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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2018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18) 

빈부 격차 감소를 위한 실천에 근거한 각국 정부 순위 

 

2015년 193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협의 아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은 채로는 빈곤을 

사라지게 하는 SDG1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2017년 국제 개발 금융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과 옥스팜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었다. 

이 지표는 공적 투자, 세금, 노동자들의 권리 등 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분야의 새로운 

측정 수치들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으로 현재 157 개국을 포함

하고 있다.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2018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CRI) Index 2018)은 대한민국, 인

도네시아, 조지아 등의 국가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고 있음을 평

가하였다. 반면에, 인도, 나이지리아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유한 국가

들 중에서는 미국 등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 해소에 관한 SDG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국가적 불평등 감소 실

행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보편적이고 공적이며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과 교육 및 보편적 사회 보장 기반을 포함해야 하고, 진보적 조세 증가와 면세 및 탈세 단속

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국은 노동조합권을 존중하고, 일터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다 포

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www.oxf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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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평등의 위기, 빈곤과의 전쟁과 정부의 역할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난 30년 간 그 국가 내의 가장 부유한 국민들과 

나머지 국민들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1 이렇게 점차 커져가는 위기

를 극복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저해됨을 물론이고 빈곤과의 싸움 역

시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옥스팜 연구보고서는 21세기 이후로 전 세계 인구 중 빈곤층 절반이 

전 세계 부의 증가분에서 겨우 1%만 가져간 반면 상위 1%가 그 증가분의 50%를 가져갔음을 지

적하였다.2  

불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해악이다.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감소시키고 건강 및 다른 많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3. 이 세계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겪

는 결과로 이어진다. 증거는 분명하다: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근 추세를 돌리지 않으면 극

한 빈곤의 종말은 없을 것이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불평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퇴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거의 5억 명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4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성 불평등과의 싸움도 어렵게 만들고 여성들의 권리를 위협한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도와줄 

수 있으며 경제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들을 시급하게 조

치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성장의 혜택마저 이미 경제의 최상위를 위치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이미 인종과 계급, 민족을 바탕으로 한 다른 불

평등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DFI와 옥스팜은 불평등의 위기를 피할 수 없거나 각국 정부가 이에 맞설 힘이 없다고 믿지 않는

다. 불평등은 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올해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은 이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지지

해준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와

중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 중에서도 단연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최저 임

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외에도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역시 잘 하고 있는 다른 

정부들로서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교육 부분 지출이 6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칠레는 법인세율을 

증가시켰으며 인도네시아는 최저 임금을 올렸고 건강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  

이러한 정부들의 긍정적인 활동들을 보며 다른 쪽에 위치한 정부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대통령이 불평등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계층을 여전히 

실망시키고 있으며 CRI 지표에서도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헝가리는 법인세율을 반으로 

줄였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사회적 지출이 지난 20

여년간 동결된 상태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대폭 감소함으로써 상위 1%에게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3 -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5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실천 지표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이 보고서는 작년 시범적으로 발표된 CRI 지표의 조사 대상국 확대, 조사지표 세분화와 최신 데

이터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전세계 157개국 정부의 순위를 매겨 놓

은 지표이다. 지역별 순위와 더불어 전체 순위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이 지표는 DFI가 보

유하고 있는 풍부한 데이터나 연구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 혹은 옥스팜이 국가 프로그램이나 제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가 등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빈부 격차를 줄

이기 위해 3개의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차별화된 관점을 제공

한다. 올해의 지표는 2017년에 비교해 세금회피, 성에 기반한 폭력 등 새로운 측정 영역들이 추

가되어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올해의 지표도 유럽 위원회 협력 리서치 센터(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로

부터 통계적 검수를 받았다. 동 센터는 CRI가 통계적으로 적절하며 각국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

기 위해 실행하는 정책들 중 가장 훌륭한 것들과 취약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레임

을 만드는 길을 닦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CRI 지표는 공공지출, 세금 그리고 노동의 세 가지 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으

며 이 분야들은 해당 분야에서 보이는 정부의 행동이 과거 빈부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에 가장 중

요한 분야라는 다양한 증거6들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1. 교육, 건강, 사회보장 등 공적인 분야에 대한 공공 지출은 불평등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임

을 보여왔으며 특히 빈곤 여성이나 소녀들이 그러한 조치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을 낮춰왔던 13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

르면, 줄어든 격차의 69%가 공공 서비스 분야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사실

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의 공공 지출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빈곤층 친화적이어

야 한다. 공공지출은 보육과 노인 요양, 건강 관리 및 다른 가사 노동을 배분함으로써 무

임금 가사노동에 종사하느라 성 불평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무임금 가사노동

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8 

2. 법인들과 가장 부유한 개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의 자원들을 재분배

하고 공공 지출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진보적인 세금 정책은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

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세금의 잠재적 역할은 

OECD국가들9과 개발도상국들10의 모두에게서 잘 문서화 되어있으며 특히 2017년 10월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 회계 감사(IMF 2017 Fiscal Monitor) 보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11 그러

나 세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진보적일수도 보수적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세금이 성 중

립적이라는 믿음은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성 격차를 벌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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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능력은 징수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그 영향력이 저해될 수 있다.  

3. 일반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고 특히 여성들에게 더 강력한 노동권리를 부여할 

때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존재한다.12 정부들은 최저 

임금을 정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노동조합들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

도록 강력하게 권리를 보호해줄 때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F 및 다른 기관들은 노

동조합의 최근 하향 추세가 근로자들의 협상 파워를 위축시키고 생산으로 창출된 대부분

의 가치가 자본 소유자들에게 넘어가도록 만들어 불평등이 확산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13 여성들의 경우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직업들에 불평등적

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호 수준도 낮으며 고용 조건 역시 좋지 못하다.14 정부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동등한 임금수준과 양육 휴가를 보장하는 법들을 입법, 발효시킴으

로써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줄일 수 있다.  

이 세 분야는 서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진보적인 세금제도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지

만 그 세금이 보다 진보적인 곳에 사용된다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될 수 있으며 CRI 지

표를 측정할 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불평등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들 역시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UN의 인간 개

발 지표(Human Development Index: HDI)처럼 세가지의 중요한 변수 – 공공 지출 실천, 세금 제도 

및 노동 – 는 의심할 바 없이 불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데 사

용되기에 적합하다.  

 

왜 불평등 수준이 아닌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가?  

DFI와 옥스팜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2015년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를 통해 빈곤

을 뿌리 뽑기로 협의했으며 특히 Goal 10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Goal 10은 

2019년에 평가될 예정이며 CRI 지표는 시민들로 하여금 각국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 발전

하고 있는지 부족한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촉구하도록 도움으로써 Goal 10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DFI와 옥스팜은 각 국가적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불평등 수준을 봤을 때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불평등은 각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

의 산물인 것이다. 물론 각 상황에서 고려해보아야 하는 맥락적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맥락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있다. 모든 국가들은 전 세계적 움직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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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며 개별 국가들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더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예, 임금을 줄이고 세율을 낮추라는 압력). 개별 정부의 노력

을 침해하는 전 세계적인 조세 피난처 시스템이 그 분명한 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FI와 옥스팜은 각 국 정부는 그들 국가 내의 빈부 격차와 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 국가에서 입안되고 실행되는 정책들 

사이에 이렇게 큰 편차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각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

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CRI 지표를 개발한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부를 측정하는 현재의 시스템 (예, 전 국민 가구 조사)

은 데이터 수집을 자주 하지 않으며 심각한 데이터 오류 – 특히 부유층의 소득수준과 부의 크기

가 과소 측정되는 문제 – 가 있기 때문이다.15 이것은 그러한 데이터가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기에도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빈곤한 국가에서 더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에 좋은 도구가 아니다.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적 데이터에 있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빈도와 커버리지 측면에서의 시급하고 의미 

있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CRI가 발견한 내용들과 각 국가의 불평등 수준 사이의 연관성은 작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일정 

부분 논의가 되었다. 16  짧게 요약하자면 자동적인 연관성은 없고 보다 복잡한 내용이 숨어있다. 

나미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역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불평등 수준이 높지만 그것에 관해서 조치

를 취하고 있지 않다.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은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들 덕분에 비교적 낮은 수준

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최근 그러한 조치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소득

수준이 높고 불평등 수준이 낮은 많은 국가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핀란드와 같은 또 다른 국가

들은 여전히 불평등 수준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의 지표 측정 관련 방법론적 개선 

 

Figure 1. CRI 2018 부문과 지표들 

건강, 교육,  

사회 보장에 

대한 지출 

진보적 세금  

정책 

노동권과  

최저임금 

1. 총 지출에서  

사회적 지출의 비율(%) 

1. 진보적  

세금 구조 

1. 근로자와  

노동조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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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출 

- 건강 지출 

- 사회보장 지출 

- 개인소득세 최저 및 최고  

세율 + 적용구간 

- 법인세율 

- 부가가치세율,  

면세 + 적용구간 

- 법과 정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2. 불평등 관련 지출 부담 

(지니계수) 

- 교육 지출 % 

  GDP*발생율 계수 

- 건강 지출 % 

  GDP*발생율 계수 

- 사회보장 지출 % 

 GDP*발생율 계수 

2. 불평등 관련 조세 부담 

(지니계수) 

- VAT 세입 % GDP 

- CIT 세입 % GDP 

- PIT 세입 % GDP 

- 소비세 세입 % GDP 

- 관세 세입 % GDP 

2. 일터에서 여성의  

법적 권리 

- 동등 근로 동등 소득  

  관련 법 

- 성차별 대응 법 

- 강간 대응 법 

- 성희롱 대응 법 

- 육아 휴직 

 3. 징세 

- 세금 생산성: 비율, GDP,  

소비 대비 VAT, PIT, CIT  

세입 

- 잠재력 대비 징세 노력 

3. 최저임금 

- 현지 통화기준 최저임금 

- 1인당 GDP 

 4. 위해한 세금에 대한 정책 

- 위해한 세금에 대한 정책 

- 세금회피 제한 규정 

- 부정적 영향의 증거 

 

 

최초의 CRI는 2017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152개국을 포함했다. 해당 버전은 의도적으로 베타버

전으로 출판되었으며 전 세계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집했다.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은 2018 

CRI 지표를 펴내기 위한 중요한 정제과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공공 지출, 세금과 노동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 핵심적인 방법론은 변경없이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상세

한 하위 수준에서는 중요한 변화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17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개의 새로운 하위 측정 분야가 포함된 것인데, 하나는 세금 분야에서 나머

지 두 가지는 노동 분야에서 추가되었다. 작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견 중 하

나가 각 정부가 얼마나 자국 내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방치하는가를 고려하지 않았다

는 것인데, 이것은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가 원래 받아야하는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18 올 해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낮은 징수 실천 노력(Harmful Tax 

Practice: HTPs)이라는 새로운 측정치를 추가하였다.  

노동 분야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성의 노동권이 근로 현장에서의 폭력과 성희롱 등으로 근본

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9 일하는 여성은 종종 더 커진 경제적 자율성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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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으로 더 많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다.20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15세-49세 여성들 중 6%가 배우

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5%는 이러한 폭력을 지난 12개월 안에 경험했다고 

대답했다.21 따라서 성희롱과 강간을 금지하는 법규의 효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측정치를 추가했

다.22   

이러한 새로운 측정치에 덧붙여,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원천을 발전시키는 세부

적인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더 최근의 데이터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

행되었는데, CRI 2017이 201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CRI 2018에서는 모든 세금과 노동 

데이터가 2017년 기준이다. 교육과 건강 분야 지출에 관한 데이터는 2014에서 2016년 데이터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사회적 보장에 대한 데이터는 2012년에서 2015년 데이터로 변경되었다. 올해 

지표를 측정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2017년말 무렵의 데이터로 2018년에 생긴 정

책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하였다. 또한 올해 5개 국가를 새

로 추가해 총 157개국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23  

이러한 방법론에서의 변화와 데이터 퀄리티의 향상으로 인해 작년 보고서와 올해 보고서에서 나

타난 각 국가의 순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순위의 변동

은 정책 변화와 방법론 변화가 합쳐진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분석 보고서는 2017 CRI와 2018 CRI 사이에서의 순위 차이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대신 작년에 각 분야에서 혹은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발전을 이룬 국가들과 반

대로 역행한 사례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CRI 지표 이후로 부상하고 있는 핵심적 경

향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CRI 지표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모든 국가들은 더 노력할 수 있다, 심지어 가장 최상위에 있는 국가들조차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그 어떤 국가도 뛰어나게 잘하는 국가는 없으며 리스트 최

상위에 있는 국가들조차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와 같은 국가조차 만점을 받지 

못했으며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게다가 지표에 포함된 157개국 중 112개국이 가장 잘한 

국가들이 보여준 실천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얻었다.  

 

어떤 국가들이 가장 잘 했는가? 

전체 CRI 지표와 지역별 지표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위 10위를 차지한 국가들

은 아래 표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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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57개국 중 상위 10개 국가24 

 

전체 CRI  

순위 

건강, 교육,  

사회 보장에 

대한 지출 

진보적 세금  

정책 

노동권과  

최저임금 

덴마크 1 5 2 2 

독일                       2 8 6 4 

핀란드 3 2 8 11 

오스트리아                 4 6 9 7 

노르웨이 5 14 10 1 

벨기에                     6 7 5 21 

스웨덴 7 19 12 5 

프랑스                     8 3 22 16 

아이슬란드 9 24 26 3 

룩셈부르크                10 20 34 8 

 

Box 1: 최고와 최저 

덴마크가 올해 가장 높은 점수로 CRI 지표 1위를 차지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가장 진보적인 

조세 정책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또한 가장 훌륭한 노동 시장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 

현장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나이지리아는 2년 연속으로 최저 등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건강과 교육, 

사회 보장에 대한 공공 지출은 부끄러울 정도로 낮으며 그 결과는 국민들의 매우 열악한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10명의 아동 중 한 명은 5세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으며 25  1천만명의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6  이중에서 

60%가 여자 아이들이다. 27  작년에 나이지리아에서는 노동권 침해 사례가 증가했으며 최저 

임금은 2011년 이후로 변동이 없다. 공공 지출 역시 정체된 상태이다. CRI 지표는 

나이지리아가 세금을 더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28  그러지 못해 이 

분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IMF는 CRI 지표에서의 나이지리아의 예를 들어 

불평등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29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은 불평등에 

제동을 거는 것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한 바 있으나 30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것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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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최상위에 포진한 국가들은 덴마크를 위시하여 대부분 OECD 국가들이다. 때문에 순위가 

HDI와 비슷하다. 이들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시민들과 법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

은 국가적 자원을 바탕으로 진보적인 세금 수입을 더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금 수입을 공공 분야와 사회적 보장 분야에 지출할 수도 있다. 선두 그룹들은 최저 임금을 올

리고 노동권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불평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불안

정한 고용 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이들 국가는 비공식적인 

분야가 적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에서 CRI 지표가 측정하는 분야의 핵심 정책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도입되었고 그 당시는 이 분야의 중요한 조치들이 올바른 정책이자 사회

적, 경제적 진보의 개념에서 일종의 배당금으로써 널리 인식되었을 시점이다. 그러나 산업화된 부

유한 국가들에서조차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공공지출과 세

금 노동권 분야에서 진보적인 흐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Box 4 참조)  

CRI 지표에서 OECD 국가가 아니면서 상위에 위치된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인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Box 3 참조). 아르헨티나를 위시해서 칠레, 코스타리카와 브

라질은 재분배를 위한 지출과 (일부 국가에서) 최저 임금 상승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지니계수가 2003년 

0.531에서 2013년 0.421로 떨어졌으며31 빈곤율은 23%에서 5.5%로 역시 떨어졌으며 불평등 감소

분의 40%와 빈곤율 감소분의 90%가 이러한 재분배 정책 덕택이었다. 칠레는 공공 지출을 늘리고 

법인세율을 증가시키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32 그러나 불행하게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새

로운 정부는 벌써 이러한 정책들을 되돌리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공공 지출이 20년째 동결 상

태이며33 아르헨티나에서는 긴축정책34의 여파로 교육 분문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Box 3 참조)35 

중저소득 국가들 (Loser-middle-income countries: LMICs)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노력들

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CRI 2018에서는 레소토가 국가 재정의 14%를 교육 분야에 12%는 

건강분야에 투자했고 진보적인 조세 구조와 더불어 노동조합과 여성의 노동권에서도 진보적인 정

책을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지아 역시 진보적이고 강력한 공공 지출과 세금 징수 정

책을 실천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의 지출을 크게 확대시켰다. 저소득 국가들 역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7 CRI 이후 에티오피아는 교육 부

분 예산을 22%에서 23%로 증가시켜 전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높은 투자로 인

해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36 

나미비아는 CRI 지표 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이자 중소득 국가들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불평등과 CRI 지표 순위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

고 높은 CRI 점수는 나미비아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보여주는 실천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등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높은 수준의 공공 지출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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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인 조세 정책들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나미비아의 실천은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외 다른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불평등 수준에도 불구하고 1993

년 이후로 꾸준하게 불평등을 개선하여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37 

2017년 CRI 이후로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지출을 늘리고 최저임금 역시 상당히 증가시켜 

최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나미비아의 조세 정책과 지출 정책이 불평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고 보고하고 있다.38 

 

어떤 국가들이 작년 이후로 노력을 향상시켰을까? 

