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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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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 소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정패널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21년 현재 14차년도 조사 진행 중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조사 특징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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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성공률
(단위: %)
원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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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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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75.2

73.8

72.6

71.1

67.0%

5,014

가

구

총

총

5,0 1 4

가

- 원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사망, 해외이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구

65.1%

13년 연속 응답 표본 3,262가구

12년 연속 응답 표본 3,357가구

문의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panel/

044-414-2473/2225
panel@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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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재정패널 공식자료
1) 제공 범위: 1~12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2) 제공 방식: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3) 2021년 12월 현재, 14차 재정패널조사 진행 중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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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ipf.re.kr/panel/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개편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 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SMART NaSTaB 안내

재정패널
소식지

SMART NaSTaB란?
●

재정패널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한 STATA 프로그램

SMART NaSTaB 프로그램 내용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SMART NaSTaB 다운로드
●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SMART NaSTaB_ver2(다운로드)

SMART NaSTaB 이용
●

STATA 13.0버전 이상에서 구동 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 대화창을 통한 SMART NaSTaB 이용화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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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횡단 표본 구축 안내

신규 표본 구축 배경
재정패널조사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구축한 원표본1 가구(5,634가구)를 매년 추적하여

● 

조사하는 패널조사
12차년도 조사까지 10년 이상 추적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표본의 마모(panel attrition)가

● 

누적되어 발생
표본의 마모는 경우에 따라 표본 대표성 하락 문제를 야기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신규

● 

패널의 추가 혹은 새로운 코호트의 구성이 일반적 방법

13차년도 신규 표본 구축 내용
재정패널조사의 표본 마모를 보완하고자 13차년도 조사시점인 2020년 5월부터 신규 표본

● 

구축 사업을 시행
목표한 신규 표본의 규모는 모집단2의 분포 및 재정패널조사의 표본 마모 정도를 고려하여

● 

4,000가구로 설정
이를 추출하기 위해 약 800개 정도의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 요도를 이용하여 약

● 

5개의 가구를 추출하여 추가될 표본가구를 선정
다만 조사시점인 2020년 초부터 발현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신규 표본 구축 시 조사기간

● 

변동 및 조사거절에 따른 대체 조사구 추출 등의 사유로 13차년도에 구축한 신규 표본은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횡단면 분석에만 활용하기로 결정
따라서 13차년도에 구축된 신규 표본은 ‘13차년도 횡단 표본’이라 명칭하고, 14차년도(2021년

● 

현재 진행 중)에 구축하는 신규 표본을 횡단 및 종단 분석이 가능하고 계속 추적 조사하는 ‘신규
원표본’으로 정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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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표본: 2008년 1차년도 재정패널 표본 구축 당시 추출한 5,014가구 및 2차년도 탈락 가구 대체 추출 가구 620가구

2

모집단: 2017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7년 11월 이후 건축된 신규 아파트

| 신규 횡단 표본 구축 안내

재정패널
소식지

13차년도 횡단 표본 응답가구 수3
총 805개 조사구에서 5개 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4,030개의 가구에서
13차년도 조사에 응답

13차년도 횡단 표본 구축의 특징
재정패널조사는 1차년도 원표본 구축 당시 조세 부담이 큰 고소득층과 복지수혜 비중이 큰

● 

저소득층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여 표본을
구성하도록 설계
13차년도에 실시한 신규 횡단 표본 구축에서도 설계 표본 조사구 중 각각 50개의 조사구는

● 

고소득층4과 저소득층5에 배분하여 과대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과소 조사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 

분석에 적합한 표본 수 구축을 위해 과대표집을 실시

3

응답가구 수: 조사 거절이나 접촉 실패 등의 사유로 추출된 5개 가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조사구가 존재함. 동시에 최초 접촉
시 조사를 거절했던 가구가 뒤늦게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더해지며 최종 응답 표본 수가 결정됨

4

고소득층: 행정안전부 2019년 12월 자료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여 상위 행정동을 선정한 후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해당 행정동 조사구 중 50개 조사구를 임의 추출

5

저소득층:

국세청 자료에서 행정동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를 산출한 후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자료와 병합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비율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은 상위 행정동 내 조사구 중 50개 조사구를 임의 추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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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3차년도 신규 표본 가구 구성
(단위 : 가구)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표집틀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지역특성

10

신축아파트
조사구

동부

합계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전국

1,560
(1,550)

1,753
(1,755)

389(395)

202(200)

126(125)

4,030
(4,025)

서울

487(485)

289(290)

-

-

10(10)

786(785)

부산

110(110)

155(155)

10(10)

10(10)

10(10)

295(295)

대구

80(80)

100(100)

10(10)

10(10)

5(5)

205(205)

인천

111(110)

