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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최근 들어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성장과 분배의 선택에 관한 논의

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토론의 핵심주제이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지출은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다고 보았다. 즉 재분배를 위한 지출 증대는 성장둔화를 초래하게 되고, 

실업률을 상승시키게 되어 가계부문의 소득 증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분배 개선이 사회통합을 앞당기

게 되고, 저축증대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충당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분야별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고용·물가 등에 대하여 장기 

및 단기적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령

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더욱 더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의 축소 등과 같은 대외 여건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만은 

없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정부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 순조

세부담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제반 복지정책의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향후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계층별 순수혜(=조세부담-복지급

여)의 정도를 현실성 있게 모형화 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회

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조세부담-복지급여 분석모형(Tax-Benefit 

Model)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의 주

된 업무인 사회보장 연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정책분석 도구

를 개발하는 작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외에도 상당한 자원을 요구하는 

중장기적인 과제이다. 앞으로도 조세 및 사회수혜 모형개발과 정책분석

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복지

제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분석도구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남상호 박사의 책임 하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권혁진 조교

수와 유진영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보고서를 읽고 유

익한 의견을 제공해 주신 상명대학교 백웅기 교수, 고용정보원의 이대창 

박사,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와 본원의 이상영 실장, 정홍원 본부

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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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alysis of Net Tax-Burden in Korea

In this report, net tax burden in Korea is analyzed. Net tax 

burden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ax burden and 

benefits.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micro-simulation model is 

very useful for the various ex-ante policy simulations in 

tax-benefit analysis. Almost all the countries are said to use 

tax-benefit micro-simulation model to reduce possible dis-

tortions due to change in the tax rate and/or expansion of so-

cial benefits. 

 This report first summarizes tax-benefit distribution over 

the income deciles. The overall average of the market income 

is 3.450 million won per month. The monthly market incomes 

for the first decile group is 0.210 million Won, 2.83 million 

Won for the fifth decile group, and 8.92 million Won for the 

tenth decile group. 

The average amount of private transfers per month is 0.26 

million Won, and heavily concentrated in the lower decile 

groups. The amount if 0.38 million Won for the first decile 

group, 0.22 million Won for the second decile, 0.13 million 

Won for the third decile group, and just 60 thousands W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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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p decile group. Due to the public transfers the total in-

come for the first decile group rises upto 0.8 million Won, and 

1.61 million Won for the second income decile group. This is a 

cler indication that the public transfers can be served as a 

strong policy instrument for the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The burdens of income tax for the one to fourth decile 

groups are quite negligible, because they are either not paying 

any income tax or less than twenty thousand Won per month. 

On the contrary, the tenth income decile group pays 40 thou-

sands Won per month as an income tax. 

The distribution of the social security burden for the first in-

come decile group is 30 thousand Won per month, sixty thou-

sand Won for the second decile, 170 thousand Won for the fifty 

decile, and 420 thousand Won for the tenth decile group. 

The distribution of the disposable income implies that the 

750 thousand Won fo the first decile, 1.53 million Won for the 

second decile, 2.92 million Won for the third decile, and 8.57 

million Won for the tenth decile group. 

The distribution of the in-kind benefits tells us that the first 

income decile receives 330 thousand Won, 290 thousand Won 

for the second decile, whereas 510~570 thousand Won for the 

fifth to tenth decile groups. This implies that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in-kind transfer is quite limited and great care 

must be given for the expansion of the in-kind benefits.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여야 하는가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정부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재정지출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인지, 장단기에 걸친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지, 또 지출규모는 적

정한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는 조세부담과 사회수혜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조세부담의 분

포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음. 

○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tax-benefit 미시-시뮬레이션 모

형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첫 1년간의 성과를 정리

하고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  시장소득은 전체 평균이 월 343만원이며, 1분위는 21만원, 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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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83만원, 그리고 10분위는 892만원이었음. 

○ 사적이전은 소득분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

분위에서는 10만원, 5분위에서는 11만원, 그리고 10분위에서는 

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공적이전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

분위에서는 38만원, 2분위 22만원, 3분위 13만원과 같이 점차로 

낮아져서 10분위에서는 6만원에 불과하였음. 

⧠공적이전소득에 힘입어 1분위의 총소득은 월 80만원으로 증가하였

으며, 2분위도 161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공적이전은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

을 보이고 있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유용한 정책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소득세 부담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한 가구당 13만원을 납부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계층별로는 제 1~4분위에서는 전혀 없

거나 1~2만원으로 미미하였지만 10분위에서는 월평균 40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음.

○ 이러한 수치는 성명재(2010)과 유사하나 박기백(2010)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인데,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부담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분위에서는 월 3만원, 2

분위에서는 6만원, 5분위에서는 17만원을 부담하며, 10분위에서는 

42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평균으로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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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을 부담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의 규모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는 월평균 75만원, 2분위

에서는 153만원, 5분위에서는 292만원, 그리고 10분위에서는 857

만원이었고, 전체 평균으로는 3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살펴보면 1분위는 월평균 8만원, 2분위는 11

만원, 5분위는 17만원, 그리고 10분위에서는 3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음. 

⧠ 현물급여로 인한 수혜 분포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월평균 32만원, 

2분위에서는 29만원이었으나, 5분위 이후에서는 51~57만원으로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시사점 및 향후의 연구방향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

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에는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이나 관련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임. 