방법론에서의 개선 때문에 작년 순위와 올해 순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으로 중요하게 진보하거나 퇴보한 국가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세 가지 분

야를 통틀어 올해 가장 긍정적인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  

 

Box 2: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진정한 실천을 보여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초 취임 이후 대한민국에서 불평등에 제동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수준은 아시아 국가 중 나쁜 수준에 속한다. 지난 20년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되었지만 상위 10%의 소득은 매년 6%씩 증가하였으며 현재 국가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39  대한민국은 CRI지표에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순위에 

있다.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CRI 지표에 포함되는 

3개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 시켰다.40 

또한, 법인세 인상 (22%에서 25%으로)을 통해 연간 US$23억의 재정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41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또한 추진하였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국인 

86%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문재인 정부는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분야의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43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아동 

수당을 포함한 복지 정책 지출을 늘리고 있다.44  

2017년 9월 21일 열린 UN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릅니다”라고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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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RI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CRI 지표가 측정하는 한 개 이상의 정책 분야에서 보다 분명한 조

치들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

아는 최저 임금을 꾸준하게 올리고 이를 국가 전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에 있어 단연 선두에 서 

있으며 또한 건강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보편적인 건강 지원 (universal health 

coverage:UHC)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몽골과 가이아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였으며 말리와 콜롬비아는 법인세율을 유의미하게 올렸다.46 콜롬비아는 건강 분야에 대한 지출

을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했다. 모잠비크 역시 여성의 육아휴직을 50% 연장했다.  

아이슬란드는 사회보장 제도를 크게 확대했는데 기업들에게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

한다는 공식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47 기니와 리베리아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는데, 리베리아의 경우 초등교육을 사립화시킨 것과 모순적인 조치이

다.48 

시에라리온의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 줄리우스 마다는 불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

다는 약속을 했다. 최저 임금과 개인 소득세를 증가시켰으며 불필요한 조세 혜택 철회라는 움직

임을 포함해 세금 징수를 개선하는 방안들 역시 시행하기 시작했다.  무상 초등교육이라는 최근

의 조치는 특히 고무적이다.49 

 

어떤 국가들이 최악인가? 

<표 2> 157개국 중 하위 10개 국가 

 

전체 CRI  

순위 

건강, 교육,  

사회 보장에 

대한 지출 

진보적 세금  

정책 

노동권과  

최저임금 

방글라데시 148 146 103 148 

싱가폴                   149 91 157 70 

Lao PDR 150 153 44 146 

마다가스카르             151 135 142 143 

부탄 152 81 153 147 

시에라리온               153 143 132 150 

중국 154 145 138 154 

아이티                   155 133 145 156 

우즈베키스탄 156 42 156 132 

나이지리아               157 157 10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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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OECD국가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정도는 국가마다 천차만별

이다. 미국과 스페인은 CRI 지표에서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은 소득수준 중위권 국가들이 과거 정책들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해 많은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인도네시아는 1935년 미국이 사회보장

제도를 통과시켰을 때의 미국보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더 높다.50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그 금액이 GDP의 11%에 맞먹는데, 이 때문에 새롭게 

취임한 재무부 장관은 징수율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진행하고 있다.51 최근 세계 개

발 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그들 스스

로 극심한 빈곤을 끝낼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한다.52 이것은 BRIC 국가들과 터키, 남아프리카공

화국의 불평등에 관한 옥스팜의 이전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53  

인도 역시 불평등이 심한 국가이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서 157개국 중 145위를 차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도의 인구가 12억이라는 점과 그들 중 상당수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옥스팜의 추정에 따르면 만일 인도가 불평등 수준을 1/3 

정도 개선한다면 1억 7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54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놀라울 정도로 낮으며 심지어 일부 영역은 민영화되기도 했다.55 시민 

사회는 꾸준하게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했다.56 조세 구조는 문서 상으로는 꽤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보적 세금의 대부분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노동권이

나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인도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며 이런 상황은 대

부분의 고용인력들이 노동조합이나 성 평등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비공식적 분야나 농업 분

야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Box 3: 라틴 아메리카 –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57 

지난 15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추세에 거스르고 있다. 물론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공공 부분에서의 지출을 늘리고 일부 국가에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등의 일부 예외가 있고 이를 지표에서 반영하여 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순위에서 비교적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원자재(해당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2015년 이후 이들 국가에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불평등 해소에 관심이 적은 중도 우익 성향의 정부 출현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실천들의 속도가 이미 늦춰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여파는 아직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LAC 데이터는 

이러한 삭감들이 효과를 발생하기 전인 2015년 수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새로운 버전에 반영될 것이다.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은 정책 변화를 추가적으로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13 -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지표에서 점차 하강할 것이며, 여전히 진보적인 방향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CRI 지표의 숫자 뒤에는 이러한 많은 사연들이 담겨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국가

들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으며, 우리는 보고서의 독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한

다.58 

 

지난 해 더 악화된 나라들은 어디인가?  

싱가폴이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세계 최하위 10위이다. 이렇게 된 부분적인 이유는 부정적인 

세금 정책을 측정치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 싱가폴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59 그러나 그러한 것 외에도 이미 싱가폴은 점수가 매우 낮았었는데 환경미화원과 보안요원

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개인 소득세율을 높이기는 했지만 최고소득

자에 대한 세율이 여전히 22%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헝가리는 올해 법인세율을 반으로 깎아 9%로 만들었는데 이는 유럽연합에서 제일 낮은 수치다.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증가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에 지출되는 예산은 줄어들었다. 크로아티

아와 이집트 역시 개인 소득세율을 내렸다.60  

몽골은 공공부문 지출을 가장 크게 삭감한 국가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IMF가 몽골에게 보편적

인 아동 혜택 제도를 종결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이 있다.61 콩고민주공화국 역시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의 지출을 삭감했다.  

 

새 CRI 지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반적 경향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2017년 CRI 보고서 이후 세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43.15%에서 43.22%

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출을 가장 많이 증가시킨 국가들은 기니, 조지아, 마

우리타니아, 세인트 루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우크라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카나흐스탄, 리

베리아,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증가폭이 큰 국가들은 아이슬란드와 포르

투갈 그리고 슬로베니아이다.  

 교육 부분 지출은 정부 예산에서 평균 14.7%에서 14.8%로 증가했다. 유의미한 증가는 조지

아, 세인트 루시아, 기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리베리아, 우루과이, 상

투메프린시페, 부탄 그리고 카메론에서 일어났다. DRC 바누아투와 싱가폴은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  

 건강 부분 지출은 10.36%에서 10.6%로 증가했는데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국가는 카자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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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조지아, 상투메프린시페, 태국, 니제르, 자메이카, 라오 PDR, 인도

네시아와 도미니카 공화국이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DRC 그리고 사모아는 건강 부분 지

출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사회 보장 분야에서의 지출은 전반적으로 17.9%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와 포르투갈은 지출을 확대

했고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새 정부 출범이후 해당 분야에서의 지출을 상당히 많이 늘

렸다. 중국, 몽골 그리고 세르비아는 해당 분야에서 크게 지출을 감소시켰다.  

교육, 건강, 사회보장 분야에서 지출을 가장 많이 한 10개 국가와 가장 많이 축소한 10개 국가들

의 리스트는 섹션 1의 공공 지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평등에 대한 지출의 영향 역시 다소 상승했는데 평균적으로 작년에 지니 계수를 약 17.7% 줄

였던 것에 비교해 올해는 18%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62 

 

조세 정책을 보다 진보적으로 만드는 움직임에서는 다소 발전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몇몇 국가들 (브라질, 루마니아, 트리니다드)은 작년에 부가가치세율(VAT)을 낮췄지만 상당

수의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율을 높였다 (특히 콜럼비아와 스리랑카). 게다가 부르키나파소와 

세네갈과 같은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보다 친서민적으로 수정했으며 캄보디아

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최저선을 상승시킴으로써 소상공인들을 구제했다.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은 15.5%로 약간 하락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은 0.05% 정도의 미미한 상승을 나타내 평균 24.65%로 나타났다. 2017

년에 비해 10개 국가가 법인세를 올리고 15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법인세율을 낮

춘 국가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들에게만 적용해주는 조치였다(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63 또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2.5%이하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축소되었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이집트,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타지키스탄, 영국 그리고 베트남).64 헝가리는 유독 법인세율을 19%에서 9%로 낮춰 가장 나

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스라엘, 노르웨이, 파키스탄, 스페인과 영국 등은 지난 4년에서 8

년에 걸쳐 천천히 법인세율을 낮춰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법인세율 인

하가 이뤄졌다. 한편 콜롬비아, 말리 그리고 네팔은 법인세율을 5% 이상 칠레, 그리스, 일본, 

페루, 슬로베니아와 수리남은 1%에서 3% 정도 법인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2018년 연방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춤으로써 그 변화가 퇴색되었다. 이러한 변화

는 내년도 CRI 지표에서 나타날 것이며 중요한 이슈는 많은 국가들이 이 유력자를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18년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는 정반대의 상황이기는 하다. 아르헨티나

와 벨기에만이 법인세율을 낮췄으며 부르키나파소, 에콰도르, 대한민국, 라트비아와 대만은 

세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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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득세에는 2017년 평균 최고 세율이 30%에서 30.5%로 상승했다. 몽골, 가이아나, 우

루과이,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메이카, 잠비아 등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최

고세율을 올렸다. 반면, 칠레, 크로아티아, 이집트는 최고세율을 낮췄다. 2018년에 세율을 높

인 국가는 (올해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에 반영 예정)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가나, 대한민국, 라트비아 (낮은 수준에서 진보적인 세금 구조로 옮겨가고 있음), 필리핀과 

스리랑카이다. 여전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없는 나라가 두 군데 국가(바레인, 바누아투), 

개인 소득세가 없는 국가가 두 군데(몰디브와 오만)가 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매우 보수

적인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율이 증가됨과 동시에 보다 진보적인 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활동은 오히려 감

소하고 있다. 효과적인 세금 징수는 생산성으로 측정되는데 약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룩셈부르크, 토고, 피지, 일본, 볼리비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은 2017년에 비해 세금 

징수율을 눈에 띄게 상승시켰다.  

이렇게 취약한 세금 징수 때문에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금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졌고 결

과적으로 세금으로 인한 불평등 감소는 3.5% 수준이었던 작년 대비 2.7% 수준으로 밖에 나타나

지 않았다. 분명 세금이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조금 

긍정적으로 볼 때 모로코, 중국,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의 경우 진보적인 세금을 더 걷고 보수적

인 세금은 덜 걷음으로써 세금 징수를 전반적으로 덜 퇴행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노동권에 관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최저 임금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노동권에 관해 국제 노동 대학(Global Labour University)의 보고에 따르면 10점 척도로 볼 

때 4.107에서 4.165로 작은 변화가 있었다.65 이런 변화는 거의 전적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

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침해하는 사례수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국가들 덕분이었다. 한편 실제

적으로는 단 하나의 국가도 법을 개선한 국가는 없었으며 슬프게도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금지한 국가(벨라루스, 중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라오 PDR, 리비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들도 

법을 개정한 국가는 없었다.  

 일터에서의 여성 권리에 관해서는 아주 소수의 – 바베이도스와 리베리아, 리투아니아- 국가

만이 2015년 이후 차별을 보다 강렬하게 규제하고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법을 도입했다. 

여전히 34개의 국가와 30개의 국가에서 각각 차별을 규제하거나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법을 갖추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노동권과는 달리 그런 법들(2018 CRI 지표에서 여성에 대

한 폭력을 재는 새로운 측정치가 반영하는 법들)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없다.66  

 양육휴가에 관해서는 최소 13개 국가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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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과 인도로 2016년과 2017년에 연속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휴가와 아버지의 양육휴가를 

두 배로 늘렸다. 모잠비크는 어머니의 양육휴가를 50% 늘렸으며, 파라과이는 임금 선지급

을 75%에서 100%로 올렸다.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은 어머니의 양육휴가를 

조금 늘렸다. 사이프러스는 14일의 아버지 양육휴가를 도입했고 스페인은 아버지의 양육휴

가를 30일로 두배 늘렸다. 뉴질랜드는 2022년까지 어머니의 양육휴가를 18주에서 26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가이아나와 필리핀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입법부

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다섯 개의 국가 (레소토, 파푸아뉴기니, 수리남, 통가, 미

국)에서는 모든 피고용인에 대한 유급 양육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인당 GDP보다 더 빠르게 최저 임금을 올렸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

아를 비롯해(각각 16%와 9%), 부르키나 파소, 마다가스카르, 말리, 잠비아, 키리바티, 시레라

리온, 동티모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서 드라마틱한 인상이 있었다. 몇몇 

OECD 국가들도 최저임금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이들 국가는 포르투갈, 몰타와 

일본이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급격한 단계를 밟는 국가들도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빈곤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더 빠르게 상승시킴으로써 동등한 수준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며, 오스

트리아는 작년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으로 산업별 협상을 보완했다. 인도는 지역별 차이를 줄

이기 위해 전국 최저선을 도입했다. 다른 국가들은 전국에 최저 임금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

에 착수하였으며 (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9년 도입을 계획 중이며 내용에 관해서는 뜨

겁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최소 몇몇 분야에서라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들도 있다 

(예, 캄보디아가 섬유 분야에 도입 예정 중). 이러한 움직임은 최저 임금제도가 아예 없는 

국가들 (지부티, 남수단, 예멘) 혹은 특정 분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 (캄보디아, 세인트 

루시아, 싱가폴, 통가, 요르단)이나 자격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극이 되고 있

다.  

 

작년 이후 이런 추세와 더불어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많은 국가들이 공공 지출 분야에서 꽤 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교육(대략 예산의 15%)이

나 건강(11%)보다는 사회보장(18%)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은 아부자, 인천 선언(Abuja and Incheon Declaration)의 일환으로 많

은 국가들이 서명했던 SDGs(각각 20%와 15%)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67 많은 

저소득과 중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Bachelet Commission이 계산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에 필

요한 수준 (GDP의 3-5%)에 비래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 지출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68  대

부분의 국가에서 큰 세 분야에 대한 극적인 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국가들이 공공 지출의 혜택이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빈곤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

여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다소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분석 대상 국가들 중 85개국에서 공공 지출이 지니 계수를 1/10 정도 줄이는 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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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들은 공공 지출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대중들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가장 

빈곤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금 부문에서는 진보적 세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경쟁이 최근 다소 늦춰진 모양새다. 

법인세는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개인 소득세는 인상되었다. 덜 진보적인 세금인 부

가가치세는 인상 추세가 멈춰졌다. 2018년 미국에서 공포된 막대한 수준의 소득세 감면 조

치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조치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지켜봐야한다. 많은 나라에서 진

보적인 세금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기본 식품과 소규모 거래자들을 면제함으로

써 VAT가 덜 퇴보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소득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평균 징수율이 부가

가치세가 40%인 반면 소득세는 15%를 훨씬 미치지 못한다.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는 대기업과 부유한 국민들에 대한 세금 면제를 엄중히 단속하고 세금 조약을 다시 협상

하여 세금 천국의 시대를 끝냄으로써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징수율을 훨씬 높여야 한다. 

 노동분야에서는 평균 최저 임금이 인당 GDP의 절반 수준을 살짝 넘기고 있다. 157개국가의 

80% 넘게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법이 있다(새 조

사법에 따라 작년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남), 그러나 각각 45%와 40%만이 성희롱과 

강간을 방지하는 법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평등 관련법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CRI 노동권 지표에서 국가들은 10점 만점에 6.4점을 받았으며 

특히 제정된 법체계 보다는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전 세계적의 8%가 비고용상태라 노동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38%는 비공식 분야에 종사

하고 있어 최소한의 노동권만 가지고 있다. 또 다른 35%는 비표준화된 고용계약 때문에 제

한된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들은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남녀평등 관

련법들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들을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여 노동권을 확장하고 

비표준화된 계약 조건 하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각 국가의 패턴은 매우 극적으로 달랐다.  

 개발도상국가들은 그들의 예산 중 16%를 교육에 지출하는데 비해 OECD 국가들은 12%만 

지출한다. 그러나 국가의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 분야에 지출하는 예산(저소득 국가는 8% 

OECD 국가들은 15%)과 사회 보장에 지출하는 예산이 적다(저소득 국가는 7% OECD 국가

들은 37%).  