107(105)

10(10)

10(10)

11(10)

249(245)

광주

40(40)

95(95)

-

-

5(5)

140(140)

대전

55(55)

70(70)

-

-

5(5)

130(130)

울산

35(35)

50(50)

10(10)

10(10)

5(5)

110(110)

세종

10(10)

45(45)

10(10)

10(10)

-

75(75)

경기

291(290)

362(365)

65(65)

47(45)

20(20)

785(785)

강원

42(40)

55(55)

23(25)

15(15)

10(10)

145(145)

충북

40(40)

50(50)

25(25)

15(15)

5(5)

135(135)

충남

35(35)

55(55)

45(45)

20(20)

10(10)

165(165)

전북

62(60)

110(110)

28(30)

10 10)

5(5)

215(215)

전남

37(35)

55(55)

43(45)

10(10)

5(5)

150(150)

경북

55(55)

60(60)

65(65)

15(15)

10(10)

205(205)

경남

70(70)

95(95)

45(45)

20(20)

10(10)

2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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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재정패널
소식지

>>Ⅰ- 1

복지와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지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소득, 자산이다. 소득 중에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있다. 복지는 현재 빠르게 증가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과거보다 훨씬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복지 확대 이외에
자산시장의 호황도 갈수록 소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자산시장이 호황일
때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은 가계로 하여금 부채를
내서 투자에 나서게 하는데, 이것은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복지와 자산이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세대별로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재정패널 제9차(2015년 조사)~제13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4,296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부채 및 종사상 지위가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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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 관계 종단연구

이경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교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부와 소득의 분배 불평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현상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두 변수의 분리와 결합이라는 양방향 관계에서 최상위 소득 집단에서
생긴 소득 구성의 변화가 기존과는 다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관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또한 두 구성개념 및 통제변수(지식자본 축적 시 노동수요) 사이의 관계 현상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구성개념의 연결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 문헌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갭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재정패널 제11~13차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1에서는 재정패널
자료에서 근로소득 상위 10분위와 자본소득 신고자인 참가자 450명이 포함되며, 연구 2에서는
자본소득 상위 10분위 해당자 중 근로소득 신고자인 참가자 59명이 포함된다. 분석방법으로
시간 결과에 따른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교차지연 패널모형(CLPM)을 적용해 시간적 상호 인과 방향을 규명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상호 강한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구조방정식 모델 적합성은
기술적으로 비교적 좋지만 충분하지 못한 표본으로 인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 쓰이는 상위 1~0.1% 최상위 소득구간의 소득 집중 현상이
한국에서는 양극화 및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 불평등에 희석될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다층 및 다차원으로 전개되는 소득 불평등
연구에 있어 다층모형(MLM)을 이용한 종단연구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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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가구의 자산효과 변화 연구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가구주를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일용직)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
하여 재정패널조사 제7차(2014년)~제13차(2020년) 7개년도 자료를 통해 가구특성에 따른
자산효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에 자산유형,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효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증가에 따라 임금근로자는 정(+)의 자산효과를
보이나 비임금근로자는 음(-)의 효과를 보인다. 가구원 수 증가는 모든 계층에서 소비증가를 가져
오나, 비임금근로자 자녀 수의 증가는 음(-)의 효과를 보인다. 모든 계층에서 총자산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가 있는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총자산이 10% 증가할 때 각각 0.24%, 0.13%,
비임금근로자는 0.15% 소비증가 효과가 있다.
또한 자산유형별로 고정효과모형에서 임금근로자는 주택자산, 비임금근로자는 금융자산,
주택자산, 주택이외부동산자산에서 양(+)의 소비증가 효과가 있다. 부채와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소비를 증가시킨다. 소득분위별로 상용직 소득2분위는 기타자산(0.0336),
소득3분위는 주택자산(0.0163), 소득5분위는 부동산자산(0.0061)에서, 비임금근로자는 소득
4분위(0.0139)에서 자산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이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산효과가 상이함에 따라 고령자 가구를 위하여 계층별
다차원적인 연금체계 구축과 취약한 고령자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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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유형화 및 이행의 확률과 영향요인