○ 그리고 현물급여는 역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

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제한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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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benefit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

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국민적 혜택은 지

대하므로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의 tax-benefit 미시-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기모형의 

개발 과정으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조세-복지급여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자료(base dataset)는 단

년도 자료보다는 연속된 2개 연도의 패널자료가 더 적합하며, 조

세부분은 단년도 자료를 이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 

○ 모형의 결과에 기초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가중치 사용은 각 제

도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반 가구가중치보다는 일반 개인가중치를 사용하는 경우 실적치

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게 나타났음. 

○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일부 소득, 자산 및 지출은 

가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될 필요가 있음. 

－ 물론, 동 변수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가구단위로 제공하는 

소득과 지출을 더 세분하여 조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 그렇다면 모형개발 과정에서 나름의 가정을 통해 가구단위의 

소득, 자산 및 지출을 부부 혹은 개인 단위로 배분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  

*주요용어: 순조세부담, tax-benefit analysis, micro-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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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성장과 분배의 선택에 관한 논의

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토론의 핵심주제이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지출은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다고 보았다. 즉 재분배를 위한 지출 증대는 성장둔화를 초래하게 되고, 

실업률을 상승시키게 되어 가계부문의 소득 증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분배 개선이 사회통합을 앞당기

게 되고, 저축증대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충당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분야별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에 대하여 장기 

및 단기적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령

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더욱 더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의 축소 등과 같은 대외 여건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만은 

없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정부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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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재정지출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장단기에 걸친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지, 또 지출규모는 적정한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재정지출은 그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층별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다. 구체적으로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의 제공으로부

터 각 개인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다. 예를 들어, 순수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량과 해당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개인이 향유하는 혜택의 크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 또 비순수공공재의 경우에는 정부보조로 인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를 하므로 적정 시장가격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학자들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강구한 바 있다. 개인의 선호를 추정하고자 하는 

행위접근법과 혜택의 귀착을 분석하고자 하는 편익접근법이 가장 대표적

인 연구방법이다. 행위접근법은 1970년대 초에 Aaron and McGuire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전통적인 미시경제이론을 이용하여 순

수공공재를 분석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비순수공공재의 경우 지출항

목에 대한 수요함수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배분기준이 필요하며, 

이 기준에 따라 정부지출을 가계의 소득으로 연결시키게 된다(Meerma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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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공공재에 대한 행위접근법은 국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 진 바가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심상달(1988)과 박기백 외(2004)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먼저 소비재를 세분한 다음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한

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심상달(1988)에서는 소득의 탄력

성이 1.003~1.17, 그리고 박기백 외(2004)에서는 그 값이 1.164~ 

1.182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또 비순수공공재의 경우도 분석

하고 있는데, 각각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다음 도시가계조사와 같은 미

시자료에서 구한 혜택을 각 소득계층별로 배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8)은 전국 전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2006년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및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

를 분석하고 있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주요 사회복지지출 및 조세의 소득재분

배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정책당국에

서 활용가능한 조세-수혜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한다. 물론 이러

한 모형의 개발에는 장기간의 노력과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본 연구

를 시작으로 정책당국에서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모형을 빠른 시일 내

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소

개를 다루고 있으며, 제 3장에서는 분야별 조세부담 및 사회수혜의 계층

별 배분 및 순조세부담의 분포를 분석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과정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조경엽(2007, 2009)에서는 직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 뿐만 아니라, 성장, 물가 등 거시경

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외에도 재원조달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수단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진일보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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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순수공공재에 대한 분석

1. 행위접근법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크게 행위접근법과 편익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행위접근법은 개인의 선호를 직접 추정하는 방법

이며, Aaron and McGuire(1970)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Aaron and McGuire(1970)는 가계의 공공재에 대한 평가액이 소득의 

한계효용과 반비례함을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재의 편익을 배분하

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접근법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심상달(1988), 박기백 외(2004), 성명재.박기백(2008), 그리고 

조경엽(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의 특징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직접 추정하고, 추정된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이 

각 소득계층별로 귀착된다고 본다.2) 구체적으로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 

값이 1보다 큰 경우 공공재의 편익은 소득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배분되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역진적으로 배분된다고 보는 것이다(Aaron and 

McGuire, 1970). 심상달(1988)에서는 1963~1985 기간에 대한 도시가

계조사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그 값이 1.03~1.17

2) 모든 가계가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한다는 린달(Lindahl) 균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상달(1988) 또는 조경엽(2009)를 참조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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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이 소득계층에 대하여 누진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박기백 외(2004)에서는 1965~2003년 기간 중 도시가계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재를 10개로 구분하고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는

데, 그 크기가 1.164~1.182로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

리나라의 경우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은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구조를 가

짐을 확인하였다. 

조경엽(2008)에서도 행위접근법을 이용하여 순수공공재의 소득계층

별 귀착을 분석하고 있는데, 소득탄력성의 값을 직접 추정하는 대신, 박

기백 외(2004)의 하한값인 1.164를 채택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 그는 일

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순수공공재의 직·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연구와 차별된다. 

2. 편익접근법

편익접근법은 비순수공공재의 귀착에 관한 연구에서 표준적으로 사용

되는 방법이다. 비순수공공재는 보건.의료,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

이 정부 보조로 인하여 가계가 싼 값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를 지칭한다. 비순수공공재는 항목별로 구요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정부보조(또는 지출)를 편익으로 간주하고 계층별 편익의 분

포를 추정하는 방법이 편익접근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특정 정부지출 또

는 보조금에 대하여 자의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가구소득으로 배분한 

다음, 귀속 이전과 이후의 소득을 비교하여 재분배효과의 크기를 추정하

게 된다. 