 개발도상국가들은(특히 저소득 국가들) 종종 OECD 국가들보다 규정상으로는 더 진보적인 

조세 제도를 갖추고 있기도 한데 이는 기본 소비재와 소상인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

항과 높은 법인세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은 소득세를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국가의 부의 수준에 따라 각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18 - 

국가들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들이 다르다. 개발도상국가들 (특히 중위권 소득 국가

들)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걷어야 하고 OECD 국가들은 세금 구조를 

향상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에서 빈곤 계층이 더 면제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과 법인세율을 낮추는 경쟁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 그리고 OECD 국가들

과 중상위권 소득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징수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조세 운영 방식을 멈춰야 한다.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보다 남녀평등 권리와 노동권 부분에서 훨씬 높

은 점수를 얻었는데, 특히 관련된 법체계나 유급 양육 휴가 면에서 그렇다. 한편 저소득 국

가들은 명문화된 최저임금제도에서 최고의 실적을 보였는데 일부 국가들에서 선견지명을 

보여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실행에 있어서는 다소 취약할 지라도). 많은 수의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노동권과 남녀평등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의 제정과 실행이 

필요하며 OECD 국가들과 중위권 소득국가들의 경우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데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CRI 지표의 제한점 

CRI 지표는 국가들이 어떻게 불평등에 대항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유일한 도구이

다. 이어지는 섹션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제한점들이 있는지 논의하겠지만 이 곳에서 전반적

인 제한점을 논의할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표는 결코 특정 맥락에 대한 지식이나 각 국가가 불평등을 줄여 나가는 여정의 이

야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각 정부의 위상이나 그 정부의 제안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 될 수도 없다.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나 DFI와 옥스팜은 각 국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해

당 정부의 노력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옥스팜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

에 대해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한 국가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표와 동반된 온

라인 도구에서 많은 국가들이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해온 일들을 볼 수 있는 링크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부가적인 섹션들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지표에서는 일부 개별 국가들이 다소 정당하지 못하게 후

한 평가를 받거나(Box 4 참조) 반대로 일부 국가들은 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

을 감안할 때 DFI와 옥스팜은 이 지표가 불평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약속을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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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 과거의 영광에 대한 거래 –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DFI과 옥스팜은 이 지표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이면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불평등 감소에 대한 약속’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일부 

정부의 경우 이전 정부가 개발한 정책이나 접근방식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현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이전 정부의 정책들에 반대하고 그것들을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부유한 나라들에서, 그들이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많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그 전 

시대에 시행된 것이고 현재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현 

정부 정책과 최근 도입된 복지 혜택의 삭감이 불평등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69  똑같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이전 정부들처럼 불평등을 감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정부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진보적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70 

예를 들어, 덴마크는 현재 우리 지표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결과는 진보적이고 

높은 세율과 높은 공공지출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좋은 보호장치들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덴마크 정부는 경제자유화 관점으로 이 모든 세가지 분야에서 퇴행적인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의 개혁으로 인해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불평등이 거의 20%에 가깝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71  독일의 오래 지속된 복지 

제도는 불평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 소득이 두드러지게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있으며 각 주에 의해 재분배되기 전까지는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신 지난 20여년간의 퇴행적인 세금 개혁이 

정부 정책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72  통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이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33%의 법인세율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최근 법인세율을 낮추는 경쟁에 참여하여 자국의 법인세율을 27%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이런 현상의 결과는 내년에 반영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5%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천명한 것을 보면 조만간 추가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표를 위해 수집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최신의 데이터이며 

예산에 기반한 데이터이므로 매해 지표는 새롭게 업데이트 될 것이며 그들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 매년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만약 어느 국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거나 그 다음해 예산에 교육 분야 지출을 올린다면 CRI 지표 점수에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거듭되면 이 지표는 정부들의 헌신을 평가하는 보다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CRI 지표는 정부가 증가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행동 보다는 재분배를 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지

만, 기업 지배구조(예: 경제의 과도한 주주 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토지 재분배 또는 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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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평등을 더 크게 보장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비교적 좋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수준이 

높아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들의 상황은 오직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설

명될 수 있다. 옥스팜의 최근 불평등보고서, ‘99%를 위한 경제(An Economy for the 99%)’73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하라(Reward Work, Not Wealth)’74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

다.75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구조적 정책 및 기타 다른 적절한 지표들이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

는 지표가 가능한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용가능한 다른 지표들이 주

로 소수의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빈곤한 국가 내에

서 불평등과 그 기여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거대하고 통합적인 노력이 시급하게 필

요하다. 성별 구분 데이터 또한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의 뒷부분에는 후속 버전에서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영역에 대한 설명이 있다. 

마지막으로, CRI 지표는 불평등에 대항하는 모든 행동주체들을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특히 민간 영역과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관들과 같은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들은 

부유한 개인들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옥스팜과 옥스팜과 연대하는 기관들의 캠페인이 

이 모든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각국 정부들이 핵심 플레이어들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는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도구이며, 전 세계의 정부가 

이 세 가지 정책 분야에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는다면, 불평등 위기의 끝은 없을 것이다. 

 

개선 및 추가 발전 영역 

경제적 불평등과 성 

세 분야(공공 지출, 세금, 노동권)의 각 영역 내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싸우기 위한 조치는 성 불평

등과 싸우기 위한 조치들과 상당히 중복된다. 성차별은 빈부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증가하

는 불평등은 성 평등에 대한 싸움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76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투쟁은 성차별에 대한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퇴보적인 세금과 낮거나 퇴행적인 공공 지출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가장 위태로운 직업

에서 최악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법과 사회적 관습 모두 여성들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화 

하려는 능력을 제한한다. 또한 여성들은 무임금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그들이 제공하고 있으며 공

공 서비스분야가 부적절하게 지원될 경우 가장 크게 타격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다.  

이 보고서의 각 섹션에는 성에 대한 특정 하위 섹션이 있다. 슬프게도, 노동 분야의 특정 지표에

서만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이 분야에 두 개의 지표를 더 추가했는데 육아휴직과 동등한 

임금,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강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지표들이 그것이다. 성 관련 통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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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여성, 기업, 법률 데이터베이스, OECD 사회 제도 및 성별 지표)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나 연령 문제 혹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이번에 

발간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최종 지표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CRI 지표의 목적

에 부합하도록, 성의 관점에서 지출이나 세금을 검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여러 국가들

에서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비교적 적은 몇몇 국가들만이 지속적으로 성 예산에 관여하

고 있기 때문에 성 관점에서의 예산 정책의 이득이 잘 문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세금과 지출 정책이 성차별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데이터의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데이터들

은 CRI 지표의 향후 버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UN 여성은 내년쯤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을 반영한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며, 또한 UN 통계부서의 성 

평등을 위한 데이터와 증거(Evidence and Data for Gender Equality: EDGE)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통

계상에서의 성차별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옥스팜은 성차별에 대응하는 예산과 성 통합

적이지 못한 데이터들을 통합, 수집하는 노력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이는 성에 관련한 데이터 

격차 때문에 국가들이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불평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 성문맹적

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입안하여 결국 성 불평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청년층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불평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의 최상위에 있는 사

람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축적되는 현상은 오늘날 젊은 세대 대다수에게 현재는 어렵고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유동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77 이는 빈곤한 부모의 아이들이 계속 빈곤하게 지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권층 출신이 

아니라면, 빈부 격차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기술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기회

를 더 적게 얻고 있다.  

젊은 여성과 남성들 모두,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종, 나이, 성별, 

그리고 또 다른 불평등이 교차하면서 젊은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장벽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교

육이 무료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 젊은 여성들은 교육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가족 계획을 포함해 젊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는, 만성적으로 자금지원이 부족하여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게 만든다. 젊은 남성들은 미국의 예를 들자면, 인종 차별과 같

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 경제적 사다리에서 그들의 위치를 차지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78 심지어 종종 경찰의 손

에 의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기회균등 프로젝트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아메리칸 인디언과 

흑인 청년들의 경우, 처음에 더 높은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 시작한 사람들조차, 다른 인종들보다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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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인 공공 지출과 세금은 세대 간에 직접 전해지는 부를 줄임으로써, 그리고 예산을 젊은 여

성들과 남성들에게 필요한 교육, 건강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젊은이들과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항할 수 있다. 동등하게 강력한 노동권

은 젊은 사람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도록 돕는 열쇠이다. 청년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격기준도 확대되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 엘리트 장악, 정치적 참여 

수십 년 전, 미국 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질 수도 있고, 

소수에 집중된 부를 가질 수도 있지만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고 한 말로 유명하다. 전 세계에 

걸쳐, 엘리트집단과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정치인들은 민주적 권

리를 탄압하고 시민사회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80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존중하는 포

괄적 정책 입안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최고의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반대

로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정책 입안 과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엘리트들에게 주로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81 정치적 절차에 발을 붙이려고 애쓰고 있는 빈곤하

고 소외된 여성들이 자주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82 

현재, CRI 지표는 정치적 개방이나 부패에 대한 분명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최빈국들 다수

가 높은 수준의 부패와 낮은 수준의 정치적 참여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부, 언론, 기업

에 대해 엘리트들이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후원네트워크 및 고객 중심적인 네

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지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실적이 나쁜 것과 

부패 수준, 형편없는 지배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DFI와 옥스팜이 부패, 지

배구조, 참여, 여성의 참여 등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여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자 하는 것이다. 

 

불평등과 관련된 기타 정책 

공공 지출, 세금, 노동권만이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아니다. 다른 정책(예: 중소기업, 시골지역 개발, 주택 및 금융 포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나, 소비, 세금, 노동권이 잘 상응되는 조치들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한 이야기의 공통적 

특징이므로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정부는 이 세 영역에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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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 정책적 행동 

정부들은 SDG 10에 따른 국가 불평등 감소 계획의 일환으로 진보적인 소비, 세금, 근로자

의 급여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 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9년 7월 SDG 10에 대한 평가에 앞서 국가들은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보여주

는 국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부유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 탈

세 및 세금을 줄이려는 유해한 경쟁을 멈추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보장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 지출에 대

한 체계적인 감시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은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가장 위태로운 고용형태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과 소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룰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무보수 가사노동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다.  

2. 더 나은 데이터 

정부, 국제 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함께 협력하여 불평등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데

이터를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불평등 감소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우리는 데이터 제약 때문에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는 진척상황

을 명확하게 평가하는데 방해 받은 분야에 대해 강조를 표시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부

가 수립한 정책과 그 정책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열악하고 불규칙적이다. 지출, 세금 

및 노동 정책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SDG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되어 정기적으

로 수집되어야 한다. 성 구분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데

이터들(특히 성과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의 영향, 사회 보장 지출, 자본 이득 및 재산/

부유세, 최저 임금 및 비표준 고용 등에 관한)이 있다. 

3. 정책의 영향 

정부와 국제 기관은 제안된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이 불평등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정책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거의 쓸모가 없다. 불평등

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더 많은 국가들에서, 

보다 정기적으로, 더 넓은 정책 분야에 관해서). 최우선 과제는 공공 지출의 구성과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에 미치는 세금의 영향과 징수 가능한 세금의 액수, 세금 천국 

행위, 노동권의 범위와 강화, 모든 국가에서의 남녀평등과 최저임금 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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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지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 

 

CRI 2018 

건강, 교육,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지출의 전체 평균 비중은 2017년에 미미하게 증가했으나 인도

네시아, 대한민국, 조지아와 기니 등의 국가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 몽골과 

세르비아에서는 큰 삭감이 이뤄졌다.  

공공지출이 불평등 감소에 미치는 전 세계적 증거 

공공지출은 재분배를 위한 금융 정책의 기본 도구다. 세금징수와 지출이 발생하기 전의 불평등 

수준은 시장 수입 불평등이라고 한다. 공공지출은 현물 이전(건강과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이나 

금전 이전(사회보장)등을 통해 시장 수입 불평등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 특히 건강과83 교육 분야의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할 때, 빈곤층 여성과 남성들은 이 분야의 지출을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소득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그들의 정규 수입만큼이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84 85 

이러한 현물이 이전되는 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을 보호하거나, 빈곤층이 소

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금전 제공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86 이런 사회보장 지출은 사회의 부유층으로부터 가장 빈곤한 가정으로 자금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다.87 

빈곤하고 혜택 받지 못한 여성과 소녀들이 포괄적이며, 보편적이고 평등한 질 높은 건강관리 및 

교육에 의한 이득을 가장 많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은 이 장의 뒷부분에 있는 성

에 관한 챕터에 설명되어 있다. 

공공지출이 가진 긍정적 분배의 영향에 대한 증거는 여러 국가와 시간에 걸쳐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다. 그 어떤 선진국도 낮은 수준의 사회 지출로는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88 부유한 나라든 빈곤한 나라든, 150개국 이상에서 30여년 넘게 보여준 증거들은89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공공지출이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 서

비스 지출은 OECD 국가 전체의 소득 불평등을 평균 20%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졌으며,90 13

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최근의 보고는 교육과 건강에 대한 지출이 전체 불평등 감소 사유의 69%

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91  25개 중저소득 국가의 재정 정책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건강과 

교육 분야에의 공공 지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항상 사회를 보다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

이었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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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2001년, 모든 아프리카 정

부는 아부자 선언에 따라 의료 지출을 15%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 2015년, 160개 정부는 인천 

선언의 일환으로 예산을 20%까지 교육 분야에 지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93 2012년부터 185개국

이 사회복지기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권고 내용은 모든 국

가들이 실업자들, 아동과 노인, 장애인 그리고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관리와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UN은 

개발도상국가들이 R202를 실천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SDG 1.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4 2016년 보편적 사회 보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출범했다.95  

소비의 질 문제 

전반적인 지출 수준을 넘어, 정부가 어떤 사회 분야내에 혹은 어떤 분야들에 걸쳐 예산을 지출하

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세계적인 증거들이 보여준다. 한 국가 내에 혹은 여러 국가에 걸

쳐 공공 지출 분야나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어떤 나라들은 지출 수준은 높지만 제대로 사용되

지 않아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또 다른 나라들은 적은 돈을 쓰고도 더 효과적

으로 사용한다.  

교육 

전 세계적으로 교육 성과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교육의 질

과 형평성에 있어서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0명 중 6명의 아동, 즉 6억 1

천 7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기와 수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아이들 중 3분의 2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96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75%의 국가들이 보편적인 중등 교육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최빈국가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의 10%만이 기초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97 

2015년에는 180개 정부가 2030 교육 실행 체제(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에 가입하여 

모든 아동에게 12년간의 무상 및 의무 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중 절반 미만의 국가들

만이 12년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절반이 약간 넘는 국가들이 최소 10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4분의 1 이상의 국가들은 무료 중등 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으며 10개 아프리카 

국가들 중 4개만이 무료 중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98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가들이 사립 학교에 학비를 제공해주는 소위 ' 낮은 학비 사립학교(low-fee private school: LFPS)' 

라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99 그러나 교육비(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립이든 공립이든)

에 의존하는 것은 가장 빈곤한 아이들(특히 여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만든다는 중요한 증

거가 전세계적으로 존재한다.100 

보통 중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출은 친빈곤적이지만, 중등학교

에 대한 지출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이고, 3차 교육에서의 지출은 더 퇴행적이다.101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지출이 3차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종종 해답은 3차 교육을 민영화하거나 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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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올리는 것인데 이 경우 가장 빈곤한 학생들을 더 많이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소녀들에 

대한 취약한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 기초교육에 너무 많은 공적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3차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  

지출이 보다 진보적일 때, 최하위층에 미치는 지출의 영향은 막대하다. 옥스팜은 88개국에 대한 

공교육 지출과 소득 데이터를 비교했으며, 초등학생 한 명당 공공 교육 지출액이 소득 최하위 10% 

가구의 1인당 소득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국가의 거의 3/4에서 초등학생 한 명당 정부

가 지출하는 예산이 최빈곤층 가족의 인당 소득 두 배 수준이며, 4/1이상의 국가들에서는 4배 이

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의 모든 지역과 모든 소득 집단에 적용된다. 

건강  

건강부분 지출은 불평등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

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빈곤한 지역의 의료시설이 아닌 부유한 지역이나 큰 병원

에 지출 배분이 주로 이루어지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매년, 1억 명의 사람

들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어서 진료

받기를 지체하거나 기피한다.102 건강 관련 지출은 또한 성불평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는 성차별에 관련된 섹션에서 논의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흔히 해결책으로 제안되는 의료 보험은 빈곤한 가정을 대규모로 확실하게 커버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을 줄이는 데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나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제도가 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가구들에 집중되어 있으며,103 전국적인 

커버리지는 37%에 불과하다.104 게다가 여성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으며, 일부 국가에

서는 건강보험료가 더 높거나 임신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에 건강 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다.105 반대로 UHC는 건강 결과를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 보장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한 사회 보장 지출의 역할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OECD 국가들에서

는 소득 이전이 불평등을 줄이는 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평균적인 금전 이전, 

개인 소득세, 사회보장 기여금은 다 합쳐 OECD 국가들의 시장 소득 불평등을 25% 이상 감소시

킨다. 모든 국가에서, 재분배(약 72%)의 대부분은 금전 이전을 통해 달성된다.106 OECD 국가들의 

사회보험급여(연금)는 이전의 소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107 불균형을 균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재분배적 영향이 덜하다.108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금과 금전 이전의 재분배적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109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보장제도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제도에 대

한 투자는 대부분 낮게 유지되고 있다.110 111 지난 20-30년간 중저소득 국가들에서 사회보장을 확

대하기 위한 감탄할 만한 노력들이 지속되었다. MIC와 LICs 모두 20개 이상의 국가들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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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금 기반 시스템의 조합을 통해 거의 보편적인 연금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서는 사회 보장의 상당 부분이 세금이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지원의 형태로 가장 빈곤한 사

람들에게 제공된다. 그러한 계획들은 종종 규모가 작고, 단기적이며, 지리적으로 제한되거나 안정

된 법적 또는 재정적 기초가 없고, 따라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

한다. 이런 시스템은 가장 빈곤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을 목표로 하지만 그들을 적절히 지원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의도했던 잠재적 수혜자들을 

상당 부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제한된다. 공식적인 근로자들을 위

한 원조 계획과 최빈층에 대한 사회적 원조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커

버하지 못해 결국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해지도록 만들기도 한다.112 

사회 보장은 성차별, 특히 가사노동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성차별에 

관한 섹션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기부금 제도(즉, 사회 보험, 특히 연금)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분야의 안정

적 고용 상태의 근로자들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

아가는 경향이 있다.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근로자들은 종종 이 제도에서 배제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3년 사회보장지표는 이 지역 사회보장 수혜자의 83%가 빈곤하지 않

으며, 이는 기여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113 

증거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체계가 빈곤층만을 타겟팅하도록 설계된 시스템보다 재분배에 더 효과

적이다.114 예를 들어, 빈곤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 보다는 카테고리에 기반한 보편적 분배 메커니

즘(예를 들어, 모든 엄마와 아동들 대상)이 더 효과적이다. 실례를 들자면, 자녀가 있는 빈곤한 가

정에게 월 13달러를 제공하는 키르키즈스탄의 빈곤한 가정을 위한 월별 지원의 경우 그 커버리지

가 빈곤층의 20% 미만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키르키즈스탄 정부는 이것을 보편적 아동 혜

택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사람들의 생애주기 동안 포괄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동안, 국제통화기금은 비용 절감

책으로 기존의 특정 대상을 타겟킹하는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보편적 아동 수당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115 

대부분의 MIC는 훨씬 더 큰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사실, ILO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

산층 국가의 재정 여유 늘리기 위한 가능한 선택사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116 

지출에 관한 결정은 종종 특정 관심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많은 국가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결정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특정 이익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 엘리트들과 강력한 이해관계는 정책과 지출을 장악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117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칠레에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

되었을 때, 상류층과 중산층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가져가 버렸고 이것은 결국 교육 분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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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화를 심화시켰다.118 종종, 분배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도시나 부유한 지역, 또는 여당이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세네갈에서는 절반 이상의 공공

자원이 수도인 다카르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곳은 인구의 4분의 1만이 살고 있다.119 이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지출 공식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브라질

과 페루와120 121 같은 많은 나라들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지출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시스템

을 개발해왔고, 이것들은 해당 국가의 공적 지출을 균등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정한 지출 공식은 소수 민족 집단을 가지고 있거나 지리적 불균형이 심한 국가들에게 특히 중

요하며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122 

이러한 차이는 혜택 발생 분석을 사용하여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여준 연구에

서 나타난다. Commitment to Equity Project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우루과이는 지출에서 재분배 수준이 높은 반면 볼리비아의 재분배 성과는 낮다.123 이러

한 혜택 발생 분석 방법은 CRI 지표에 사용되었다. 

