연구개발) 정책
 통화 및 금융 정책(직접금융, 간접금융, 특정 대상 금융)

 복지(분배) 정책(주택, 보건, 육아, 여성, 연금, 균형 발전 등)
 통상 , 외환, 국제수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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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소득
 자산(재산): stock variable
 토지, 주택,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등), 지적 자산, 인적자본(건강, 교육,
훈련, 네트워킹), 사업 능력

 초기의 자산분배 상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함

 소득: flow variable
 소득은 자산을 운용하는 데서 창출됨
 노동 소득(labor income): 가구가 지닌 인적 자본을 운영해서 얻는 소득
 자산 소득(asset income): 가구가 지닌 실물자본, 금융자본, 지적 재산권 등을 운용해서 얻는 소득
 사업 소득(business income): 사업능력을 발휘해서 창출하는 소득

 소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Initial endowments(size and contents): 개인 차가 있음(initial differences)
 Utilization of endowments:
 선호 능력 노력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름 (idiosyncratic)
 경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음: common factor인가 아닌가

 자산과 소득 간의 관계?
 W r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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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상태의 결정
 Endowments의 양과 구성  좋은 endowments를 많이 갖고 시작할 수록
소득이 크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Endowments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인적 자본: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가
 건강, 교육 및 훈련, 노동 능력, 창의성, 지적 자산

 물적 자본: 토지나 재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가

 금융 자산: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
 사업 능력: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며 얼마나 그것을 잘 활용하는가

 Endowments의 운용 성과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인적 자본의 활용 기회와 인적 자본 활용의 대가기 어떻게 정해지는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저작권소득, 특허권 소득 등

 금융 자산의 활용 기회와 그 비용이나 대가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금융소득
 실물 자본: 활용 기회와 그 대가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부동산 소득
 사업 능력: 활용기회와 그 보상의 크기  사업 소득

 Endowments의 활용과 그 보상을 결정하는 데 금융이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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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소득 분배 상태의 변화
 소득 = 소비 + 저축(차입)
 소비: 재화와 용역을 구매·소비하는 것을 통해 가구 구성원의 효용 증진 추구
 저축  자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 차입  자산 처분 또는 부채 증가
 자산 및 부채의 운용과 관리  다음 기 자산의 크기 및 구성  다음 기의 자산
소득
 이번 기의 자산분배상태 이번 기의 소득분배상태  소득의 처분과 자산(부
채)의 운용 및 관리  다음 기의 자산분배상태  다음 기의 소득분배상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가능한 한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창출한 소득을 가능
한 한 많이 저축하고, 저축한 재원과 차입 또는 자산 처분을 통해 (즉, 금융활동
을 통해) 마련한 자원을 가구 구성원의 인적 자본, 금융 자산. 물적 자산 그리고
사업 능력을 확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가구는 다음 기에 이번 기보다
양호한 자산을 갖게 된다  다음 기의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기의 자산 분배 상태  금융 이번 기의 소득 분배 상태
 소득의 처분과 자산(부채)의 운용 및 관리  금융  새로운 자산 분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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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상태)의 결정
y (i, t )  (1   w ) w(i, t ) h(i, t )  (1   r ) r (i, t ) a (i, t )  (1    ) (i, t )b(i, t )
 (1   d ) d (i, t ) x(i, t )  v(i, t )
y (i, t ) = income of household i in period t
w(i, t ) = return for household i’s human capital held in t, h(i, t )
r (i, t ) = return for household i’s financial assets held in t, a (i, t )

 (i, t ) = return for household i’s business assets held in t, b(i, t )
d (i, t ) = return for household i’s real assets(talents) held in t, x(i, t )

s

= income tax rate for s,

where s = labor income(w), financial income(r), business income(π),
and income from real assets(d)

v(i, t ) = transfers from government
위에서 자산의 대가(또는 수익률)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금융이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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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분배 상태의 변화
a (i, t  1)   (i, t )[a (i, t )  b(i, t )  x(i, t )  y (i, t )  c(i, t )] (i, t : a )  a (i, t )
h(i, t  1)   (i, t )[a (i, t )  b(i, t )  x(i, t )  y (i, t )  c(i, t )] (i, t : h)  h(i, t )
b(i, t  1)   (i, t )[a (i, t )  b(i, t )  x(i, t )  y (i, t )  c(i, t )] (i, t : b)  b(i, t )
x(i, t  1)   (i, t )[a (i, t )  b(i, t )  x(i, t )  y (i, t )  c(i, t )] (i, t : x)  x(i, t )

 (i, t )

= 가구 i 가 t기에 취득한 금융자산

 (i, t )

= 가구 i 가 t기에 행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액

 (i, t )

= 가구 i 가 t기에 행한 사업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i, t )

= 가구 i 가 t기에 취득한 실물자산

 (i, t : s )

= 가구 i 가 t기에 행한 s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금융의 순(역)기능,
이를 통해서 금융이 각 가구가 다음 기에 보유하게 될 자산의
크기와 구성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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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의 소득 (분배상태)

y (i, t  1)  (1   w ) w(i, t  1) h(i, t  1)  (1   r ) r (i, t  1) a (i, t  1)
 (1    ) (i, t  1)b(i, t  1)  (1   d ) d (i, t  1) x(i, t  1)  v(i, t  1)

전기에 행한 금융활동의 결과로 금기의 자산 규모 및 자산 구성이 정해진다.
자산의 대가 또는 수익률 결정에 이번 기에 행해지는 금융이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이 소득 분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 영향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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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효율성이 제고되면 분배상태가 악화된다?