이러한 편익접근법을 이용한 연구는 Meerman(1979)에서 시작되었

으며, 국내에서는 심상달(1988), 그리고 박기백 외(2004)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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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달(1988)에서는 공공재를 제외한 재정지출을 6개로 구분하고(교육

비, 사회보장비, 사회개발비, 산업개발비, 국토 및 자원개발비, 그리고 연

구개발비), 각 재정지출에 대하여 귀착가설을 설정하였다. 

 심상달(1988)에서의 배분기준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비의 경

우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보건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하고 연

령별 가구원수의 비중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사회보장비의 

경우 직업훈련비의 50%는 소득계층별 취업인원수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21~29세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배분하였다. 의료보험비는 공무

원 및 교육자 가구원수에 대하여 배분하였다. 사회개발비 중 주택비의 

50%는 무주택가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주거환경 개

선으로 보고 세대수에 따라 배분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편익이 생산

자와 소비자에게 양분된다고 가정하고, 50%는 사업소득비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소비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박기백 외(2004)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의료급여의 배분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교육비의 경우 초중등교육비와 대학 및 기타 교

육비로 구분하여 해당 학생수로 나누어 1인당 교육비를 구한 다음, 그 금

액을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로 배분하였다. 의료비는 건강보험료와 의료

급여지출액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배분하였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배분하였다.3) 

심상달(1988)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생산파급효

과를 살펴본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산업연관효과와 편익의 귀착을 동시

에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3) 이처럼 비순수공공재로부터의 편익 배분기준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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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의 소개

최광·이성규(2011)에서는 복지국가의 진행과 더불어 동일한 사람들로

부터 조달한 재원으로 다시 그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조세-복지 중

첩(tax-welfare chunning)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줄

일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소득세 인하와 중산층 복지지출 축소를 맞교환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4)  

김태일(2009)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이전지출의 소득계

층별 혜택 분포를 분석. 보조금 등 명시적인 재원이전 외에도 조세지출

(근로소득 공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보조금(공적연금은 제외)의 소득

계층별 혜택은 누진적이지만 조세지출은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지출 혜택의 규모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인다

고 한다. 그리고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오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더 타당함을 주장하였다.5)  

이준구·이상영(1996)에서는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조사

(KHPS)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 중반 들어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

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재검토하였으며, 광범위 한 탈세를 명시적으로 고

려한 결과,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과장됨을 지적하였다.6)  결과

적으로 실제의 조세부담은 알려진 것 보다는 훨씬 더 역진적이라고 주장

하였다.  

현진권·나성린(1994a)은 도시가계조사의 표본 대표성 문제를 완화하

4) 최광·이성규(2011), “조세·복지 중첩과 그 감소방안,” 재정학연구 4(1), 67-109.

5) 김태일(2009), “정부의 가구에 대한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 분석,”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본.

6) 이준구·이상영(1996),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논집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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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1991년 도시가계조사와 농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82.4%의 가

구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을 분석하였다. 표본의 재모집단화(grossing-up) 

기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의 평균 소득세 부담률은 6.6%, 농촌

은 1.7%이며, 도시가계가 상대적으로 소득세 분포가 누진적인데, 전체적

으로 소득세 부담은 누진적인 구조를 보이며, 평균 부담률은 5.8%이었

다. 도시가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전체가구

를 대상으로 할 때 소득세는 지니계수를 5.2% 개선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7)

 현진권·나성린(1994b)은 1987년 가계조사의 근로자외가구의 지출자

료를 이용,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실제소득을 계산하였다. 소비지출에는 

주택소유 형태와 가구원수가 중요하며, 추정소득이 조사소득보다 현실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보았다. 전체 도시가구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률

은 2.94%와 3.73%이며, 근로자 가구의 세 부담이 근로자와 가구보다 더 

높음을 지적하였다. 또 소득세 부담은 누진적이지만 10분위의 부담률은 

8, 9분위보다 낮았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은 역진적이어서 하위 1분위가 

9.39%로 가장 높고, 상위 10분위가 2.17%로 가장 낮았다.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더 누진적이며, 그 결과로 재분배 효과 또한 근로자 가구

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그들은 수직적 형평성 외에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8)

 박기백 외(2004)에서는 재정지출을 이전지출, 순수공공재, 그리고 비

순수공공재로 구분하고 재정지출의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정부 재정지출이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에 어떤 영향

7) 현진권·나성린 (1994a),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세부담 분석: 도시 및 농촌가계의 합산자

료를 사용한 실증결과,” 경제학연구 42(1), 189-208.

8) 현진권·나성린 (1994b),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 측정: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

부담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1(3), 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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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국방, 치안, 행정, 외교 등과 같은 정부의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소득분배를 다소 악화시키고, 주택.교육.의료 

등에 대한 지출은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정부의 이전소득 및 세금을 합한 순조세는 소득분배를 개선시

킴을 발견하였다. 