이 분야에 지표를 세우기 위해 DFI는 가장 최근의 예산 문서에서 최신 지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데이터는 다른 곳, 특히 ILO에 의해 개선되었으며 DFI 및 Oxfam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

게 허락해주었다. 

 

성별, 청년층, 공공 지출과 사회 보장 

여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는 상당한 중복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 빈곤하고 혜택 받지 못한 여성과 소녀들이 보편적이고 평등하며 

질 좋은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124 모든 여학생들이 초등교육을 마친다면, 산

모의 죽음은 3분의 2로 줄어들 것이고, 매년 18만 9천여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125 또한 교육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와 가정 내에서 의사 결정권을 더 많이 부여해줄 수 있다. 보편적인 질 좋은 

건강관리 시스템은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나 모성 

사망의 위험까지도 줄일 수 있다.126 

많은 나라에서 공공서비스가 점점 유료화되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의 재능을 낭비하고 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

적 교육이 부족하면, 가족이 대개 남자를 교육시키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소녀들이 교육 기

회를 잃게 된다.127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이 삭감되거나 교육비를 지불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교

육을 받을 수 있을 때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고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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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초등교육은 여아와 젊은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여아의 결혼을 막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증가시킨다. 128  많은 연구자료는 아동과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 불평등과 세대간 탄력성의 부재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129 

 

초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빈곤한 아동들에게 그들의 생애 초기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줌으로

써 불평등을 줄이는 데 특히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130 

건강 분야에 대한 지출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보편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

스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예방 가능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나 출산시 사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여성들은 무보수 가사노동을 하기 때

문에 종종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휴직을 한다. 여성들은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빈곤한 여성들의 경우 이것은 그들 자신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재원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131 

공공 지출이 성차별에 대응하도록 설계될 때 여성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인도에서, 점

심 식사 계획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어머니들의 스케쥴 부담을 가

볍게 해주었다.132 

반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가사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이 지워

진다: 66개 국가에서 여성들은 매년 남성들보다 무급 가사노동을 하느라 10주 이상을 보내며, 이

는 생활 임금을 벌기 위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한한다.133 여성들이 하는 무

급 가사노동의 수준은 크지만 대체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공공 서비스가 여성과 가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핵심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134 

아이들은 또한 적절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를 겪는다. 적어도 5세 미만 3,550

만 명의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혼자 남겨지거나 다른 어린 아동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가장 빈

곤한 나라들의 가장 빈곤한 아동들이 혼자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135 

성 관련 예산 계획 

서비스 접근과 능력 계발의 결과에서 성차별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지출과 더 나은 지출

이 예산 설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여성의 요구에 대한 지출을 더 잘 계획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예산 계획을 통해서이다. 이는 예산이 현재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교육, 산모 건강관리, 출산권, 여성 할례(FGM), 성적 학대 및 여성폭력 문제 등과 같

은 여성에 대한 지출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차별에 초점을 맞춘 렌

즈를 통해 지출이 계획한대로 자본과 접근성에 있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성차별에 대응하는 예산 계획을 촉진하고 지출이 여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최근의 IMF 보고서는136 많은 긍정적인 사례

들을 강조하고 성차별에 대응하는 예산 집행이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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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정책들은 다양하지만, 이 중요한 도구가 국가적 예산 집행 프로세스가 여성의 필요를 충

족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증거가 명확해지고 있다.137 

 

CRI 공공지출 부문에서 전반적 결론은 무엇인가?  

<표 3> 공공지출 분야 지출 – 상, 하위 10개국 

 

일부 국가들은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공공 지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 지출 상위권에는 두 개의 큰 국가 집단이 있는데, 첫번째는 공

공지출에 꾸준한 투자를 지향해 왔던 독일,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상위 OECD 국가들이다.138 두 

번째 그룹은 소득과 지출이 높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다.139 

중남미 지역의 공공 지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타리카는 진보적인 공공 지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140 코스타리카의 투자는 일부 선진국에 필적하거나 심지어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 비견할 만한 양질의 보편적 건강 케어 서비스를 만들어냈다.141 게다가, 크고 매우 진보

적인 사회보장제도는 부를 재분배하고142 사회 응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43 3위인 우루과이는144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가진 잘 발달된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건강과 교육 분야에 많은 돈을 

쓴다.145 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지출을 많이 한 나라인 아르헨티나는 진보적인 공공 지출로 

유명하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출 삭감으로 이런 명성은 도전을 받고 있다. 146  올해 

CRI의 데이터는 2015년 자료이므로, 이러한 감축은 아직 순위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반영될 것이다.147 이 세 나라의 공공 지출을 모두 함께 고려해보면, 불평등 감소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8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정부의 지출이 전체 불평등 감소

의 20%를 만들어냈지만 많은 국가에서 중도우파 정부의 집권으로 인해 사회 지출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149 이번 CRI 지표에서 LAC 지출 데이터는 2015년 버전으로 

최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후 버전

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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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위권에 진입하는 두 번째 집단으로 OECD 국가들이 있다. 오랜 시간 공공 기금으로 잘 

운용되어온 사회 투자로 유명한 이 그룹은 핀란드,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다.  

CRI 지표에 중간에서 상위 등수로 포함된 국가들은 고소득 국가들로서, 이들은 사회보장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정 수준의 국민소득에 도달하면 공공지출(특히 사회보장

에 관한)이 증가하는 반면, 그 이전 시기에는 건강과 교육을 통한 현물 제공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는 경향과 일치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공지출 분야에서 중간 순위에 가서야 저소득국가들이 

나타나는 이유인데, 따라서 이 국가들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인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열

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큰 인정을 보내줄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는 주목할 만한 예

로 교육 하위 지표에서 6위를 차지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잘 하고 있는 다른 저

소득 국가들과 함께, 선진국들이 비슷한 시점에 했던 '재분배'와 '친빈곤적' 지출보다 훨씬 더 많

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150 한편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강력한 노력은 

매우 낮은 공공 지출로 인해 퇴색되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중산층 국가들은 현재의 고소득 국가들이 경제 발전상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때 보다 공공지출에 있어 훨씬 적은 돈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1935년 미국이 사

회보장법을 통과했을 때와 비교해 인당 소득수준 측면에서 더 부유하다.151 조코위 대통령은 공개

적으로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건강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최저 임금을 인상했

는데 이것은 정말 긍정적인 조치이다.152 하지만, 조세 수익을 현재의 GDP의 11%라는 낮은 수준

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인도에도 해당된다. 이 모든 중산층 국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

보다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 보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CRI 지표

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나라의 인구는 16억명에 가까우므로, 만약 그들이 선택한다

면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세 나라 모두

에서 정부로부터 양질의 교육 제공이 없는 가운데 사교육은 급격히 증가해왔고, 이로 인해 경제

적, 성적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153 

나이지리아는 공공 지출 지표의 최하위에 올라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사회

적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의 천만명 이상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이 아이들 중 

60%는 소녀들이다.154 중등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이 가장 부유한 소년들은 27%인 반면 가장 빈

곤한 소녀들의 경우는 1%도 안 된다.155  나이지리아는 1인당 소득은 볼리비아와 비슷하지만 나

이지리아에서는 5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10명 중 1명이 사망한다. 반면 볼리비아는 27명 중 1명 

수준이다.156 

또한 이 지표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즉, 공공 서비스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지출이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는 정부의 경우이다(또는 적어도 친빈곤

적이지 않은 경우). 미국만큼 이런 경향이 명백한 케이스가 없는데, 미국은 가장 부유한 OECD 국

가들과 비교해봐도 건강에 대한 지출이 매우 높고 건강 지표에 대한 총지출도 월등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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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에 비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에 이 지출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미미하다.157 이것

은 전적으로 미국의 복잡한 민영화 시스템과 높은 의료비 때문이다.158 그리고 이것은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013년 2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비로 인해 파산했고, 가장 많은 개인

파산의 원인이 의료 관련 부채로 인한 것이다.159 

 

지출을 가장 크게 늘린 국가와 축소한 국가는 어디인가? 

이 섹션은 교육, 건강, 사회보장 각각의 세 분야에서 지출을 가장 크게 늘린 상위 10개국과 삭감 

규모가 가장 큰 하위 10개국을 보여준다. 157개국 전체 순위는 <부록 1>에서 볼 수 있다.  

 

<표 4> 교육 분야 지출 – 증가폭이 큰 국가와 삭감폭이 큰 국가들, CRI 2017-2018 

지출 증가 상위 10개국(%) 지출 감소 상위 10개국(%) 

조지아 +5.96 콩고민주공화국 -8.76 

세인트 루시아 +5.85 싱가포르 -5.61 

기니 +5.46 바누아투 -5.52 

빈센트 그라나다 +4.66 시에라리온 -5.12 

도미니카 공화국 +4.40 나미비아 -3.95 

리베리아 +4.06 키르키즈스탄 -3.71 

우루과이 +3.62 잠비아 -3.70 

상투메프린시페 +3.07 짐바브웨 -3.61 

부탄 +3.03 사모아 -3.29 

카메룬 +3.01 말리 -3.26 

 

<표 5> 건강 분야 지출 – 증가폭이 큰 국가와 삭감폭이 큰 국가들, 2017 

지출 증가 상위 10개국(%) 지출 감소 상위 10개국(%) 

카자흐스탄 +4.14 사모아 -9.76 

콜럼비아 +4.11 콩고민주공화국 -4.82 

리투아니아 +3.71 빈센트그라나다 -3.64 

조지아 +3.45 바베이도스 -2.94 

레바논 +3.29 오스트레일리아 -2.81 

상투메프린시페 +3.25 베닌 -2.63 

인도네시아 +3.22 바누아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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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3.20 지부티 -2.37 

니제르 +2.99 감비아 -2.15 

자메이카 +2.86 싱가포르 -2.06 

 

<표 6> 사회 보장 분야 – 증가폭이 큰 국가와 삭감폭이 큰 국가들, 2017 

지출 증가 상위 10개국(%) 지출 감소 상위 10개국(%) 

우크라이나 +15.10 몽골 -5.45 

베트남 +8.52 세르비아 -4.83 

아이슬랜드 +7.32 아제르바이젠 -4.28 

트리니나드 토바고 +7.11 타지키스탄 -3.67 

오스트레일리아 +7.05 몰타 -3.40 

사이프러스 +5.90 중국  -3.32 

앙골라 +4.95 가나 -3.26 

바베이도스 +4.82 아프가니스탄 -3.00 

벨라루스 +4.39 콩고 -2.95 

부탄 +4.39 불가리아  -2.56 

 

CRI 지표가 공공 지출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가? 

CRI 공공지출 분야는 두 개의 측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체 지출이고 또 하나는 

지출이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다.  

 

측정지표 1: 각 정부가 교욱, 건강 그리고 사회보장에 얼마를 지출하는가?  

이 지표는 3개 부문(건강, 교육 및 사회 보장)의 총 지출을 정부의 일년 총 예산 대비 백분율로 

측정한다. 이 지표를 선택한 이유는 GDP 대비 비율이나 일인당 분배와 같은 수치들이 세금을 많

이 걷고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고소득 국가들은 과대 평가하는 대신 저소득국가들은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해당 영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 지표는 157개국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정부 총 지출의 비율을 측정했고, 가능한 국가들은 모

두 최근 2017년도 예산 수치를 반영했다. 교육 및 건강 분야 데이터의 90% 이상이 2015-17년에 

작성된 것이지만, 사회 보장 데이터의 경우 70%만이 해당 기간에 조사된 것이다. 이는 ILO가 사

회 보장 지출 데이터를 추적하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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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2: 교육, 건강,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지출이 얼마나 진보적인가?  

해당 분야 내에서, 지출은 진보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퇴보적일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적

으로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출은 사회 보장 분야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혹은 절대

적으로 해당 분야에 지출이 증가할 수록 빈곤한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 교육과 기본적 건강 관리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지출의 두 번째 지표는 지출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 지표는 3개 부문

에 대한 각 나라의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측정한다. 가능한 경

우 국가 수준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고160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최선의 국제적인 추

정치를 사용하였다.161 

 

CRI 공공 지출 지표의 한계 

CRI 지표는 전체 국가의 3분의 2에서는 예산 지출 목표를, 나머지 3분의 1에서는 실제 지출을 측

정한다. 특히 최빈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최신 데이터를 얻

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표된 지출 목표와 중앙 정부로부터 개별 해당 부처가 받는 예산 사이에는 

종종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 집행 금액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개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DFI와 옥스팜은 전세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예산 지출을 추

적하고 약속된 지출이 실현되지 않을 때 정부가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162 이것은 지표에 

직접 반영되기는 어렵다. 

지표의 개발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의

료 지출 수준이나 3차 교육에 지출된 금액을 검토했지만, 이 단계에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현명

하지 못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163 대신 서비스의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로 결정했는데 이는 각 분야에서의 지출이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보는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좋은 대안이다. 왜냐하면 만약 한 국가가 건

강 분야에 매우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면 

그 지출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게 언급할 부분은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지표에 포함된 모든 국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가능한 국가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건강, 

사회보장에 있어 평균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150개국 이상을 연구해온 광범

위한 글로벌 연구를 사용했다.164 

CRI 지표에는 젠더 관련 지출에 대한 척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 시점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IMF, UN Women 및 타 기관들에 의하면 조만간 충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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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며, 그럴 경우 CRI 지표에 젠더 관련 지출에 대한 척도가 포함될 수 있다. 

 

Box 5: 주택 분야에서 증가되는 지출 – 불평등을 해소하는 매우 강력한 길 

세계적으로 많은 빈곤한 가구의 예산에서 주택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특히 빈민가에 살고 있는 9억 명의 사람들의 경우 열악한 주택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그들의 수입을 더욱 고갈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 보조에 대한 

지출은 빈곤한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출(특히 공공 주택의 건설과 유지, 보수)은 교육, 건강 또는 사회 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보다 소득 불균형을 더 크게 감소시켰다.165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은 CRI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사에 포함된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해당 데이터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1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DFI는 ADB, 

유엔 중남미 및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유로스타트(Eurostat), IMF 및 OECD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79개국의 주택에 대한 실제 지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 중 59개는 2016년, 19개는 2015년, 1개는 2014년 기준이다. 

파나마에서는 79개 국가 중 주택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으며 온두라스가 가장 낮다. 하지만, 

몇 가지 크고 흥미로운 패턴도 있다.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주택 관련 예산에 배정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중국, 

타지키스탄, 싱가포르,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멕시코, 터키, 부탄, 태국, 미얀마), 

라틴아메리카(파나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 코스타리카, 볼리비아와 칠레),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이집트와 모리셔스)등 개발도상국가들이다. 이들 중 

절반은 중상위 소득국가들이고 각각 4분의 1씩이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군에 

들어간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단 세 개의 나라(칠레, 사이프러스, 멕시코)만이 상위 1/3 

안에 든다. 

반면, 예산의 가장 적은 비율을 주택에 배정하는 국가들의 80%는 OECD 국가들이며 

그리스, 덴마크, 스위스, 이스라엘과 벨기에가 가장 낮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다. 35개국 중 

5개국의 중산층 국가들만이 지출 하위 1/3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그룹에 포함된 세 개의 

저소득 국가는 성취도 면에서는 성취도가 높은 그룹, 중간 그룹, 낮은 그룹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OECD 국가 전역에서 1970년대 GDP의 약 5%에서 2016년 0.7%로 지난 수십 년간 주택 

부문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대신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보증이나 혜택 지급 등을 통해 빈곤한 시민들이 주택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식으로 움직여가는 큰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시장 기반의 '민영화' 모델은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다. 