박호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연구는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를 유형화하고, 그 종단적인 변화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데이터로는 재정패널 제6~13차 데이터(2012~2019년)를 사용하였으며,
제6차년도(2012년)에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총 1,151가구(9,208케이스)를 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전이확률을 구하
였으며, 경제적 변수와 사회경제학적 변수가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의 가처분소득, 총자산액은 고위험 가구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켰고, 총부채액과 비우량부채비는 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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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Causal Effects of Political Attitudes
on Welfare Preferences Using a Fixed Effect
Model with Instrument Variable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he social expenditures have remarkably increased over time in most countries
and researchers have devoted much effort to documenting the determinants of
preferences toward welfare. However, there was little effort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attitude and welfare preference utilizing data at individual leve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by using
long-term panel data to trace each individual every year. The result from a fixed effect
model present that the tendency to oppose welfare expansion was strengthened
as the political orientation evaluated as very liberal (1), liberal (2), moderate (3),
conservative (4), and very conservative (5) changed to conservative. Furthermore, I
attempted once again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technique. Employ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s the instrument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many people changed progressively dur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as a result, they further changed to favor
the expansion of welfare. Since this study is the first to attempt an empirical study
on political attitude and welfare preference on my knowledge, additional efforts are
essential to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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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Latent Preference for Desirable
Tax Rate of Taxpayers
김병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We develop the model of ordered choice model that find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members for choosing the degree of desirable tax rate: 10%, 20%, and
30$, etc. We performed the estimation of several types of dependent variable
models. Estimation of ordered probit results shows, the choice for desirable tax is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current annual income as explanatory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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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의 결정요인 연구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본 연구의 목표는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정 누진세율 체계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누진세율은 소득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차별적 선호 및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재정패널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는 세전 소득금액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 다음, 각 소득별로 어느 정도의 유효세율이 적정한지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질문을 활용하는 경우와 달리 누진성 또는 역진성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 구간별 적정 세율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납세자별 소득세 누진성의 선호도를 표준화된 지표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재무위험에 대한
태도, 조세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주관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수준 또는
인구통계적 특성변수와 같은 객관적 요인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납세자의 선호는 위험회피 성향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며, 성별의 차이는 조세 누진성의 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타인에 불신이 클수록 보다 누진적인 소득세제를 선호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데 경제적·인구통계적 요인보다 사회적·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누진세율 체계의 정책적 타당성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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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빈곤 경험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

민보람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박사과정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탈빈곤이라는 경제적 지위 상승이 정부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제9~13차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선형 비관측 효과
모형과 패널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탈빈곤 경험과 재분배 선호
간에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이는 젊은 계층에게만 유의미하게 관측된다. 이와 같이 젊은
계층에서 관찰된 탈빈곤 경험의 재분배 선호 효과는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는
일반소득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주로 기여하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소득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할 때에 재분배를 더 선호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분배 선호가
경제주체의 심리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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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이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 시 가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재의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를
QU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에너지재를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연료,
대중교통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에너지재의 지출탄력성 및 수요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에너지재 중 수송용 유류의 지출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나 사치재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에너지재의 경우 1보다 작은 양수(+)가 나와 필수재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에너지재의 자기가격탄력성은 음수(-)를 가졌으며 수송용 유류와
대중교통의 경우 그 절댓값이 1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어 수요가 가격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에너지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에 미치는 후생손실은 다르게
나타났다. 수송용 유류의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는 지출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후생손실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역U자 형태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에너지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지출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후생손실이 증가하는 역진성을 보였다. 1이산화탄소배출량톤당
5만 5천원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5만원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지출분위별 가계의 후생손실을 추정한 결과,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후생손실이
감소하는 역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에서 발생한 탄소세 세수를 구성원들에게 전액
정액분배(lump-sum transfer)하는 경우 역진성이 저지출 분위에서는 일부 해소되는 듯 보이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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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or cash? Evidence regarding consumers’
VAT compliance
김영록 간사이대학교 박사후과정 연구원
만홍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Cashless payments discourage value-added tax (VAT) evasion through transaction
records; these cashless payments essentially require cooperation from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s indirect VAT payers, consumers’ payment methods
decisively influence the final VAT declaration. However, literature has yet to investigate
consumers’ VAT compliance. This study uses data from approximately 7,300 taxpayers
as collected by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of South Korea to examine
the impacts of perceived trust, service, and enforcement paradigms on consumers’
responses to payment methods when small business owners offer low-, moderate,
and high-discount benefits. The results reveal that regardless of the discount amount,
perceived trust, government service, and enforcement significantly strengthen
consumers’ VAT compliance. We also discover that as the discount amounts increase,
trust has a greater impact on VAT compliance. The study contributes to tax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at enforcement, trust, and services can improve consumers’ VAT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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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주현정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

20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 정도로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자녀의 출산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자녀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출산율을
비교하고 부모의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자녀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위형 로짓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설명변수는 부모의 소득, 자산, 거주지, 주말부부 여부, 직업, 주택 소유 여부
등이며, 종속변수는 자녀의 수로 0부터 4까지의 범위가 있다. 출산율을 저해하거나 높이는
요인을 찾아보고 향후 출산율을 장려하는 정책 수립 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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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비에 관한 연구:
출생시기 코호트와 거주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손용진 부산노인건강센터 자문위원