김혜원 외(2010)에서는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

개하고 있으며, 성명재 외(2010)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부담과 

일부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KIPFSIM10)을 개발

하였다. 이 모형에는 조세-수혜의 한계적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효

과와 주요 소비재의 세율과 가격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효과를 반영

하고 있다.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감세는 세부담의 

감소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소득층에 있어서 감세로 인한 소득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시장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고 한다. 시사점으로는 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

까지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3절 Tax-Benefit 모형

미시자료를 통합하여 조세-수혜 모형을 개발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

다. 첫째는 가계의 이질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9) 둘째는 거시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에 미시

9) 여기서 ‘시뮬레이션’의 의미는 탐색이나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모형을 개발하거나 이용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정책과 관련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최근 들어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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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최초의 동태적 MS모형은 Guy Orcutt (1957), "A new type of so-

cio-economic system", ReStat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계량분석 software의 개발뿐만 아니라 가계단위의 패널자료와 

조세에 관한 행정자료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사회과학에서도 시뮬레이

션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대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

하는 시뮬레이션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인간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대표적 개인을 가정하는 Ramsey-Cass- 

Koopmans 모형은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므로 시뮬레이

션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단위(가계 또는 개인)의 이질성의 분포를 구명하

고 예측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주체의 행위가 미시적 수준에서 

안정적이고 또 분석 가능하다면 조세-수혜의 비선형적 관계 또는 이질성

의 구성 효과(composition effects)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

금자산의 예측 등과 같이 개인의 이력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유

용한 분석 도구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조세-사회수혜 분석, 연금, 인구 장기전

망, 건강보장, 장기요양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하나의 조사자료를 이

용하는 경우 정책입안이나 효과분석에 관한 많은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시-시뮬레이션 분

석에서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결합한 다음 유용한 정보를 고루 갖춘 통합

된 대규모의 가상적 데이터베이스(synthetic database)를 준비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료간 불일치를 조정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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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 경제주체를 모형화 함에 있어서 가장 앞선 나라 중의 하나인 캐나

다의 경우 1984년부터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현

재까지 약 15개 정도의 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 1 참조). 개발언어는 C에 

바탕을 두고 있는 ModGen을 이용하며, 학계-정부기관-국제기구와 공동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주로 활용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 Static tax-benefit model, SPSD/M, Modeling Division 

- 대규모 범용 사회경제모형, LifePaths, Modeling Division 

- 인구전망모형, Demosim, Demography Division

- 건강-질병모형, Pohem, Health Analysis Division

- 이 외에도 다수의 모형을 활용중임

Statistics Canada의 Static Micro-simulation 모형인 SPSD/M은  

1991~2015 기간의 tax-transfer analysis를 위해 개발된 것인데, 11가

지의 상품에 대한 조세와 소비를 분석하는 정태적 모형이므로 경제주체

의 행태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10) Data Integration을 위하여 SLID, 

EI, SHS, Income Tax의 4가지 자료를 통합한 synthetic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20만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User Interface는 

ModGen을 이용 (C++에 기반)하고 있으며, 프로그래머는 개발과 유지

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LifePaths는 미시자료로부터 행태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를 수록하는 

10) Micro-simulation 기법은 미시적 행태변화를 결합하여 거시적 동태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분석도구임. 

11) 향후 궁극적으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춘 범용 모형을 개발하는 

것임 (like LifePaths in Canada):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수혜, 조세부담, 소득, 취업상
태, 교육수준, 주택보유 유형, 가계자산 축적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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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며, 종단 및 횡단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자료통합의 기

초과정으로도 기능하며, 상세한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소

득획득에 관한 과거 정보에 기초하여 은퇴 전 최고소득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가령 re-

placement rate 등)

〔그림 2-1〕 캐나다 통계청의 MSM 개발 과정

자료: Spielauer, M. (2012), “Microsimulation and Public Policy: Issues and Prospects.” 
http://www.spielauer.ca/Auckland_MS.pdf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필요성은 지대한

데, 그 이유는 다양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12)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안적인 시나리오간의 정

12) 자료분석의 논리적 다음단계이므로 cell-based models, 인구전망, 보험계리모형, 질병
모형 등을 대체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복잡한 범용모형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는 

강력한 리더쉽, 항구적인 전문그룹의 유지, 확실한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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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정책의 변화 인

하여 발생하는 미시 경제주체 중에서 winner와 looser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과 사회적 

수혜 현황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본다. 

13) 김혜원 외(2010)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해외의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비교적 자세하
게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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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세부담의 분석

제2절 수혜분포의 분석

제3절 순조세부담의 분석





제1절 조세부담의 분석

여기서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70년부터 꾸준히 높아졌으나, 2007년의 

21%를 정점으로 다시 낮아져서 2011년 현재 19.8%에 이르고 있다. 

〈표 3-1〉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 추이

(단위: 10억원)

조세 사회보장 
부담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

GDP 
(경상)

조세
부담률
(%)

사회보장 
부담률
(%)

국민
부담률
(%)

(A) (B) (C=A+B) (D) A/D B/D C/D

1970  398 2,775 14.3 　 　

1975 1,550    13 1,565 10,478 14.8 0.1  14.9  

1980 6,575     73 6,687 39,110 16.8 0.2  17.1  

1985 13,531    207 13,766 85,699 15.8 0.2  16.1  

1990 33,215 3,760 37,262 191,383 17.4 2.0  19.5  

1995 72,091   9,913 82,003 409,654 17.6 2.4  20.0  

2000 113,535 22,759 136,295 603,236 18.8 3.8  22.6  

2005 163,443 43,902 207,345 865,241 18.9 5.1  24.0  

2006 179,338 48,255 227,592 908,744 19.7 5.3  25.0  

2007 204,983 53,588 258,571 975,013 21.0 5.5  26.5  

2008 212,786 59,415 272,201 1,026,452 20.7 5.8  26.5  

2009 209,709 62,165  271,873 1,065,037 19.7 5.8  25.5  

2010 226,878 67,129  294,007 1,172,803 19.3 5.7  25.1  

2011 244,681  75,316  319,997 1,237,128 19.8 6.1 25.9 

순조세부담의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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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부담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11년 현재 6.1% 수준이며,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총조세부담률)은 25.9%에 

이르고 있다. 