아시아에서도 주택 부문 지출이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에서 2015년 3%로 

떨어졌다. 그러나 반면 중남미에서는 GDP의 1% 수준 가까이 증가한 3.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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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감소와 관련된 다른 지출 영역도 CRI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농업 지

출과 주택 관련 지출이다(박스 5 참조). 이 두가지 관련 지출은 향후 CRI지표에 반영될 것이며,완

전히 포함시킬 수 없더라도 향후 보고서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CRI 지표는 군비 지출이나 채무 상환과 같은 종종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정적인' 정

부 지출을 측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채무조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167 예를 들어 케냐는 수입의 거의 50%를 부채 상환에 소비한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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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CRI 2018 

CRI 2018은 각 정부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해로운 세금징수 정책(harmful tax practice: HTPs) 수

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 부문에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지난 1년 동안 VAT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상되었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감소했다. CRI 2017 대비 법인세율

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법인세를 19%에서 9%로 줄임으로써 최악의 성과를 보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가 계층별 소득세 인상으로 인한 전체 평균 소득세율 인상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진보적인 세금의 징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해당 세금이 

불평등을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적 세금정책이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전 세계적 증거 

충분한 양의 세금을 진보적인 방식으로 거두는 것, 즉 부자들이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하

는 것이 불평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보다 진보적인 세금제도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옥스팜의 핵심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금은 불평등과 싸

우는 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부자들로부터 더 높은 소득세를 거둠으로써, 부자와 빈곤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진보적인 세금으로 조성된 자원이 빈곤한 여성

과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된다면 불평등 수준을 더욱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지나치게 높은 이익, 주주 수익 또는 치솟는 경영진의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시장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금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발언권을 더 많이 가지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더 인간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종류의 사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우선 각 나라의 정부는 진보적인 조세제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율, 누진적 기준 및 면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낮은 세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조세제도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는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해 개인 소득세율이 10%, 법인세율이 10%로 고정이다. 추세는 역시 부정적

인데, 많은 국가들이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심한 악순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에 G20의 명시된 평균 법인세율은 40%였으나, 2015년에는 28.7% 

이다.169 예를 들어, 도미니카공화국의 관광산업, 산업자유구역 내 기업 및 국경지역에 위치한 기

업들이 매년 면제받는 세금의 액수는 국가 건강 예산의 70.3%와 맞먹는 수준이며 회계연도 2017

년 기준 식수 공급 예산을 다섯 배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규모이다.170 

그러나 법률상의 진보적 세제 시스템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에 의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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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된 세금 운영이 역행적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세금 생산성에 관한 수치에 따르면, 각 국가

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국가들이 징수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판매세의 약 40%를 실제 

징수하지만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에서는 단지 약 14%만을 징수할 뿐이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추가 소득의 약 10%만이 징수되고 있다. 대

부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역행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실제적으

로 전체 조세제도를 더 퇴보시킨다. 

이런 세금 징수 실패는 종종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그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면제 조건과 거래에 기인한다. 또한 세금 회피와 탈출을 가능하

게 하는 비밀유지망이나 조세피난처와 같은 국제적인 요인의 영향도 있다. 이것들 때문에, 불평등

에 대한 세금의 실제 영향은 특정 국가의 세금 제도가 서류 상에 보이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들은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점진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전반적으

로 세금을 너무 적게 징수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GDP의 24.7%를 징수하는 반면 인도는 

GDP의 17.7%, 인도네시아는 11%만을 징수하고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GDP의 2%만 더 거둬도 

건강에 대한 지출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171 많은 국가들은 세금 징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

로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역행적인 세금을 올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CRI 세금 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다.  

•  각 국가가 진보적인 세금 제도를 설계한 정도  

•  진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정도  

•  세무기준액 및 잠재적 수준과 비교하여 징수하는 세금의 실제 양 

• 각 정부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해로운 세금징수 정책 

각 국가의 세금 정책이 진보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DFI와 옥스팜은 157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세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CRI 지표에 반영하였다. 이것은 세율과 세금 구간에 대한 포괄적

인 데이터가 담긴 최초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세금과 징수할 수 있는 세

금 대비 실제 세금 징수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이다. 

 

Box 6: 공정한 세금 감시 

Oxfam은 Tax Justice Network Africa와 협력하여 Fair Tax Monitor:FTM를 개발하였다. 172 

FTM은 국가적인 조세시스템과 공공 지출 수치들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상세한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공정한 세금을 불평등이라는 특정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더 자세한 점수를 제공해줌으로써 CRI 지표를 보강해주었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온 국가 리포트들은173 다수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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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소득세 납부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조세 준수가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기반을 확대하는 대신에, 

국가는 부가가치세와 기타 간접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3년간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를 48% 높였다. 간접과세는 부과하고 징수하기가 더 쉽지만, 그것은 매우 

퇴보적이고 사회의 가장 빈곤한 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모든 국가는 다양한 세금 면제, 특히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때문에 높은 

세수 손실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부자들의 수입과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우간다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인센티브와 

세금 면제 때문에 국가 소득의 15.7%를 잃었다.174 국가들은 세금면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적절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재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없다. 이는 부실하게 구조화되고 자금지원이 빈약한 조세당국, 부자들에 의한 세금 

회피,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세금준수 행태 때문이다. 적절하게 기능하는 세금 제도는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소득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 

젠더에 민감한 세금징수는 잘 언급되지 않은 주제로 남아있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고 더 나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는 공공 서비스 

분야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방글라데시가 수행한 흥미로운 정책은 여성에게는 더 낮은 

기준으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는 그 나라의 임금 격차와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75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극복하는 동시에 공공 정책에 성차별에 관한 

관점을 도입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금 징수 과정이 투명해지고 세금 데이터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한, 

세제는 공정하다고 여겨질 수 없다. 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재정 정책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세금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도록(예를 들어, 데이터를 분해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수집 및 

게시해야 한다. 

FTM 접근법은 지역 및 국제 조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공동 

연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가들끼리 비교뿐만 연도별 세금 정책과 관행을 비교할 수 

있다. 2016년에 Oxfam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세네갈, 우간다에 대한 국가 보고서와 

전반적인 발견 내용들을 포함한 Fair Tax Monitor Composite Report를176 발표했다. 

현재, FTM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이한 개발 도상국들로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금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풀을 확대하고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조만간 

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별 보고서 시리즈에는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튀니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이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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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은 또한 성별과 청년층에 있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설계된 조세정책은 성차별을 악화시킨다.177 이는 과세기준을 정할 때 여성을 

배우자의 동반인 정도로 취급되거나 부부가 공동과세 신고를 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세금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국적 기업의 면제 및 회피로 인해, 많은 국

가들이 소규모 사업이나 그런 사업의 유형(대부분 여성들이 운영)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대

규모 기업(대부분 남성들이 운영)이나 토지 및 부동산 대여 등 자산(대부분 남성들이 소유)에 대

해서는 세금을 덜 부과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한 판매세와 부가가치세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얻는데, 여성들이 자신의 소득 중 대부분을 가족을 위한 소비재에 구매에 사용하기 때문에, 생필

품 등에 세금 면제를 통해 다소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울 위

험이 있다.178 

세금 정책은 젊은 여성과 남성에게 혜택을 줄 수도 반대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

다. 젊은 사람들은 작은 기업들을 운영하거나 소득 중 소비의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 세금은 잠재적으로 그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젊은 여성

들은 나이와 성에 따라 직접적, 간접적인 차별에 직면하므로 특히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우 적은 수의 정부만이 세금 정책이 성이나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

로 수행하고 있으며,179 그 결과 세금이 성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국적 데이터 베이스가 없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물론 여기에도 몇 가지 긍정적인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정부는 각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내

놓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시민 사회 정책 기관(CSO)이 정기적으로 

세금 정책의 변화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 차에 대응하는 예산 집행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180 전반적으로, 세금 체계를 보다 진보적으로 설계하고 가장 진보적

인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는 세금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성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그러나, 모든 정부는 그들이 성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매년 세금 정

책을 수립할 때 특정한 성과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렌즈를 적용해야만 한다.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41 - 

CRI 지표 세금 부문에서의 전반적 결론은 무엇인가? 

<표 7> CRI 세금부문 국가 순위 – 최상, 최하위 국가 

 

먼저 언급할 것은 157개국 중 세금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는 1점 만점에 0.6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국가들

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간접세에 높은 의

존을 하고 있는 등 퇴행적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 불평등에 대한 세금의 영향 면에서의 결과

가 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비록 그들이 받아야 할 세금을 전부 징수

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이 징수해야 할 평균의 3분의 2만 징수하고 있다.) 세금 정책을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는 국가가 진보적인 조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를 징수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세금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세금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잘 수행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소득 OECD 국가이다. 

이것은 대체로 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진보적인 조세 정책에 기인한다. 이들 국가

는 진보적인 소득세로부터 더 큰 조세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세금 네트에 

들어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진 개인과 기업들이라는 더 큰 세수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는 세금 징수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편이지만 미국과 같이 눈

에 띄는 예외도 있다. 저소득 국가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조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세금 수입 대비 실제 징수 비율이 꽤 높은 국가는 말라위이다. 

세금 지표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국가로는 법인세나 개인소득세가 없는 바레인과 바누아투가 있

다. 다른 하위 국가들은 매우 낮은 세율이나 세율이 고정된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대부분 동유

럽이나 구 독립국가 연합에 소속된 국가들)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세를 징수하여 훨씬 덜 진보적으

로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그들 중 다수는 또한 징수할 수 있는 잠재적 규모와 비교

해 실제 세금 징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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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향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몇몇 나라들은 작년 이후 비율을 줄였지만(브라질, 루마니아, 트리니다드) 비

슷한 수의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증가시켰다(콜롬비아, 스리랑카). 부르키나파소나 세네갈과 같은 

몇몇 나라들은 친서민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만들었고 캄보디아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

한 최소 기준을 높임으로써 영세상인들을 구제하였다. 부가가치세의 평균 세율은 15.5%로 약간 

떨어졌다. 

법인세에서는 세계 평균이 24.48%에서 24.65%로 0.07% 소폭 상승했다. 2017년에 법인세율을 올

린 국가는 10개국이고 낮춘 국가는 15개국이었지만, 이러한 인하 정책 중 일부는 소규모 기업(예: 

호주 및 프랑스)으로 제한되어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181 대부분의 인하율은 2.5% 미만이

었다. 인하 정책을 단행한 국가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다.182  헝가리는 법인세

를 19%에서 9%로 줄여 가장 나쁜 결과를 보였지만, 다른 국가들은 지난 4-8년 동안 점차적으로 

인하하여, 이스라엘, 노르웨이, 파키스탄, 스페인,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큰 인하폭을 보였다. 반면

에 콜롬비아, 말리, 요르단, 그리스, 페루는 법인세율을 증가시킨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

한 변화는 미국이 2018년 연방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춤으로써 퇴색되었다. 이 변화는 내년

도 CRI에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의문은 많은 국가들이 이 선례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018년 세율 기준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반대의 경우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와 벨기에만 법인

세를 인하했고 부르키나파소, 에콰도르, 대한민국, 라트비아와 대만이 법인세율을 올렸다.) 

 

<표 8> 법인세 최대 증가와 삭감 단행한 국가, 2017 

 

개인소득세에 있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최고세율을 올리는 추세가 2017년에도 지속되었는데 최

고 세율 평균이 30.5%에서 30.8%로 인상되었다. 몽골과 가이아나를 선두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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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넓은 수의 정부들이 2016-17년 최고 세율을 인상했다. 훨씬 적은 수의 정부들(칠레, 콩고, 

크로아티아, 이집트)만이 최고 세율을 인하했다. 내년 CRI에 포함될 2018년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어떤 나라도 개인소득세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세율을 인상한 국

가들은 콜롬비아, 가나, 대한민국, 라트비아(고정 세율에서 누진세로 이동), 필리핀과 스리랑카 등

이다. 

<표 9> 개인소득세에서 증가와 삭감, 2017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를 둘 다 징수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바레인과 바누아투이며 개인소득세가 

없는 국가는 몰디브와 오만인데 이들 국가는 모두 매우 퇴행적인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율이 인상된 한편 진보적인 소득세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생

산성에 의해 측정된 세금 징수 효과가 약 2% 하락한 지표 T3에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법

인세의 생산성은 모두 3% 이상 하락한 반면, 개인소득세 생산성은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체

로 같았다. 전체적으로 법인세 생산성의 변화는 전세계 광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니제르와 같은 나라들의 광산 수입 감소이 반영됐다. 반면, 토고, 피지, 일본, 볼리비아, 우크라이

나 같은 나라들은 2017년에 그들의 세금징수 규모를 상당히 증가시켰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생산성이 꾸준하게 낮은 것은 유해한 세금 관행, 조세 피난처 및 탈세와의 전쟁을 강화할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세금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불평등에 대한 세금의 영향력 지표인 T2 지표도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지난해 불평등을 개선한 수치는 작년 3.5% 대비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모로코, 중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에서는 세금징수가 덜 퇴행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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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세금 지표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측정지표 1: 세금 체계가 진보적인가? 

각국이 진보적인 조세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 지표는 대부분의 국

가에서 세 가지 주요 원천인 개인 소득세,183 법인세 및 VAT/일반 판매세의 성격을 조사한다.  

OECD와 IMF의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많은 수의 정부들이 소득세는 인하하고 부가가

치세율은 인상하여 조세 제도를 퇴행 덜 진행되게 하는 급격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율

을 낮춘 국가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2017년 19%이던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

로 인하하고 싶다고 말했다.184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낮은 법인세율은 주요 원인이 되

지 않는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다.185 세금에 대해 진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낮거나 아예 없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높은 부가가치세율은 낮추고, 최고 세율의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상위 10%에게 적절한 세금

을 부과하고 기본 식품과 소상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측정지표 2: 실질적 세금 징수가 진보적인가? 

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진보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CRI 지표는 총 세금 징수에서 여러 유형의 세

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최근 몇 년 동안 시행된 여러 가지 국제 혹은 국가 단위의 연구들을 바탕

으로, 불평등에 대한 세금의 잠재적/실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영향력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사회보장기금, 개인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로 나누어 징수되는 각 국가의 세금의 비율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는 극빈층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가 있는지 여

부, 즉 개인이 음식이나 다른 생필품들에 대한 면세가 있는지 소 있는지 등을 고려했다.186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조한 성적을 보여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 지표의 최하위층은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국가(예: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벨로루시)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들은 소득세를 거의 징수하지 않고 간접세와 경우에 따라서는 퇴행적인 사회보장 기금에 거의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Box 7: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실질적 세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 국가에서 부과되는 실제 세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세금의 

유효세율이 종종 명시된 세율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에서 명시된 세율은 

34.6%이지만 인도의 법인 유효세율은 약 23%이다. 187  옥스팜과 ECLAC는 16개 라틴 

아메리카 상위 10% 국가들의 유효법인세율은 단지 5%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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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지표는 유효 세율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데, 이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VAT에 대비해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은 어느 정도 지표에 반영된다.  

정부가 더 많은 면제를 허용할수록, 이들에게 걷는 세금 수입은 낮아진다. 부유한 개인들과 

법인들이 실제 세율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납부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 국가들이 누진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35개국에 걸친 조세감면 보고서는 연간 GDP의 2%에서 10% 사이로 세금감면 규모를 

추정했다(정부에서 수집하는 세입의 15~33%). 189  세계은행은 케냐가 기업체들을 위한 세금 

우대 조치가 무려 3억3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케냐의 무상 초등 교육 

지출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90  동아프리카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세계은행 조사에서 93%가 세금 우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도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191 또한 개인에 대한 세금감면 역시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기지, 연금, 개인 건강 

보험 및 다른 분야에 대해 폭넓은 세금 감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이며 법인과 개인들이 내야 하는 실제 세금을 극적으로 

감면해주는 조치이다. 

탈세: 기업과 개인의 회피(종종 합법적) 및 탈세(불법)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매년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주고 있다. 사실상 이 모든 세금 회피와 탈세는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며, 세금 제도가 훨씬 덜 진보적으로 운용되게 만든다.192 이것은 또한 

국가들이 원래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불평등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익을 급격하게 줄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행은 케이맨 제도부터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세율이 극히 낮아 세금 회피와 

탈출을 위한 조세 피난처를 제공하는 국가들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그들은 또한 광범위한 

세금 면제와 'sweetheart' 거래에 동의하고 자국을 조세 피난처로 자처하는 스위스 같은 나라 

때문에도 강화된다.193 

조세 조약: 조세 조약은 가장 빈곤한 국가들(그리고 많은 부유한 나라)에서 중요한 수입의 

일부를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매년 GDP의 3%에 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의 세금 징수 비율인 15-20%것과 비교된다. 194  이것은 불평등을 제지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인데 조세 조약을 통해 잃게 되는 세금 수입은 전부 진보적인 법인세 소득이나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르완다와 같은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세금 

권리를 늘리기 위해 조세협정을 취소하거나 재협상했다. 그리고 인도와 같은 몇몇 중산층 

국가들은 그들의 세금기반을 더 잘 보호하는 협정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 

모든 선진국들과 조세피난처들은 빈곤한 나라들이 그들이 응당 받아야하는 세금 소득을 

잃게 만들고 있는 조세조약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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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3: 국가들은 해로운 세금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가?  

올해 CRI 지표에는 국가들이 소위 "해로운 세금징수 관행(HTP)"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 옥스팜과 타 기관들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표를 추가했다. 이러한 관행들은 기업

이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그 예로는 기업 특허와 브랜드와 같은 다른 '무형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있으

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런 예는 룩셈부르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에 이자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한 파트가 높은 이율로 다른 

파트에 돈을 빌려준 후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국가들이 기업에게 부과

한 법인세의 유효 세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두 가지 예시에 불과하다. 