 능력의 분포가 주어져 있고, 소득이 능력에 비례해서 정해진다면,
소득의 분포는 능력의 분포를 닮아서 정해진다.
 모든 사람이 유동성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금융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한다.
(시장은 잘 하는 사람을 포상한다.)
 따라서 금융이 없을 때에 비해 금융이 존재하면 동일한 능력분포로부터
정해지는 소득분포의 분산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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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효율성이 제고되면 분배상태가 악화된다?
 인적 자본 : 금융이, 학습능력이 뛰어날 수록 더 많은 인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인적 자본이 양과 질이 좋을 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해준다면,
금융이 중립적일 때에 비해서, 동일한 학습능력분포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소득
분포의 분산이 커진다.
 금융 자산 : 금융이, 금융 자산이 많을 수록 금융 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주거나
금융 자산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들면 , 금융소득분포의 분산이 커진다.

 부동산 : 금융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클 수록 더 큰 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추가적인 부동산의 취득을 용이하게 해준다면, 부동산소득분포의 분산이 커진다.
 사업 능력 : 금융이, 사업 능력이 뛰어날 수록 사업을 더 크게 성공시키도록 해
주거나 사업 능력 확충을 더 용이하게 해주면, 사업소득분포의 분산도가 커진다.
 학습능력, 금융자산, 부동산, 사업능력 사이에 아주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금융은 소득분포의 분산을 크게 만든다.
 상기 네 요소간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금융은 소득분포의 분산을 작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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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접근이 제약되는 경우
: 금융발전은 소득분포의 분산을 작게 만들 수 있다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초기비용이 들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초기비용: 금융서비스망에 대한 접근비용(non-pecuniary as well as pecuniary)

 시장화할 수 있는 (인적 자본, 금융 자산, 부동산, 사업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융을 활용하기가 쉽다

 인적 자본은 시장화하기가 쉽지 않다  학습능력분포의 불평등보다
노동소득분포의 불평등이 키질 수 있다  금융이 발전하면 (금융활용의
고정비용이 감소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활용해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노동소득분포의 불평등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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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접근이 제약되는 경우
: 금융발전은 소득분포의 분산을 작게 만들 수 있다
 사업 능력 역시 시장화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 능력의 불평등보다 사업소득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  금융이 발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 능력을 발휘
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되므로, 사업소득분포의 불평등이 완화된다.
 금융 자산은 시장화하기 쉽지만 보유한 금융 자산의 크기가 작다면 금융을 활용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금융소득분포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금융이

발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자산을 유용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소득분포의 불평등이 완화된다.
 부동산도 시장화하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소득분포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금융이
발전하면 그 반대로 부동산 소득분포의 불평등이 완화된다.
 금융이 발전하면, 위의 네 가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해 유동성제약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득분포의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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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 경제성장, 소득분포의 변화
 금융발전  경제성장  소득분포의 변화
 금융발전  경제성장
 금융의 고정비용 및 한계비용 감소  자원배분의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증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많은 실증 연구들이 이 가설을 유의미하게 부정하지는 못한다  금융이 발전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소득분포상태의 변화
 가설 1 :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 & "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시장이며 그런 일이 더 잘 이루어질수록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분포가 '악화 '된다.
 가설 2 :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자기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처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분포가 개선된다  기존 세력의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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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수록 즉, 경제의 신축성이 클수록,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회가 더 널리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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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불평등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장과 소득분포변화 사이의 관계가 달리 정해짐
 성장정책(예)
 교육 훈련 연구개발 산업진흥  더 잘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소득분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특히 불균형 성장전략을 택하는 경우
 그러나 경제가 신축적으로 작동하면 연관산업의 진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득분
포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음 : 많은 실증 연구가 이 가설을 뒷받침함.
 한국의 경우에도 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고도 성장기에는 분배 정책을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았
음에도 지니 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바 있음.