다음의 표는 연도별 세목별 세수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2〉 연도별 세목별 세수 실적

(단위: 십억원)

　 2005 2008 2009 2010 2011 

합 계  20,423.7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내국세 104,427.9 136,556.3  36,476.9  43,506.1  59,601.8 

  - 직접세  56,327.2  78,286.7  72,105.0  77,806.2 77,806.2

    ∙ 소득세  24,650.5  36,355.1  34,423.3  37,461.9  42,287.7 

    ∙ 법인세  29,805.5  39,154.5  35,251.4  37,268.2  44,872.8 

    ∙ 토지초과이득세 - - - - -

    ∙ 상속세  702.0 1,181.7 1,220.7 1,202.8 1,258.6 

    ∙ 증여세 1,170.9 1,595.3 1,209.6 1,873.3 2,074.1 

    ∙ 자산 재평가세  -1.7 - -  0.0  0.1 

  - 간접세 45,483.5 53,936.1 56,931.6 60,732.4 64,252.1 

    ∙ 부가가치세 36,118.6 43,819.8 46,991.5 49,121.2 51,906.9 

    ∙ 개별/특별소비세 4,399.5 4,499.4 3,642.0 5,065.8  5,537.3 

    ∙ 주세 2,595.1 2,829.4 2,764.1 2,878.2 2,529.3 

    ∙ 전화세 -0.3  0.0  0.0  0.0  0.0 

    ∙ 증권거래세 2,370.5 2,787.5 3,533.9 3,667.1  4,278.7 

  - 인지세  500.0  572.9  543.7  521.9  623.9 

  - 과년도 수입  2,117.2 3,760.7 6,896.6  4,445.6  4,232.4 

◦교통·에너지·환경세 10,287.8 11,909.3 10,092.0 13,970.1 11,546.0 

◦방위세  -8.6  0.3  0.2  0.5  0.2 

◦교육세 3,526.6 4,175.7 3,751.2 4,642.7 4,244.5 

◦농어촌특별세  1,748.8  2,757.2  2,803.2  2,866.6  3,658.8 

◦종합부동산세  441.3  2,129.9  1,207.1  1,028.9 1,101.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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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는 연구자들이 조세 및 수혜 부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파일(scientific tax data)’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세 부담 및 수헤 분석을 위해서는 미시단

위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

사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 노동

연구원·고용정보원의 노동패널조사,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조

사,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등의 자료가 있다. 그러나 어

느 한 자료가 다른 자료를 지배할 만큼 우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2010년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및 사회보

장부담을 살펴본다. 

1. 조세부담

  가. 직접세

먼저 소득세 규모는 경상소득세와 비경상소득세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합하여 구하였다. 재산세는 경상재산세와 비경상재산세를 합한 것이다. 

  나. 간접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세율은 10%이다. 일부 

생필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는데, 수돗물, 연탄, 도서비, 주택

임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서는  연탄(C364), 보건(C433), 서적(C546), 교육(C563) 등의 면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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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가능하여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는 자동차 구입비는 조사가 되어 있으

나 배기량 정보가 없으므로 자동차와 관련된 조세부담은 계산이 불가능

하였다. 자동차 보유세 또한 같은 이유로 부담을 추정할 수 없었다. 

유류관련 항목으로는 운송기구 연료비(C464) 항목이 조사되어 있으

나, 적용 세목이 많고, 종량세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유류가격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여 이번에는 유류관련 조세부담을 추정하지 않았다.  

담배소비세는 개수 또는 중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담배 한 갑에는 3종류의 세금(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원)과 3종류의 부담금(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

기금부담금 354원, 연초안정화부담금 15원)을 더하여 총 1564.5원의 세

금 이 부과되고 있다. 이 부담금은 담배가격과는 무관하게 담배 한 갑 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조사 자료에는 담배소비량 정보

가 없어서 담배소비세 부담을 분석할 수 없었다. 재정패널에는 담배 소비

지출 금액과 담배가격이 같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담배소비로 인한 조세

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 

주류에 대한 세율은 술의 종류에 따라 출고가 또는 수입가를 기준으로 

세율에 차이가 있다. 탁주는 5%, 맥주와 증류주는 72%, 과실주와 청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추가되는데, 맥주나 

증류주에 대해서는 30%가 추가되지만 탁주, 약주, 주정에는 교육세가 부

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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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주세 세율표(2010. 1. 1.현재)

주류명 기준도수 주세율1) 교육세율2) 비고

발효
주류

탁  주  7도  5% - 　

약  주 11도 30% - 　

과실주 12도
30%

(15%)
10% 　

청  주 16도 30% 10% 　

맥  주  4도 72% 30% 　

증류주류 　 72% 30%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72% 30% 별표 제4호 가목·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10% 10%
별표 제4호 다목의 주류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

　 30% 10%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주정 95도 5.7만원/kl 　 1도 초과마다 600원 가산

주: 1) 민속·농민주 중 연간 200kl 이하(증류주 100kl 이하)는 일반 주세율의 50%를 경감 적용함.