우리의 HTP 척도는 한 나라가 조세 피난처인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

세피난처는 여러 분야에서 해로운 세금 관행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HTP에 대한 인식된 

정의를 사용하며, 특히 OECD의 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정의를 사용하고 관련된 조세 피

난처 블랙 리스트를 발표한 유럽 연합의 사정 방법을 사용한다.196 우리는 이런 기관들에 의해 포

착되거나 그렇지 않는 다양한 해로운 세금 관행의 방법들, 예를 들어 특허 박스, 초과 이익 및 유

사한 판결과 개념적 이자 공제 같은 관행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외국기업(CFC)에 대한 통제법률, 

일반적인 (HTP) 방지 법률, 이자수입 제한, 출국세 등을 통해 해로운 세금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도 평가하였다. 로열티와 같이 '수동적 수입 흐름'을 다루는 경제 지표, 상품과 서비스의 무

역량,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실제 경제활동과 비교하여 불균형한 경제 흐름의 가능한 정도를 결

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각 나라에 이 지표에 대한 점수를 주었

다. 

그에 따른 결과는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몰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같이 해로운 세금 관

행을 보이는 국가들은 상위 10위권에서 사라졌고 말라위, 핀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로 대체되

었다. 네덜란드의 조세피난처로서의 부정적인 역할은 자국 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옥

스팜과 관련 기관들은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다.197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47 - 

<표 10> 해로운 세금 관행이 적용된 후의 세금 정책 상위 국가들 

HTP 적용 전 

세금 부문 상위 10개국 

HTP 적용 후 

세금 부문 상위 10개국 

말타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조지아 

벨기에 벨기에 

조지아 독일 

네덜란드 말라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는 CRI 2018 세금관련 분야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많은 국가가 해로운 세

금징수 관행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198 반면, 호주는199 세금징수노력 분야에서는 40위를 차

지했고 세금제도의 공평성 부분에서는 35위에 올랐는데, 이 것은 타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순위

이다. 우리는 진보적인 개인소득세 징수를 권고한다. 호주는 대기업의 국가별(country-by-country) 

세금보고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호주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금관련 분야에서 많은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측정지표 4: 국가들이 충분한 세금 소득을 징수하고 있는가? 

이 지표는 국가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국

가들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지표 1과 지표 2의 차이

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나라들은 진보적인 소득세

을 징수하는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며 결국 그들이 명시한 세금 구조보다도 실제 운영은 

훨씬 덜 진보적으로 운용된다. 

국가들이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민 소득 대비 기준

을 설정하는 것 이상을 필수적으로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들의 경제 구조가 크게 다르고 유

사한 소득을 가진 국가들이 보여주는 각자의 수입 증대 노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소득증대 노력의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세금생산성'을 계산하는데, 이는 각 세금에 대

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해당 세금의 세율 및 최대 세율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금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48 - 

액과 비교한다. 이는 면세, 회피, 탈세, 비효율적인 세금 징수 등으로 인한 부족한 세

금 징수 현상을 보여준다. 

2. 경제구조와 비교해서 징수된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 CERDI(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sur le Development International)와 IMF는 잠재적 징수 규모와 세금 징수 

노력을 비교하기 위해 계산법을 만들어냈는데200 이는 148개국의 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게 해주고 세금 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범위를 보여준다. 

광물산업으로부터의 세금 수입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큰 수입원이다. 그러나 CRI는 해당 업종의 

변동성으로 인해 현재 '수익 확보 노력' 계산에서 광물산업에서의 소득을 제외했다(Box 8 참조). 

우리는 국가들이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 이 

두 가지 계산을 통합했다. 이 지표에 있는 국가들의 3분의 2가 가장 잘 하는 국가의 25% 미만 

수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뿐 만 아니라 빈곤한 나라에서

도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방법들에 투자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Box 8: 광업에 대한 세금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이나 채광 산업(석유, 가스, 광업 등)으로부터의 세수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큰 수입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채광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것은 세금과 

비과세 수입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 수입은 대부분 법인세가 차지하고 비과세 

수입은 로열티, 상여금, 수수료, 이익 또는 국영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이 포함된다. 각국은 

채광 수입으로부터 서로 매우 다른 비율로 소득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서로 다른 비중은 정부들의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채광산업 세금 징수를 통해 

들어오는 수익은 매우 불안정하고 상이한데 이것은 광물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하고, 

선행투자 규모가 크며, 지불일자가 길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종종 채광산업에서의 수익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채광 산업은 또한 

면세 및 불투명한 접촉에 매우 취약하며, 세금 회피에 가장 능숙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모든 특징들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세금의 진보성을 평가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따라서 CRI 지표는 채광산업의 수익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다. 모든 글로벌 

분석과 해당 산업의 변동성 때문에 CRI 분석은 '수익 확보 노력'을 계산할 때 

채광산업에서의 수익을 제외한다. 채광산업 수익의 비중이 서로 다른 것은 '세금 발생'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기업세(계산에 포함된 유일한 채광산업 수익)가 세금 

회피로 인해 불평등에 실질적으로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만들어진 CRI 지표는 비과세 방법으로 광물 산업에서 소득을 얻는 국가들을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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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DFI와 Oxfam은 보다 상세한 분석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각 정부가 세금과 비과세 수입을 합산하여 얻는 추출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계산은 모든 국가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DFI와 옥스팜은 CRI 

지표의 향후 버전에서는 해당 계산법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Sources: The data source for this box is the ICTD Revenue Database 2016, available at http://www.ictd.ac/datasets/the-ictd-
government-revenue-dataset  
 
Oxfam et al. (2017). La Transparence à l’état brut : décryptage de la transparence des entreprises extractives. 
https://www.oxfamfrance.org/sites/default/files/file_attachments/la_transaprence_a_letat_brut_one_oxfam_sherpa.pdf  

 

세금 지표에 과한 CRI 지표의 제한점 

CRI 세금 부문은 VAT, CIT 및 PIT 및 소비세, 세관 및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국가 데이터만 포함한

다. 아직까지는, 자본 소득, 재산 그리고 재산세와 같은 다른 세금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

는다. 이는 자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

었을 때보다 순위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세금은 향후 버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CRI 세금 분야에는 유효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

다(Box 7 참조). 그러나 두 번째 지표는 정부가 각 세금 유형별로 징수하는 금액을 조사하기 때문

에 간접적으로 이를 반영한다. 정부가 서류상으로는 법인세율이 높지만 유효세율이 매우 낮다면, 

법인세로부터의 예상된 세수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훨씬 낮다는 사실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해로운 세금 관행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도 유효세율을 파악하는 데 도움

이 된다.  

몇몇 국가에서 사회보장기금은 정부 세입의 주요 원천이며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데, 이는 사회

보장기금이 매우 퇴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성격의 사회보장세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것이 문제가 되는 모든 국가에서 현황 데이터를 충분하게 입수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금들을 다음 버전의 지표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Box 9: 세금 부자가 되기 위해 긴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의 불평등은 극심하며 점점 커지고 있다.201 점점 더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부유세를 내세우고 있다.202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부유세의 

분석을 CRI 지표에 포함시키고 싶다. 올해 우리는 32개국의 부유세 범위에 대한 최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옥스팜 지역과 소득수준에 대한 주요 관심 국가들의 

횡단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었다. 203  옥스팜은 부유세가 운영되는 다양한 국가의 

부유세를 조사했다.204 우리는 이것을 위해 2차 데이터 소스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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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국가의 90%에 CGT(자본 이득 세금)가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이 

세금이 소득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자본 이득으로 재분류한다. 

•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의 다양한 유형(배당 또는 주식 소득, 예금 또는 채권에 

대한 이자, 연금 또는 투자 기금 투자에 대한 이득)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OECD가 

지적했듯이, 많은 나라들은 재정 수입에 대해 진보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  

• 주식이나 기타 자산 등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이 많은 국가에서 부과되고 있다. 이것들은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매우 진보적이라는 것이 보여졌다.205 

• 재산세는 조사 대상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하며 부유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재산에 대한 세율은 네덜란드의 0.1%에서 세네갈의 5%까지 다양하다.  

• 조사 대상국 중 3/4은 상속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세대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극적으로 다양하다. 한국은 가장 높고 가장 누진적인 반면 

이탈리아는 매우 낮고 균일하다. 일반적으로, 몇몇 OECD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했지만(예, 

오스트레일리아), 개발도상국들은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 아직 9개 국가만이 비부동산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한다. 이는 1990년에 14개 국가에서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206  2007-08년 금융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임시' 부유세를 부활시켰다.  많은 나라들은 이전에는 기업 자산에 법인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종종 개인 부유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룩셈부르크는 이 방법으로 GDP의 3%를 징수했었다.) 

신뢰할 만한 부유세 총수입 비율에 대한 수치는 제한되어 있다. 소득은 GDP의 0.5%에서 

5%까지 극적으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부에 대한 과세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동시에 긴급하게 필요한 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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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균등 해소에 있어 노동과 임금의 역할 

 

CRI 2018 

CRI 2018은 강간과 성희롱에 대한 법을 들여다보는 두 개의 새로운 하위 지표를 추가했다. 

노동권에 대한 존중은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조금 개선되었다. 더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아주 소수지만, 육아휴직은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었다.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인당 

GDP보다 더 빠르게 최저 임금을 인상하였고,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큰 폭의 인상이 

있었다. 

 

불균등 해소에 있어 노동과 임금의 영향에 대한 세계적 증거 

지난 30년 동안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됨에 따라 한 가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에 귀속되는 소득(임금, 복리 후생)은 감소했으나 자본에 귀속된 소득(이자, 배당금, 

이익잉여금)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이다.207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모두 이런 경향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208  1995년에서 2007년 사이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들의 3분의 2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소득의 비율이 줄어들었다.209 

자본의 소득 점유율의 증가는 자본 소유주들이 자본에 대한 막대한 이익 증가를 - 예를 들어, 

임금이 아닌 지분에서 얻는 수입 - 누려온 결과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영국에서는 회사 

수익의 10%가 주주들에게 돌아갔으나, 오늘날 그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위한 것은 거의 남겨놓지 않은 채 70%를 가져간다.210 

한편, 근로자들의 임금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211  이 때문에 생산성과 번영의 연결이 동떨어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73년과 2014년 사이에 순생산성이 72.2% 증가했지만, 중위소득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의 시간당 임금은 8.7% 증가했다.212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임금이 최근 인상되고 빈곤을 

크게 감소시켰지만 최상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수준을 맞추는 것은 실패하였다.213 

옥스팜은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자와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도록 

도움으로써 이 걱정스러운 추세를 뒤집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정부들은 노동자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불평등을 줄이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설정 및 시행할 수 있다. 그들은 직장에서 젠더 평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노조를 조직하고 조직된 노조가 억압받지 않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CRI 지표는 정부들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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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의 연구는 전 세계의 여성들이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임금으로 그럭저럭 살아 나가는 점을 강조해왔다.214 여기서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를 고려해볼 때, 최저 임금이 생활 임금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215  일부 부문에서는 이민자들의 증가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숙련이 

안되거나 덜 된 근로자들이 열악한 수준의 직업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실제적인 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3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멕시코, 온두라스, 캄보디아, 엘살바도르와 같은 

의류 생산 국가들의 임금이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평균 1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6 

의류 부문 노동자들의 약 80%가 여성들이다.217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노동조합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218  근로자들의 조직화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219 

존재한다. 노조에 의한 단체 교섭은 전형적으로 조합 회원의 임금을 20% 인상하고 결국 모두의 

시장 임금 수준을 인상시킨다. 220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조직할 권리를 강력히 탄압받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 길 - 노동과 자본으로 귀속되는 소득의 상대적 몫에 대한 협상- 에는 점점 더 

많은 장애물들이 놓이고 있다. 

임금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는 CEO들이 임금 협상할 때 노조가 이를 대표하지 않고 

CEO들이 그들의 동료들로 구성된 회사 이사회와 직접 협상하는 등 자신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개인적 힘과 영향력에 의존한다. 경영진의 임금은 점차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데, 

표준적인 임금 패키지에 상여금과 주식배당 등이 추가되고 있다.221 CEO의 임금과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 예를 들어, 2017년 영국 최고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는 평균임금보다 6배 이상 빠르게 올랐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222 

정부들도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것과 경영진의 급여와 자본 소유자들이 수익이 

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업가와 투자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인권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그들의 기여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일부 정부들은 최근 이러한 의무를 인지하고,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의무적 상당주의(due diligence)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223 경영진의 급여 수준과 자본 소유주의 수익은 세계적인 공급망을 

통해 인권 상당주의의 소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최저임금은 빈곤과 불균등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예로 KPMG는 

영국의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는 것은 6백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24  다른 사람들은 1998년에 영국의 최저임금 운동이 도입되었을 때 백만개의 

일자리들이 줄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없었으며 영국 

최저임금과 취업 간에 긍정적 관계의 증거가 있다. 225  에콰도르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생계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켰다. 그로 인해 평균 1.6소득자의 가정이 

처음으로 상품과 서비스  –생활임금의 대용물– 를 구매할 수 있었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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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들은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큰 규모의 기업들로부터 압력을 느낄 수 있지만, 임금을 위해 

함께 일하려는 혼신의 노력은 매우 강력할 수 있다. 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노동자들의 

빈곤한 임금이라는 결과만 초래하는 국가 간의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제안했다.227 이러한 제안은 노동자 대표들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젠더, 청년, 그리고 일과 임금 

세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성이며,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분야에서 가장 불안정한 역할

들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228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75%가 비공식적으

로 일하고 있으며, 병가 중 급여, 출산 휴가나 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229 여

성들은 흔히 더 긴 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임금의 차이가 32.6%이다.230 전반적인 양성 평등의 수준이 높다고 고

려되는 사회들조차도 수입과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성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다.231 

여성들은 또한 방대한 양의 무보수의 돌보는 일(남성보다 약 3.2배 더 많은)을 수행하고,232 직장

에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낮아서 그로 인해 적당한 기간과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한 더 적다. 이러한 무보수의 돌보는 일은 사회에 중요한 경제적 이득이지만 GDP 경제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233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과 무보수의 돌보는 일에 대한 여성들

의 책임을 인식하고, 축소하고 재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보수의 돌보는 일에서의 성차별

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매우 느리다. ILO는 만약 변화율이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성차별이 완전

하게 해소되기까지 약 2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한다.234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다. 약 7천명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서 살고 있으며, 하루에 2달러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존하고 있다. 성인 노동 

인구의 58%가 비공식적 경제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하여, 약 77%의 젊은이들이 비공식적 

경제에서 일하고 있다. 취업,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 4명 중 3명 이상이 

여성이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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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지표에서 노동과 임금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와 추세는 어떠한가? 

 

<표 11> 노동권리와 최저임금 – 상하위 10 국가 순위 

 

이 부분에서 상위 10개의 나라들은 모두 OECD 국가들이다. 가장 높은 점수의 개발도상국들은 

튀니지와 레소토이다. 스와질란드와 이집트같은 가장 낮은 점수의 일부 나라들은 약한 노동법과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로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방글라데시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열악한 노동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236 

근로와 임금은 CRI에서 충분한 나라로부터 성별에 관한 3가지 지표인 육아 휴직, 강간에 관한 

법률의 존재 그리고 성희롱에 관한 법률의 존재에 대해 사용 가능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유일한 

영역이었다. 성별과 근로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CRI 지표에 있는 157개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육아 휴직의 양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예로 스웨덴은 480일이고, 미국은 전혀 

없다. 