 분배 또는 복지정책
 이 정책이 많이 가진 자로부터 적게 가진 자에게로 자원을 이전 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면 일차적으로는 분
명히 소득분포를 개선시킴
 그러나 이 정책이 복지 의존형 인간을 양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득분포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
 복지 또는 분배 정책이 경제의 성장능력을 약화시키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후퇴와 소득분포의 악화를 동시
에 경험할 수도 있음
 반면에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복지(분배) 정책이 이루어지면 경제성장과 소득분포개선을 동
시에 이룰 수도 있음

 질문: 아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에는 금융이 낙후되어 있었고 분배정책도 강하지 않았는데 경제
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분배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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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불평등
 통상정책 : 경제의 개방도가 높아지면 일차적으로는 인적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큼  개방의 진전이 소득분포를 악화시킬 수
있음  그러나 개방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득분포가
개선될 수 있음
 통화정책 1 : 인플레이션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킴  누가 채권자
고 누가 채무자인가에 따라서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임  대기업이 채무
자이고 가계가 채권자라면 인플레이션이 소득분포를 악화시킬 수 있음  가계가 채무
자이고 대기업이 채권자라면 소득분포가 개선될 수도 있음
 통화정책 2 : 高 이자율 정책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低 이자율 정책은 채무자에게 유리

함  이 역시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가에 따라서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재정 정책 : 누구에게서 조세를 징수하는가와 누구에게 소득을 이전해 주는가에 따라서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예)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지원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됨  소득분포
개선  그러나 부자증세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저해되면 경제가 침체되어 장기적으로는
소득분포가 악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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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금융효율성 제고 정책
 단기적으로는 잘하면 잘할수록 보상이 커지게 되므로 소득분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경제가 충분히 신축적이면, 경제활동의 크기와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유
용한 경제활동을 전개할 기회가 커지므로, 장기적으로는 금융발전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소득분포가 개선될 수 있음

 선별적 금융 정책 : 예) 중화학공업 금융, 수출 금융, 기술(연구개발) 금융, 녹색 금융, 창조
금융
 선별금융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중화학공업 금융은 중소 영세 기업보다 대기업에게 유리하고 수출 금융은 내수기업이나 수입기업보다는 수
출기업에게 유리

 선별 금융의 수혜자가 국민경제의 성장엔진이 되면 경제성장  소득분배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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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금융을 활용한 재분배 정책 : 예) 농어촌금융, 중소기업금융, 가계신용회복금융,
미소금융 등
 이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소득분포를 개선시킬 수 있음
 그러나 실제에서는 잘못 운영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소득분포 개선에 도움이 안될 수도

 특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을 복지 의존적이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금융을 분배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회적 약자 ' 에게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
 어떻게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입이자를 물리려 드는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담보 능력이 열악한 중소 영세기업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다니?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교수들의 신용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대출이자율을 낮게 해 주어야 한다

 왜?
 그게 ' 거저 ' 되는 일이 아닌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비용이 혜택보다 큰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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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금융개방 그리고 소득분포의 변화
 금융위기
 비정상적인 신용팽창  거품 형성  거품 붕괴  위기
 신용팽창으로 거품이 형성되는 기간에 부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거품붕괴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기간에 빈자들이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위기는 자산 또는 소득분포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금융개방
 선진금융 서비스 도입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촉진으로 소득분포를 악
화시킬 수 있음
 금융개방이 중소 영세기업보다는 대기업에게 그리고 저학력 미숙련 근로자보다는 고학력 고기술 근로자에
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그 혜택이 경제의 전 부문으로 파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분배개선에 기여할 수
도 있음

 특히 경제주체 별로 개방된 금융을 활용하는 능력이 상이한 경우에는 금융개방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촉진시키기 쉬움(대기업, 수출기업, 고학력자, 고기술자 등)
 금융개방이 사회적 약자들의 금융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신규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증가하여  소득분포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음
 예) 금융개방의 결과, 국내이자율이 국제시장이자율 수준으로 하락하고 금융개방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소득분포가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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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  금융변화  소득분포의 변화
(ICT의 발전을 중심으로)
 ICT의 발전이 가져오는 금융의 변화
 Home banking & home trading

 Mobile banking & mobile trading
 Trans-border banking & trans-border trading
 Payment mechanism의 변화
 Fin tech?

 '거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활
용할 수 있게 됨  경제주체들의 금융 접근성 확장  소득분포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이 '부화뇌동'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어서 위기발생을 촉진할 수 있고,
fraudulent financial activities를 확산 시킬 수도 있음  금융약자가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큼  소득분포를 악화시킬 수 있음
 또한 경제주체 별로 ICT를 활용하는 능력이 상이한 경우에는 ICT-based finance가 발전할 수록
 ICT 약자들의 경제적 처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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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이슈들
 금융소비자 보호
 소득분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금융의 시장 및 경쟁구조와 분배
 직접금융 vs. 간접금융 : 소득분포 결정에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산업의 경쟁구조와 소득분포 결정
 Mega banks?

 Universal banking vs. unit banking?
 Nationwide banking vs. territorial banking?
 Micro finance?

 관치금융 vs. 자율금융?

 실증연구작업의 어려움
 금융발전의 척도? 금융효율성의 척도? 금융접근성의 척도?
 정책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control 할 것인가?

 내생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론모형 없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2015-06-3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