     2) 교육세율은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초과인 주류는 100분의 30,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주류는 100분의 10이며, 탁주, 약주, 주정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음. 

     

2. 사회보험료 부담 

사회보험제도는 가계부문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

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유지”라

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가 필요한 계

층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민연금은 18~60세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는 제도이다. 2010년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22.9만명이며, 경제활동인구수 24,74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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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77.7%에 해당한다.14) 이 외에도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가입

자가 105.2만명, 그리고 사학연금가입자가 30.5만명이 있다.15) 

건강보험의 경우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가입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되는

데, 2010년 말 기준으로 할 때 적용 대상자수는 4,875.9만명에 달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근로자 여부에 다라 차이가 있는데, 근로자인 경우에

는 각 근로자의 소득에 5.08%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가구원 중 근로자가 

한 명이라면 이 가구의 다른 가구원은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

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보고 보험요율 5.08%

를 적용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적인 보험료 부담의 차이

를 감안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였다.1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료 부담에 연동되어 있으며, 근로

자 여부에 다라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요율은 5.08%, 그리고 자영자나 무소득자 등과 같이 비근로자인 경우

에는 6.55%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화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

루어져 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또는 일

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근로자이며, 2010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013.1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40.9%에 해당한다.17)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0.9%의 요율을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반

14)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이력자수는 3~400만명 규모이다. 

15) 본 연구에서 이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괄범위가 상대적

으로 낮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기준이 명목소득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16)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직정가입자의 90%를 납부한다고 한다. 

17) 고용보험가입자 규모가 낮은 이유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규모가 전체 취업자의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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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용안정화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문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추계는 필요

하지 않다. 

산재보험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 2010년 말 기

준으로 1,419.9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57.4%에 해당

한다.18) 

제2절 수혜분포의 분석

1.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산업연관표상의 “공공행정 및 국방”을 순수

공공재로 정의하였다. 2010년도의 경우 정부가 “공공행정 및 국방”에 지

출한 총액은  64조 1,375억원이며, 이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

층별로 배분하였다. 배분에 필요한 효용의 소득탄력성은 박기백 외

(1984)에서 추정한 1.164를 사용하였다. 이 탄력성의 크기는 박기백 외

(1984)에서는 하한값에 가까운 반면, 심상달(1988)에서는 상한값에 가

깝다. 소득 1분위에 귀속되는 순수공공재의 편익은 1조 1,621억원에 불

과하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여 10분위에서는 18조 

3,282억원에 달한다.19) 

18)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모두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9) 이처럼 누진적으로 배분된 것은 효용함수의 소득탄력성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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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가처분소득 scale 구성비 배분된 편익

1 623 1.0000 0.0181 1162.1 

2      1,189 2.1205 0.0384 2464.4 

3      1,557 2.9034 0.0526 3374.2 

4      1,848 3.5454 0.0642 4120.3 

5      2,130 4.1822 0.0758 4860.3 

6      2,405 4.8165 0.0873 5597.5 

7      2,763 5.6608 0.1026 6578.7 

8      3,206 6.7303 0.1220 7821.6 

9      3,902 8.4588 0.1533 9830.4 

10      6,663 15.7709 0.2858 18328.2 

계 26,290 1.0000 64137.5 

〈표 3-4〉 순수공공재 편익의 배분

(단위: 만원, 포인트, 10억원)

2. 이전소득

다음 그림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득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시장

소득(market income)은 노동과 자본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이며, 주로 시장활동을 통하여 수취한 소득이다.20) 민간소득

(private income)은 시장소득에 경상적 민간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민간소득에 공적이전을 합하면 총소득(gross income)이 얻어지고, 여기

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하면 가처분소득(disposable in-

come)이 얻어진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세(또는 간접세)를 차감하면 세

후소득(post-tax income)이 얻어지고, 여기에 현물급여를 더하면 최종

소득(final income)이 얻어진다.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조세, 담배소비세(소비세에 대한 surtax) 그리고 교육세

20) 연구자에 따라 본원소득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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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현물급여(in-kind benefits)에는 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

여, 건강보험, 교육, 보육, 주택 등이 있다. 

 

〔그림 3-1〕 소득의 유형별 분류

시장소득

(+) 사적이전 ⇩

민간소득

(+) 공적이전 ⇩

총소득

(-) 직접세

(-) 사회보장기여금
⇩

가처분소득

(-) 소비세/간접세 ⇩

세후소득

(+) 현물급여 ⇩

최종소득

3. 현물급여

재정지출은 현금급여(cash benefits) 또는 현물급여(in-kind bene-

fits)의 형태로 민간에 지원되는데, 전자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

로 증가시켜서 후생수준을 높이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재도의 현금급여, 

공적연금, 그리고 실업급여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현물급여는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되는 급여를 말하는데, 교육서비스 외에도 의료관련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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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8 2010

1인당 평균 의료급여액 50.8 125.7 205.9 275.0

원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여기에 속한다.21) 이 외에도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등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급여도 현물급여

의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인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의료비지출 규모가 없으므로 건강보험만을 대상

으로 분석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현물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되는 혜택은 현금급여, 의료급여, 그리

고 교육급여가 있다. 여기에서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위주로 살펴본

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법에서 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들

이다.22)

2010년 현재 1인당 평균 의료급여 규모는 약 315만원이므로 가구원

수를 감안하여 해당 가구의 의료급여 수혜액을 계산하였다.     