Global Labour University (GLU)는 노동권에 관한 국가 점수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4.107에서 

4.165로(1부터 10까지의 점수) 약간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노동 조합과 

노동자 권리의 법적 침해의 수를 감소시킨 국가들 덕분이다. 반면, 사실상 어떠한 나라도 그들의 

법을 개선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노동 조합을 금지하는 나라들 중 어떠한 나라도 그들의 법을 

바꾸지 않았다(벨라루스, 중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리비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직장에서 여성의 권리에 관하여는 2015년 이후에 더 강력한 차별 금지와 동일 임금 법률을 

도입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오직 바베이도스, 리베리아와 리투아니아만 있다. 이것은 

여전히 그러한 법률이 없는 각각 27개의 나라와 23개의 나라들이 있다. 게다가 우리가 포함시킨 

강간과 성희롱에 대한 법에 대한 새로운 지표들에 근거하면 상황은 훨씬 나빠졌다. 적절한 

강간을 반대하는 법률들이 40% 있고, 단지 45%만이 성희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놀랍게도, 

일반적인 노동 권리와는 다르게, 그러한 법률들(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새로운 지표로 

측정되어진 법률들)이 실제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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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체계가 없다. 237  없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것은 전반적으로 2018년 

아이슬란드가 도입한 동일 임금 인증 제도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238 

육아 휴직에 있어서는 최소한 13개국이 개선하면서 매우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특히, 부탄과 

인도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각각 2016년, 2017년) 모두 두 배로 늘렸으며, 모잠비크는 출산 

휴가를 50% 증가시키고, 파라과이는 11월부터 지급된 이전 급여의 비율을 75%에서 100%로 

올릴 것이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이스라엘은 짧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증가시켜 

왔으며(비록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관련된 ILO 협약을 승인한 이후에 15년이 걸리긴 했지만), 

키프로스는 14일 육아휴직을 그리고 스페인은 2018년에 2016년과 비교하여 2배가 넘는 35일의 

육아 휴직을 도입하였다. 뉴질랜드는 2022년까지 출산 휴직을 18주에서 26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이아나와 필리핀의 의회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취업자들에게 법으로 정한 유급의 육아 휴직이 없는 5개의 

국가들(레소토, 파푸아뉴기니, 수리남, 통가와 미국)이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최저 임금을 1인당 국내 총생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켜왔다.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그들의 

최저임금을 각각 16%과 9% 증가시켰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기니비사우, 

엘살바도르, 상투메 프린시페, 코트디브와르, 나미비아, 말레이시아와 세이셸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20%이상을 증가시켰다. 몇몇 OECD 국가들 -포르투갈, 몰타, 일본- 도 최저 임금을 

상당히 인상했다.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제도를 바꾸려는 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더 빈곤한 지역에서 임금을 더 빠르게 증가시킴으로써 임금을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작년에 산업별 협상을 전국 최저 임금으로 보완하였고, 인도는 

지역별 차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전국 최저 임금을 도입하였다. 다른 나라들은 전국 최저 

임금(2019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적어도 일부 분야(e.g. 캄보디아의 직물 분야)에 최저 

임금을 도입하려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그들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나라들(2017년에 32개국)은 인상해야 한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아직 최저 임금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들(지부티, 남수단, 예멘)이나 특정한 분야(캄보디아, 세인트루시아, 싱가포르, 통가, 

요르단)나 또는 자격 수준에 제한을 둔 나라들(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Box 10: 비표준 고용과 불평등239 

‘비표준’ 고용은 자영업 뿐만 아니라 임시직, 시간제와 무시간 계약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고용은 OECD 국가들에서 평균 전체 고용의 약 35%에 해당하고, OECD에 속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에서는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촉진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노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 시장 규정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와 신흥 시장 경제에서 

비표준 고용에 종사하는 인구의 지분(share)이 2008년 이후로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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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고용은 그들의 필요에 맞는 조건에 있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연성(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수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유형의 고용은 정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그리고 CRI 지표에서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들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노동과 노동 조합 

권리들(유급 육아 휴직이나 다른 양성 평등의 권리 또는 최저 임금을 포함하는 권리)을 받지 

못한다. 여성과 젊은이들이 이 종류의 고용 범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과 보호의 결여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젊은이, 난민과 같은 노동자들의 다른 범주들 또한 이러한 권리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특별한 경제수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표준 고용 

계약의 사용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표준 노동자들은 동일한 일에 비해 훨씬 더 적게 버는 경향이 있고 -OECD 

나라들의 평균은 30%, 개발도상국들은 60% 더 적게-, 그들이 바라는 근로 시간에 비해 

상당한 기간의 불완전한 고용에 있는 훨씬 더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의 상황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ILO와 OECD와 같은 기구들은 ‘비표준 고용’이 모든 나라에서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높고 낮은 소득 간의 일자리들을 양극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불균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로, 비표준 

고용은 OECD 국가의 불평등에 약 20%를 설명한다. 

따라서 DFI와 옥스팜은 CRI 지표에 노동 점수를 감소시키길 원한다. 더 나아가 많은 

나라들의 노동 권리의 낮은 적용 범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있는 고용인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실업과 비공식 고용의 수준에 대한 감소를 더하여) 각 나라의 

비표준 고용의 수준을 고려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ILO의 최근 노력에도 불구하고, CRI 지표에서 다루어진 나라들의 약 절반에서 

비표준 고용 등급에 대한 자료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SDG Goal 8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불균등을 줄이는 법적 권리의 혜택을 받는 정도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ILO와 다른 기관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근로와 임금에 대한 CRI 지표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CRI 지표는 정부가 불균등을 막을 수 있는 근로와 임금에 대한 정책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한다. 

이 영역들은 양적 자료가 존재하는 전세계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들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각 경우에 제시되어 있다. 

소비와 세금 지표와는 달리 노동과 임금 지표들은 주로 정부가 ‘법’으로 만든 조항에 초점을 

맞춘다. 그 지표들이 불균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의 측면에서 유의미한지는 대체로 그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충분한 재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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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사단, 고용주들의 불이행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근로와 임금에 관한 법규의 위반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성별에 의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측정되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지표1: 노동자들의 권리가 얼마나 잘 보호받는가?  

이 지표는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더 강한 노동과 조합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집행 사이에 종종 큰 격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지표의 자료들은 GLU와 펜스테이트 대학의 세계 근로자의 

권리 센터(Center for Global Workers’ Rights)가 설계한 노동권 지표(Labour Rights Indicators)에 

기초한다. 이 자료들은 강제 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에 대한 2014년 ILO 프로토콜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국가 차원의 단체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준수에 관한 

포괄적인 증거를 살펴본다.240 

지표2: 법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기간과 정부의 보육 지원 여부만 아니라, 직장에서 차별을 반대하고 동등한 업무에 대한 동등한 

임금에 관한 법률들이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나라들을 평가한다. 올해 우리는 또한 정부가 

강간과 성희롱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두 개의 새로운 하위 지표들을 추가하였다. 

이 지표들은 직장에서 여성들을 위한 보다 큰 경제적 평등에 대한 헌신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토대들이다. 대부분 국가가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당수의 국가는 그렇지 않거나 

필요한 법안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법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집행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RI 지표의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충분한 나라들의 성별에 관한 법 시행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책을 세우는 것이 

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해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정책들과는 같지 않다는 경고로 우리는 이 

자료들을 배제하기보다는 포함시키는 것이 여전히 최선이라고 느꼈다. 

지표 3: 최저임금이 얼마나 좋은가? 

이 지표는 각 정부가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GDP의 비율 -즉, 평균 수입의 대리인과 비교된 

최저 임금의 가치- 로 측정하는 것을 추구한다. 최저임금은 임금 협상의 법적인 시작점이며, 

착취와 빈곤 임금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피고용인들을 보호한다. 하지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이 지표가 최저 임금이 빈곤수준(빈곤을 줄이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보다 위에 있는지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소득자와 높은 소득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위 소득에 대한 제한된 자료들을 감안할 때, 이 지표는 최저 임금을 각 나라의 1인당 

GDP와 비교한다.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58 - 

CRI 지표의 노동과 임금 지표들의 제한점  

불평등에 대한 더 좋은 지표로써 최저 임금을 한 나라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평균 임금에 대한 충분한 국가들의 이용가능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 

최저 임금에 대한 자격에는 종종 커다란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노동자들은 한 달에 5,300 taka(68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전세계 모든 의류 노동자들 

중 가장 낮은 최저 임금이며 국제 빈곤수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241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겨우 1,500taka(19달러)을 받는다. 방글라데시의 최저 

임금은 2013년에 Rana Plaza 공장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압력으로 불과 3년만에 상승이 있긴 

했으나, 5년마다 개정된다.242 

최저 임금 불이행 수준은 많은 국가에서 고질적으로 높다. 아시아 10개국의 의류 분야 임금에 

대한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100개의 회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불(대부분 

초과 근무와 관련됨)하였고, 거의 절반이 사회보험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43  그리고 이 

분야는 국제 브랜드가 의뢰한 회계 감사들이 가장 면밀하게 조사한 분야이다. 

지표로써 최저 임금을 사용하는 데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 많은 나라들에는 자격에 대한 최소 

연령이 있으며, 이는 젊은 사람들이 종종 포함되지 않거나 훨씬 더 적은 임금률로만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저 임금은 비공식적 분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노동 인구의 

대다수와 직장인 여성들의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경제 내 비공식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며, 이는 비공식적 분야의 근로자들에게는 

법적 최저 임금이 적용되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료는 공식적 분야의 노동 인구 

중에서도 공공 부문 근로들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만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지를 고려한다. (아래 

설명처럼 비공식에 대한 이 필터는 이 분야의 다른 두 지표들에도 적용이 되었다.) 대부분의 

빈곤한 나라들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아서 이것이 더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이 GDP의 비율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 빈곤한 나라들은 반드시 최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서가 아니라 GDP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강간과 성희롱에 관한 법에 대한 성별 지표의 자료들은 제한된 신체의 온전성(physical integrity) 

하위 지표 내 OECD 데이터 집합인 the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에서 가져왔다.244 

강간과 성희롱에 관한 법에 대한 성별 지표이 포함된 이유는 여성의 안전과 신체보호는 

젠더불평등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SIGI 데이터는 CRI Index에 포함된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루고 있으며, 2014년부터 유효하다. 우리는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SIGI가 다루지 않는 나라들의 

자료는 미국 국무부의 2017년 연례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45  게다가 

우리는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세계의 절실히 필요한 토론과 대화를 불러 일으킨 

미투(#MeToo) 운동에 비추어, 2014년 이후 CRI 국가들에 강간과 성희롱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의 보도 자료들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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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부문과 실업을 위한 조정 

이 지표들로 평가된 입법 행위는 직장인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기본 권리들 중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대부분이 여성인) 인구 중 많은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각 지표들은 ILO의 판단에 따라 ‘비공식’ 직업들의 비율에 조정되었다.246 

‘비공식’직업이 국가 경제의 절반을 구성하는 나라는 그 점수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스페인과 같이 높은 실업률을 가진 나라들은 인구의 상당수가 직장에서의 법률 조항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그 결과, 각 지표의 점수는 국가 실업률에 따라 추가로 조정된다. 예를 들면, 

10%의 실업률을 가진 나라는 그 점수가 10% 감소되어 적용될 것이다.247 

많은 국가에서 커지고 있는 문제인 무시간 계약과 기타 비표준 고용 요소들을 허용하기 위해 

고용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더 이상 조정하는 것을 불가능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국가들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Box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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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불평등은 정책의 선택이다. 

불평등해소실천지표 2018 보고서는 정부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부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CRI 지표는 많은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으며,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충분히 행동하지 못하는 다른 

정부들을 부끄럽게 한다. 불평등 위기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급히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위한 권유 

1. 정책적 행동 

 

정부들은 SDG 10에 따른 국가 불평등 감소 계획의 일환으로 진보적인 소비, 세금, 근로자

의 급여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 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 더 나은 데이터 

정부, 국제 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함께 협력하여 불평등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데

이터를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불평등 감소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3. 정책의 영향 

정부와 국제 기관은 제안된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이 불평등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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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FINDINGS   

What follows are the overall global CRI ranking for each country and rankings for each region 

of the world for 2018. On the CRI Index, each country is given a score of between 0 and 1 

for each indicator, and then ranked under that indicator based on its score. These scores are 

then averaged to give the country’s overall CRI ranking. This means that countries may have 

rankings in the three pillars that are not as high as their overall rank, because their overall 

average score remains high.   

Denmark, for example – the top-ranking country (see Table 1) – ranked 5, 2 and 1 for the 

pillars on tax, social spending and labour rights respectively. Its average score is high enough 

to make it top of the overall rankings.  

Table A1: Denmark’s ranking per pillar, and overall  

Spending on  

health,  

education and Labour rights social Progressivity and minimum 

Overall CRI  

Country  protection  of tax policy  wages  rank  

Denmark  5  2  2  1  

Score  0.74 0.92  0.97  0.87  

 

<표 2> CRI Index 2018 country rankings 

국가 

전체  

CRI 순위 

정부 지출 

CRI 순위 

세금 정책 

CRI 순위 

노동권과 임금 

CRI 순위 

Denmark 1 5 2 2 

Germany 2 8 6 4 

Finland 3 2 8 11 

Austria 4 6 9 7 

Norway 5 14 10 1 

Belgium 6 7 5 21 

Sweden 7 19 12 5 

France 8 3 22 16 

Iceland 9 24 26 3 

Luxembourg 10 20 34 8 

Japan 11 10 30 20 

Slovenia 12 11 33 14 

Australia 13 31 1 37 

United Kingdom 14 15 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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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CRI 순위 

정부 지출 

CRI 순위 

세금 정책 

CRI 순위 

노동권과 임금 

CRI 순위 

Croatia 15 12 37 22 

Italy 16 21 13 36 

Netherlands 17 22 41 12 

Canada 18 32 16 15 

Portugal 19 26 36 30 

Poland 20 1 114 33 

Malta 21 44 11 13 

Spain 22 13 52 35 

United States 23 25 39 34 

Ireland 24 4 99 28 

Israel* 25 40 31 10 

Estonia 26 28 105 6 

New Zealand 27 17 100 25 

Czech Republic 28 9 112 26 

Hungary 29 30 90 24 

Slovak Republic 30 18 121 17 

South Africa 31 34 3 65 

Namibia 32 27 29 56 

Switzerland 33 23 137 9 

Argentina 34 33 45 45 

Chile 35 35 60 39 

Costa Rica 36 41 48 38 

Greece 37 16 102 60 

Uruguay 38 37 66 48 

Brazil 39 38 64 49 

Tunisia 40 59 17 50 

Belarus 41 29 38 97 

Lithuania 42 39 146 18 

Ukraine 43 45 106 41 

Cyprus 44 51 135 29 

Seychelles 45 104 35 31 

Bulgaria 46 49 130 32 

Romania 47 57 83 43 

Latvia 48 36 148 23 

Georgia 49 48 4 117 

Russian Federation 50 61 72 55 

Guyana 51 65 32 63 

Antigua and Barbuda 52 102 129 19 

Turkey 53 62 4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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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CRI 순위 

정부 지출 

CRI 순위 

세금 정책 

CRI 순위 

노동권과 임금 

CRI 순위 

Bolivia 54 54 25 89 

Lesotho 55 71 65 52 

Korea, Rep. 56 60 81 61 

Colombia 57 46 56 95 

Mongolia 58 78 77 47 

Jordan 59 82 14 74 

Moldova 60 43 140 51 

Armenia 61 55 67 88 

Kyrgyz Republic 62 69 63 77 

Mauritius 63 52 143 44 

El Salvador 64 77 54 78 

Ecuador 65 96 27 76 

Albania 66 53 75 105 

St. Lucia 67 63 87 79 

Maldives 68 90 131 42 

Barbados 69 97 110 53 

Paraguay 70 68 108 75 

Kazakhstan 71 64 119 72 

Trinidad and Tobago 72 75 118 66 

Serbia 73 50 144 57 

Thailand 74 56 82 112 

Malaysia 75 99 74 73 

Kiribati 76 72 76 92 

Cabo Verde 77 84 124 59 

Samoa 78 111 84 64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79 66 136 62 

Algeria 80 94 69 86 

China 81 67 57 115 

Peru 82 79 68 102 

Botswana 83 85 71 94 

Mexico 84 47 125 109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85 100 127 58 

Guatemala 86 76 98 96 

Malawi 87 108 7 121 

Tajikistan 88 92 111 82 

Dominican Republic 89 73 109 98 

Indonesia 90 98 2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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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CRI 순위 

정부 지출 

CRI 순위 

세금 정책 

CRI 순위 

노동권과 임금 

CRI 순위 

Swaziland 91 83 92 99 

Zimbabwe 92 74 20 135 

Yemen, Rep. 93 118 116 68 

Philippines 94 114 91 84 

Honduras 95 136 24 81 

Jamaica 96 80 123 91 

Central African Republic 97 137 147 40 

Morocco 98 112 78 101 

Vietnam 99 89 46 126 

Bahrain 100 119 149 46 

Solomon Islands 101 58 113 130 

Sri Lanka 102 142 51 80 

Mauritania 103 123 94 90 

Egypt, Arab Rep. 104 124 43 110 

Papua New Guinea 105 122 55 111 

Zambia 106 86 40 136 

Tanzania 107 95 15 144 

Fiji 108 134 96 83 

Panama 109 138 126 69 

Kenya 110 141 18 108 

Angola 111 125 89 103 

Senegal 112 103 85 122 

Oman 113 126 152 54 

Ghana 114 130 28 120 

Belize 115 70 154 67 

Azerbaijan 116 140 70 100 

São Tomé and Principe 117 87 141 104 

Lebanon 118 117 133 93 

Mozambique 119 115 21 142 

Djibouti 120 116 53 137 

Cambodia 121 129 95 118 

Gambia, The 122 120 93 125 

Côte d'Ivoire 123 109 115 129 

Liberia 124 113 120 127 

Togo 125 121 59 134 

Burkina Faso 126 88 79 153 

Afghanistan 127 152 107 87 

Mali 128 105 101 145 

Guinea 129 110 150 106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65 - 

국가 

전체  

CRI 순위 

정부 지출 

CRI 순위 

세금 정책 

CRI 순위 

노동권과 임금 

CRI 순위 

Uganda 130 131 47 140 

Ethiopia 131 101 86 152 

Timor-Leste 132 147 128 107 

Rwanda 133 128 88 138 

Cameroon 134 144 49 139 

Congo, Rep. 135 148 80 128 

Vanuatu 136 150 97 124 

Pakistan 137 154 61 119 

Myanmar 138 156 62 113 

Nepal 139 149 117 123 

Benin 140 132 73 149 

Guinea-Bissau 141 139 151 114 

Niger 142 107 134 151 

Burundi 143 106 122 157 

Congo, Dem. Rep. 144 155 58 131 

Tonga 145 93 139 155 

Kosovo 146 127 155 85 

India 147 151 50 141 

Bangladesh 148 146 103 148 

Singapore 149 91 157 71 

Lao PDR 150 153 44 146 

Madagascar 151 135 142 143 

Bhutan 152 81 153 147 

Sierra Leone 153 143 132 150 

Chad 154 145 138 154 

Haiti 155 133 145 156 

Uzbekistan 156 42 156 132 

Nigeria 157 157 104 133 

Notes:   

* Israel  

These figures relate to the Government of Israel's national budget, tax system, labour conditions and gender equality 

and related laws that the State of Israel applies to its citizens.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Israel is the occupying 

power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 In this capacity, Israel maintains various degrees of control over 

the occupied Palestinian population. Those under complete Israeli control in Area C of the West Bank do not benefit 

from the protections of Israel’s labour laws while Israeli settlers unlawfully residing in the same geographic locations 

do. The key drivers of inequality and injustice for Palestinians in the OPT are the protracted occupation, recurrent 

conflict and the systematic and ongoing denial of Palestinian rights. While this Index measures fairness of taxation, 

levels of social spending and work conditions, it is not designed to capture elements related to a situation of military 

occupation. The results of Oxfam’s CRI Index as they relate to Israel’s control of the OPT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se facts.  **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The figures are related to the parts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 tha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lestinian National Authority (PNA). The OPT refers to the Palestinian territory occupied by Israel since the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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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the Gaza Strip and the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The OPT is recognized as one territorial entity 

under international law. The key drivers of inequality and injustice for Palestinians in the OPT are the protracted 

occupation, recurrent conflict and the systematic as well as ongoing denial of Palestinian rights. While this Index 

measures fairness of taxation, levels of social spending and work conditions, it is not designed to capture elements 

related to a situation of military occup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NA and Palestinian economy remain heavily 

constrained by the ongoing occupation. Taxation in the OPT is subject to the Oslo Accords (Protocol on Economic 

Relations or Paris Protocol) and the PNA is not fully sovereign in determining tax policies as they pertain to indirect 

taxation, the majority of which are collected by the occupying power and transferred to the PNA. However, the PNA 

retains power to levy and collect direct taxes under its authority and Oxfam partners are seeking to encourage it to 

address issues of tax inequality where it can, within the constraints outlined above. The results of Oxfam’s CRI Index 

as they relate to the OPT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se facts.  