본 연구는 제13차 한국재정패널조사에서 2,985명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retrospective) 종단(longitudinal) 조사이다. 주요 관심사는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주관적
노후생활비가 거주지역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우리나라 첫 베이비부머는 2020년을
기점으로 65세 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 폭등 등으로
베비이부머의 거주지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9차부터 제13차까지 재정패널에서
두 가지 형태의 노후생활비(예: 최소 및 적정)에 대해 반복 측정된 자료가 주요 관심대상 변수이다.
베이비부머 출생연도에 의해 wave1(1955~1957), wave2(1958~1960), wave3(1961~1963)
3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각각 코호트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위집단의 노후생활비에 대한 추정치가 다르게 산출될 것이다. 패널자료의 특성으로,
관심 변인을 불변 및 시간변화 공변량(time invarying & time varying covariate)으로
구분했다. 제13차에만 측정된 TIC는 7개 변인으로 성별, 배우자, 교육, 종교, 자가거주,
출생코호트, 그리고 거주지역이다. 제9차부터 제13차까지 모든 조사시점에 측정된 TVC는
공적연금가입, 민간보험, 주관적 건강수준, 부채, 기부금지출, 가구원별 연간소득 및 은퇴시점
연령, 총 7개 변인을 선택했다. w1, w2, w3의 각각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최소 및 적정 노후생활비의 평균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w1→w3으로 코호트가 올라갈수록,
2016→2020년으로 연도가 높을수록 노후생활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w1, w2, w3별로
구분하여 TIC 및 TVC 간의 이변량 분석을 했을 때, 높은 사회인구계층에 속할수록 노후생활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3개 하위집단 모두에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할수록 노후생활비를 높게
응답했다. 모든 하위집단에서 전라지역에 거주할 경우, 제일 낮은 노후생활비 인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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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분석에서 w1~w3과 거주지역 간 상호작용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낮은 사회인구계층에 속하는 베이비부머의
소득보장과 다양한 거주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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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구유형별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신상화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정부는 2018년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 개편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가구 수와 전체 지급액은 1년 사이 2~3배가량 증가하게 되었다. 근로장려금 개편
논의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시행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개편이 갖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가구들이 실 노동공급을 증가시켰을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재정패널
제11차에서 제13차까지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공급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가구주들에서 개편 이후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편을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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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1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혜대상과 수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제12~14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제도 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개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평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노동공급효과는 부부가구, 그리고
부부가구 중 노동유연성이 높은 자영업가구와 부소득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의 노동공급효과는 근로장려세제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벌이형태별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따르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특수성에 기인하였음을 지지한다.

1

본
 발표(본고)는 권성오·홍우형,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 발간 예정)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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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요인분해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과 비교한 근로조건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차별의 크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조세재정패널
제11~13차(2017~2019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 Kitagawa-Oaxaca-Blinder
임금격차분해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임금은 정규직
근로자 2만 1,921원, 비정규직 근로자 1만 2,371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6.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적속성, 기업특성, 직무특성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현재 정규직인 사람이 다음 기에도 여전히 정규직일 확률은
94.78%, 다음 기에 비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전이될 확률은 5.22%이고, 현재 비정규직인
사람이 다음 기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일 확률은 78.0%이며, 다음 기에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뀔 확률은 21.67%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사실상 분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비정규직 더미변수를 포함한 패널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 중 차별에 기인하는 격차 크기는 4.1%~16.4%로 나타났다. 넷째, 패널회귀분석을
기초로 KOB 임금격차분해를 시도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로그 시간당임금의 특정
시점에서의 격차 중 부존자원에 기인하는 임금격차는 2017년, 2018년에는 45% 수준에서
2019년 37.3%로 낮아졌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수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2017년,
2018년에는 35% 수준에서 2019년 44.1%로 높아졌다.
정규직을 전형적인 근로형태로 보고 비정규직을 정상에서 벗어난 근로형태로 바라보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제도로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신산업, 신직업, 유연한 근로방식과 노동계약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처우는 보장하되, 다양한 근로형태는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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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액이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손혜림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고은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조사비 지출에는 금전적 지출과 경조사 참석이라는 시간 비용이 수반되며, 이것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으로써 축적된다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경조사비 지출이 쌓여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구직에 드는 비용 또는 기간이 감소하거나,
직장유지율이 높아지는 등의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경조사비 지출의 액수보다는 누적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13년 동안의 누적 경조사비 지출액이 해당 가구의 중고령층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누적 경조사비
지출액의 증가는 2019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취업해 있을 확률을 높이고, 연간 근로 개월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7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8

| 2021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2021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 목록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9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21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학위논문]
제목

저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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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효

조세연구, 21(1)

1인 가구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심종섭
홍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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