〈표 3-5〉 1인당 평균 의료급여 규모

(단위: 만원)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21) 보건소와 같이 정부가 운영하는 진료기관이 있으나 이용실적과 지불금액 등의 통계자료
를 입수하기가 어려워서 분석에서 제외한다. 

22) 부양의무자 기준을 감안하는 경우 민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83.7%에 미달하면 수급자
격이 된다고 한다(성명재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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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는 부교재비로 1인당 3.75만원(연 1회)을 지

급하고, 중학생에 대한 부교재비로 1인당 3.75만원(연 1회)과 학용품비

로 1인당 5.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수업

료 전액을 지급하고, 교과서대금(부교재비 포함)으로 1인당 12.59만원, 

학용품비로 1인당 5.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23)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가 급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시자료 상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되는 가구

원 수에 따라 배분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현물급여는 의료급여와 교육급

여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나.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이 서비스제공자인 병원과 약국에 직접 비용을 지

불하고 있으므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2010년의 경우 총진료비는 43조 

6,570억원인데, 본인부담분이 11조 1,602억원(25.56%)이고 공단이 지

불한 요양급여액은 32조 4,968억원이다.24)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

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

어지는 구조이므로 미시자료를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을 구한 다음 그에 

비례하여 급여비를 배분하였다. 이때 의료비 항목에는 외래진료비, 입원

비, 약제비 등이 포함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0인 가구는 건강보험급여 수

혜약도 0이 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혜자는 

23) ‘복지로’ 참조. http://www.bokjiro.go.kr/

24) 건강보험통계연보.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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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표 3-6〉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급여 규모

(단위: 만명, 십억원, 만원, %)

1995 2000 2005 2010

적용인구(연말) 4,401.6 4,589.6 4,739.2 4,890.7

총진료비(십억원) 5,977.5 12,912.2 24,861.5 43,628.3

총급여비(십억원) 3,835.3 8,789.3 17,988.6 32,496.8

1인당 진료비(만원) 13.6 28.1 52.5 89.5

본인부담률(%) 35.8 31.9 27.6 25.6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참고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

여·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의 합은 3조 9,778억원이다.25)  

  다. 교육(및 보육) 급여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현물급여는 교육서비스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

원이다. 교육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재학생들인데, 교육지출의 분

포는 지역별, 학생 성별, 그리고 학교의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동일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수

혜 규모와 수혜 범위에 차이가 큰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용하는 미

시자료에서는 이러한 학교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정보는 전무하다. 따라

서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혜 규모를 추정하

기는 불가능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교단위별로 학생 1인당 평균 수

혜 금액을 해당 학생의 교육급여 수혜액으로 보고 각 가구의 학생수에 대

25)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표6-1-8 (p. 346)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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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배분하고, 이를 다시 가구별로 합산하여 수혜분포를 살펴보고 있다

(성명재 외, 2010). 

〈표 3-7〉 학교별 학생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00 69.6 89.7 98.1 37.5

2003 79.4 133.4 188.1 38.5

2005 91.7 144.5 197.0 44.6

2008 153.1 189.4 248.1 69.5

2009 162.2 192.5 241.2 89.2

자료: 성명재 외(2010). 

〈표 3-8〉 초등 및 중등과정별 학생수 및 예산(2010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천명) 3,299.1 1,974.8 1,962.4

세출예산(십억원) 6,181.1 4,237.4 5,199.8

1인당 예산(만원) 187.4 214.6 265.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3-9〉 고등교육과정 학생수 및 예산(2010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학생수(천명) 세출예산(십억원) 1인당 예산(만원)

2010 2,345.5 41,297.8 176.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3-10〉 각급과정별 1인당 정부지원액 규모(2010년)

(단위: 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187.4 214.6 265.0 123.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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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2010년 비중 2010년 증가율

보육예산 1,710.4 2,127.5 100.0 24.4

 - 시설운영비 지원 339.9 349.5 16.4 2.8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82.2 1,632.2 76.7 27.3

 - 보육시설 기능 보강 21.2 9.4 0.4 -55.7

 - 보육 인프라 구축 16.4 12.2 0.6 -25.6

  라. 보육서비스

보육관련 지원은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여 오다가, 2003년 

여성가족부의 신설과 더불어 해당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육관련 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는데, 분담 비율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26) 2010년 현재 중앙정부 일반예산에

서 지출되는 규모는 2조 1,275억원에 이르고 있다.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보육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

원에 쓰이는데, 그 비중은 76.7%(2010년 기준)에 이른다. 2010년도 보

육예산은 전년 대비 24.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세부 항목 중에서 

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27.3% 증가하였다. 