 

REGIONAL RANKINGS  
Asia 

Asia’s phenomenal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two decades is a remarkable success 

story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However, this growth has also led to a dramatic widening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cities from Mumbai to Bangkok, gleaming condominium 

and office towers stand alongside shanty towns where people live with no basic services and 

little protection from the elements. Asia includes countries with some of the fastest-growing 

levels of inequality in the world. Whereas growth in the region from the 1960s to the 1980s 

was remarkable for its broad base, recent growth has been far less inclusive. This is partly 

due to recent policies that favour those at the top, including widespread tax breaks for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and cuts in headline tax rates.  

Table A3 shows the individual ranking per indicator and the overall ranking for countri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Table A4 for South Asia.  

Table A3: East Asia and the Pacific 

Country  

Spending 

on health, 

education 

and social 

protection  

Spending 

rank  

Progressivity of 

tax policy  

Tax 

rank  

Labour 

rights and 

minimum 

wages  Labour 

rank  

CRII 

2018 

score  

Regional  

CRII 2018 

rank  

Japan  0.690  1  0.679  3  0.848  1  0.739  1  

Australia  0.563  3  1.000  1  0.702  3  0.734  2  

New Zealand  0.658  2  0.481  19  0.825  2  0.650  3  

Korea, Rep.  0.324  6  0.521  12  0.527  5  0.449  4  

Mongolia  0.244  9  0.536  11  0.595  4  0.440  5  

Thailand  0.344  4  0.517  13  0.287  14  0.377  6  

Malaysia  0.203  14  0.543  9  0.466  8  0.377  7  

Kiribati  0.270  8  0.537  10  0.369  11  0.377  8  

Samoa  0.183  15  0.514  14  0.501  6  0.372  9  

China  0.278  7  0.590  7  0.275  16  0.361  10  

Indonesia  0.205  13  0.704  2  0.273  17  0.344  11  

Philippines  0.175  16  0.501  15  0.402  10  0.331  12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REPORT OCTOBER 2018 

- 67 - 

Vietnam  0.223  10  0.613  5  0.204  20  0.315  13  

Solomon Islands  0.333  5  0.415  20  0.193  21  0.312  14  

Papua New Guinea  0.151  17  0.593  6  0.304  13  0.301  15  

Fiji  0.120  19  0.490  17  0.408  9  0.297  16  

Cambodia  0.132  18  0.491  16  0.253  18  0.254  17  

Timor-Leste  0.091  20  0.342  21  0.319  12  0.224  18  

Vanuatu  0.079  21  0.485  18  0.215  19  0.202  19  

Myanmar  0.039  23  0.577  8  0.283  15  0.194  20  

Tonga  0.216  12  0.281  22  0.025  23  0.172  21  

Singapore  0.221  11  0.000  23  0.486  7  0.162  22  

Lao PDR  0.060  22  0.617  4  0.082  22  0.156  23  

  

Table A4: South Asia 

Spending 

on health, 

education 

and social  
Spending  Progressivity  Tax  

Labour 

rights 

and 

minimum  
Labour  

CRII 

2018  

Regional  

CRII  

2018  
Country  protection  rank   of tax policy  rank  wages  rank  score  rank  

Maldives  0.222   2  0.336  7  0.636  1  0.394  1  

Sri Lanka  0.106   3  0.604  2  0.416  2  0.307  2  

Afghanistan  0.061   7  0.455  5  0.383  3  0.239  3  

Pakistan  0.057   8  0.578  3  0.241  4  0.201  4  

Nepal  0.080   5  0.394  6  0.221  5  0.192  5  

India  0.061   6  0.607  1  0.107  6  0.164  6  

Bangladesh  0.098   4  0.464  4  0.067  8  0.164  7  

Bhutan  0.239   1  0.131  8  0.080  7  0.144  8  

 

Sub-Saharan Africa 

Seven of the world’s most unequal countries are in Africa. 248 Across the continent, inequality 

is harming the potential of growth to reduce poverty and deliver shared prosperity, and is 

hindering the emergence of a new middle class. Instead,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are 

all too often accruing to a small minor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greater than in 

any other region of the world apart from Latin America, and in many African countries this gap 

continues to grow. Table A5 shows the rankings for each pillar and the overall ranking for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included in the CRI Index.  

 

 

Table A5: Sub-Sahara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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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ding 

on health, 

education 

and social  Spendin

g  
Progressivit

y  Tax  

Labour 

rights 

and 

minimu

m  Labour  
CRII 

2018  

Regiona

l  

CRII  

2018  
Country  protection  rank   of tax policy  rank  wages  rank  scor

e  
rank  

South Africa  0.512   2  0.897  1  0.499  7  0.61

8  
1  

Namibia  0.598   1  0.680  8  0.545  5  0.60

7  
2  

Seychelles  0.191   15  0.663  9  0.761  1  0.49

1  
3  

Lesotho  0.271   4  0.568  15  0.572  4  0.45

2  
4  

Mauritius  0.364   3  0.243  38  0.625  3  0.40

7  
5  

Cabo Verde  0.231   7  0.379  32  0.534  6  0.37

5  
6  

Botswana  0.231   8  0.552  16  0.359  9  0.35

7  
7  

Malawi  0.189   19  0.870  2  0.236  17  0.34

9  
8  

Swaziland  0.234   6  0.498  24  0.342  10  0.34

2  
9  

Zimbabwe  0.262   5  0.721  5  0.134  26  0.33

4  
1

0  
Central  

African  

Republic  
0.117  

 

33  0.218  39  0.657  2  
0.32

5  11  
Mauritania  0.148   26  0.493  26  0.377  8  0.30

5  
1

2  
Zambia  0.230   9  0.642  10  0.133  27  0.30

0  
1

3  
Tanzania  0.214   12  0.754  3  0.098  33  0.30

0  
1

4  
Kenya  0.107  35  0.740  4  0.315  14  0.292  15  

Angola  0.146  27  0.505  23  0.327  11  0.290  16  

Senegal  0.194  14  0.513  20  0.227  18  0.286  17  

Ghana  0.131  29  0.693  7  0.240  16  0.281  18  

São Tomé  

and Principe  
0.229  10  0.272  36  0.326  12  0.275  19  

Mozambique  0.174  23  0.721  6  0.105  31  0.271  20  

Gambia, 

The  
0.152  24  0.494  25  0.210  19  0.253  21  

Côte d'Ivoire  0.189  20  0.408  29  0.195  22  0.250  22  

Liberia  0.179  22  0.390  30  0.204  20  0.244  23  

Togo  0.152  25  0.581  14  0.137  25  0.244  24  

Burkina 

Faso  
0.226  11  0.523  18  0.037  39  0.242  25  

Mali  0.191  16  0.472  27  0.086  34  0.229  26  

Guinea  0.189  21  0.172  40  0.320  13  0.227  27  

Uganda  0.130  30  0.612  11  0.115  30  0.2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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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opia  0.200  13  0.512  21  0.039  38  0.226  29  

Rwanda  0.133  28  0.505  22  0.122  28  0.213  30  

Cameroon  0.103  37  0.609  12  0.115  29  0.205  31  

Congo, Rep.  0.082  39  0.522  19  0.199  21  0.204  32  

Benin  0.121  31  0.544  17  0.059  35  0.191  33  

GuineaBissa

u  
0.112  34  0.163  41  0.275  15  0.182  34  

Niger  0.190  18  0.324  34  0.046  37  0.181  35  

Burundi  0.191  17  0.384  31  0.000  41  0.180  36  

Congo,  

Dem. Rep.  
0.055  40  0.589  13  0.164  23  0.174  37  

Madagascar  0.119  32  0.248  37  0.100  32  0.148  38  

Sierra Leone  0.106  36  0.328  33  0.049  36  0.140  39  

Chad  0.099  38  0.293  35  0.034  40  0.125  40  

Nigeria 0.000 41 0.463 28 0.146 24 0.049       41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Middle East had the greatest income inequality among its citizens in 2016, with the top 

10% of the population capturing 61% of national income across the region, putting it ahead of 

sub-Saharan Africa, Brazil and India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249 In North Africa, while 

historically lower than in the Middle East, inequality is likely to be underestimated.250  The 

surge of popular protests that swept across the region in 2011 has had profound effects on a 

number of countries. Calls for greater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were inspired by the 

desire to end economic inequalities and political capture by local elites. Since then, violent 

conflicts have persisted in Syria and Yemen, costing many lives and creating dire humanitarian 

conditions for millions of people, while putting additional pressure on the infrastructure and 

limited resources of neighbouring countries. With prospects for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looking bleak, the region remains at risk of fragility, unrest and violent conflict.   

Table A6 shows regional rankings, but does not include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region 

due to the extremely poor level of publicly available data on policies relevant to reducing 

inequality, which prevents a more comprehensive ranking. This remains a cause for a serious 

concern.  

Table A6: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pending  Labour on health, rights Regional  

education and CRII CRII and social Spending Progressivity Tax minimum Labour 2018 2018  
Country  protection  rank   of tax policy  rank  wages  rank  score  rank  

Tunisia  0.333   1  0.744  2  0.587  2  0.527  1  

Jordan  0.237   2  0.757  1  0.463  6  0.437  2  

Algeria  0.216   3  0.561  5  0.392  7  0.362  3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0.202  

 

4  0.345  8  0.534  4  0.35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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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men, Rep.  

0.160  

 

8  0.400  7  0.492  5  0.332  5  

Morocco  0.179   5  0.531  6  0.337  9  0.318  6  

Bahrain  0.157   9  0.178  10  0.603  1  0.312  7  

Egypt,  

Arab Rep.  
0.146  

 

10  0.619  3  0.304  10  0.302  8  

Oman  0.138   11  0.147  11  0.558  3  0.281  9  

Lebanon  0.163   7  0.324  9  0.361  8  0.274  10  

Djibouti  0.170  6  0.600  4  0.132  11  0.257  11  

     

Latin America 

Latin America is the most unequal region in the world, with a history of colonial exploitation and 

land concentration favouring small elites and disenfranchising the poorest people, especially 

indigenous peoples and women. Nevertheless, in the past, between 2000 and 2014, the region 

bucked the global trend in terms of reducing inequality.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exceptions, governments in Uruguay, Bolivia, Argentina and other countries developed 

important reforms to reduce inequality. Public revenues from commodities have been used to 

increase spending on public services and social protection. In some countries, the minimum 

wage has also been increased. This is reflected in the CRI Index, with a number of Latin 

American countries doing well (see Table A7).   

However, the region is currently facing an economic downturn connected to the fall 
in commodity prices. In 2015, it experienced the highest increase in poverty rates 
since the late 1980s, and changes of government in many countries are driving policy shifts that 

threaten the achievements made in recent years.251 

 

Table A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y 

Spending 

on health, 

education 

and 

protection 

Spending  

rank 

Progressivity 

of tax policy 

Tax  

rank 

Labour 

rights 

and 

minimum 

wages 

Labour 

rank 

CRII 

2018 

score 

Regional 

CRII 

2018 

rank 

Argentina  0.533  1  0.614  5  0.607  4  0.584  1  

Chile  0.507  2   0.579  9  0.659  3  0.581  2  

Costa Rica  0.422  5   0.610  6  0.670  2  0.561  3  

Uruguay  0.457  3   0.567  11  0.591  5  0.536  4  

Brazil  0.451  4   0.572  10  0.590  6  0.535  5  

Guyana  0.283  10   0.671  4  0.510  9  0.460  6  

Antigua 

and 

Barbuda  
0.198  22  

 

0.342  22  0.856  1  0.459  7  
Bolivia  0.352  8   0.700  2  0.377  18  0.456  8  

Colombia  0.396  6   0.590  8  0.358  20  0.442  9  

El Salvador  0.254  17   0.600  7  0.434  15  0.4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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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ador  0.211  20   0.694  3  0.448  14  0.404  11  

St. Lucia  0.288  9   0.511  13  0.424  16  0.397  12  

Barbados  0.210  21   0.449  17  0.567  7  0.394  13  

Paraguay  0.274  12   0.453  15  0.459  13  0.388  14  

Trinidad 

and 

Tobago  
0.261  15  

 

0.393  18  0.496  10  0.379  15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0.280  11  

 

0.309  23  0.512  8  0.367  16  
Peru  0.244  18   0.563  12  0.335  23  0.358  17  

Mexico  0.381  7   0.377  20  0.306  24  0.355  18  

Guatemala  0.260  16   0.483  14  0.351  21  0.353  19  

Dominican 

Republic  
0.263  14  

 

0.452  16  0.345  22  0.345  20  
Honduras  0.117  24   0.701  1  0.410  17  0.328  21  

Jamaica  0.240  19   0.381  19  0.374  19  0.326  22  

Panama 0.112 25  0.351 21 0.491 12 0.296 23 

Belize 0.273 13  0.106 25 0.496 11 0.279 24 

Haiti 0.120 23  0.239 24 0.018 25 0.119 25 

 

High-income OECD countries 

In most high-income countrie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been rising for the past 30 years. 
This trend comes after many years in which inequality narrowed, so much so that it was thought that 
when countries reached a certain level of wealth, an increase in equality was inevitable.252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many high-income countries developed high levels of progressive taxation, 
strong welfare states and strong protection of workers. This combination of policies created some of 
the most equal countries in the world – which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high-income countries are 
predominantly at the top of the CRI Index (see Table A8). In recent decades, however, there has 
been a steady erosion of these policies in many rich nations, from Denmark to the USA. Institutions 
such as the IMF and the OECD have linked this to rising inequality. 

 

Table A8: High-income OECD countries 

Spending  Labour on health, rights Regional education and CRII CRII and social Spending 

Progressivity Tax minimum Labour 2018 2018  
Country  protection  rank   of tax policy  rank  wages  rank  score  rank  

Denmark  0.741   5  0.919  2  0.971  2  0.874  1  

Germany  0.707   8  0.878  4  0.943  4  0.840  2  

Finland  0.768   2  0.854  5  0.881  11  0.833  3  

Austria  0.736   6  0.834  6  0.933  7  0.833  4  

Norway  0.671   13  0.828  7  1.000  1  0.830  5  

Belgium  0.731   7  0.887  3  0.846  18  0.8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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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0.652   18  0.797  8  0.937  5  0.793  7  

France  0.751   3  0.712  12  0.860  15  0.774  8  

Iceland  0.623   23  0.700  13  0.951  3  0.757  9  

Luxembourg  0.651   19  0.669  17  0.927  8  0.749  10  

Japan  0.690   10  0.679  14  0.848  17  0.739  11  

Slovenia  0.681   11  0.669  16  0.861  13  0.737  12  

Australia  0.563   28  1.000  1  0.702  30  0.734  13  

United 

Kingdom  
0.660  

 

14  0.722  11  0.816  23  0.732  14  
Italy  0.645   20  0.795  9  0.736  29  0.723  15  

Netherlands  0.644   21  0.628  20  0.875  12  0.716  16  

Canada  0.541   29  0.753  10  0.861  14  0.712  17  

Portugal  0.618   25  0.663  18  0.771  25  0.684  18  

Poland  1.000   1  0.414  31  0.751  26  0.679  19  

Spain  0.675   12  0.602  22  0.739  28  0.671  20  

United States  

0.621  

 

24  0.643  19  0.744  27  0.669  21  
Ireland  0.745   4  0.481  26  0.807  24  0.668  22  

Israel  0.443   32  0.673  15  0.904  10  0.666  23  

Estonia  0.579   26  0.460  29  0.936  6  0.656  24  

New  

Zealand  
0.658  

 

16  0.481  27  0.825  21  0.650  25  
Czech 

Republic  
0.703  

 

9  0.436  30  0.817  22  0.641  26  
Hungary  0.576   27  0.502  25  0.827  20  0.634  27  

Slovak  
Republic  0.655  17  0.387  32  0.858  16  0.622  28  

Switzerland  0.643  22  0.299  34  0.906  9  0.594  29  

Chile  0.507  30  0.579  23  0.659  31  0.581  30  

Greece  0.658  15  0.467  28  0.533  32  0.547  31  

Latvia  0.498  31  0.185  35  0.828  19  0.478  32  

Turkey  0.312  35  0.625  21  0.489  34  0.458  33  

Korea, Rep.  0.324  34  0.521  24  0.527  33  0.449  34  

Mexico  0.381  33  0.377  33  0.306  35  0.35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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