〈표 3-11〉 보육예산의 규모와 구성(2010년)

(단위: 십억원, %)

자료: http://www.kcpi.or.kr/site/hp2/contents/information/information03_1.jsp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만 0~5세 영유아는 272만 5천

명이다. 이 가운데 128만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저

소득층 아동 이용자는 66만 5천명에 이른다. 보육예산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주로 쓰이는데, 전자는 모든 영유아 부

26) 서울은 지자체의 부담이 많지만 그 이외는 거의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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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0~5세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에 대하여 지원되는 현물급여이다.27)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과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두 지원이 되는 보육지원이 있

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만 0~4세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미달하고, 

두 자녀를 동시에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만 5세 이하의 둘째 아동에 대하

여만 지원되는 것이다. 만 5세 이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

자 가구 평균 소득 90%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5세 아동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다.28)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운영자에게 종사자에 대

한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29) 따라서 보육료 지원에 

따른 혜택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합

산하여 얻는다. 보육료 지원분은 저소득 해당자만 혜택을 보지만, 보육시

설에 대한 지원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보육예산 중 1.4조원 정도가 저소득층 보육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

면 저소득층 아동 1인당 205.8만원씩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이용아동 1인당 59만 3천원씩 혜택을 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들은 이 둘을 합한  265만 천원씩 혜

택을 보았고, 그이외의 시설이용 아동들은 1인당 59만 3천원씩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7) 지원금이 보육시설에 직접 지불되기 때문에 현물급여로 본다. 

28) 농어촌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9) 농어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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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순조세부담의 분석

1. 소득분위별 조세부담 분석

여기서는 통계청의 2010년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소득의 분포 

및 공·사적 이전소득, 조세, 사회보험 부담, 그리고 건강보험, 교육 및 보

육에 대한 현물급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추정하였다. 이 자료의 장점 중

의 하나는 매년도 3월이면 전년도 연간자료가 이용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은 향후 조세-수혜모형을 이용한 사전적 정책효과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대상의 가계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단점으로는 패널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태적 분석을 수행할  없다는 

점과, 노동시장 변수와의 연계가 끊어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30) 이러

한 이유에서 4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복지수

혜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0년도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조세부담 및 수혜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박기백(2010)에서와 마

찬가지로 민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였으며, 계산과정에서

는 단계별로 적절한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다. 

30) 노동시장 변수와의 연계 문제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2013년 말 현재까지 일반연구자에게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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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장소득은 전체 평균이 343만원(이하 월평균)이며, 1분위는 21

만원, 2분위는 107만원, 5분위는 283만원, 그리고 10분위는 892만원이

었다. 사적이전은 소득분위와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분위에서

는 10.4만원, 2분위에서는 15.4만원, 5분위에서는 11만원, 그리고 10분

위에서는 2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이전은 저소득층에 집

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분위에서는 38.3만원, 2분위 22.3만원, 

3분위 12.8만원과 같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0분위에서는 5.8만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에 힘입어 1분위의 총소득은 79.6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분위도 160.5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소득세 부담을 살펴보면 제 3분위까지는 만 원 이내, 4-8분위에서는 

1~10만원 이내로 미미하지만 10분위에서는 4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전체 평균으로는 한 가구당 14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수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박기백(2010)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지만 성명재 외(2010)의 결과에는 근접하고 있다.31)  

사회보험부담은 전체 평균으로는 연간 19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인

데,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분위에서는 3.3만원, 2분위에서는 6.3만원, 

5분위에서는 16.9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10분위에서는 41.8만원을 부

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을 제

외한 소득인 가처분소득의 규모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는 75.3만원, 2분

위에서는 153.1만원, 5분위에서는 292만원, 그리고 10분위에서는 857

만원이었고, 전체 평균으로는 3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0.3741이었으나, 사적이전이 포함된 민간소득

에서는 0.3620으로 낮아졌다(-3.2%). 공적이전이 포함된 총소득의 지니

31) 박기백(2010)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

을 지적한 바 있다. 세 부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한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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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수값 표준오차 지수의 차이 % 변화

시장소득 0.3741 0.0842 - -

민간소득 0.3620 0.0811 -0.0121 -3.2 

총소득 0.3278 0.0693 -0.0342 -9.4 

가처분소득 0.3208 0.0688 -0.0070 -2.1 

세후소득 0.3271 0.0699  0.0063  2.0 

최종소득 0.3024 0.0642 -0.0247 -7.6 

계수는 0.3278이며(-9.4%),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한 가처분소

득으로부터 계산된 지니계수는 0.3208인 것으로 나타났다(-2.1%). 세후

소득의 불평등도는 0.3271이고(+2.0%), 최종소득의 지니계수는 0.3024

이었다(-7.6%).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소득으로부터 총소득으로는 불평등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9.4%),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의 이동에

서는 불평등의 감소(-2.1%)가 상대적으로 현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다. 또 가처분소득에서 세후소득으로 이동하는 데에서는 불평등도가 오

히려 높아지고 있는데(+2.0%), 그 이유는 간접세가 역진적인 속성을 가

지기 때문이다. 

〈표 3-13〉 소득유형별 지니계수와 집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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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장소득 로렌츠 곡선과 민간소득 집중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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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시장소득과 총소득의 집중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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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집중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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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가처분소득과 세후소득의 집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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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세후소득과 최종소득의 집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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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누진성과 수평적 형평성

조세 관련 많은 연구에서는 과세체계가 얼마나 누진적(‘progressive’)

인가, 즉 ‘과세 이후 소득불평등이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가 Reynolds- 

Smolensky의 재분배효과 지수(‘Reynolds-Smolensky 지수’)이며, 이

는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에 대한 지니지수의 차이로 정의된다. 

Reynolds-Smolensky(1977): RS = G(X0) - G(X1)

여기서 X0와 X1은 각각 세전 및 세후 소득을 나타내며, G(.)는 지니지

수를 나타낸다.  Kakwani 누진도 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Kakwani(1977): K = C(T, X0) - G(X0)

여기서 T는 납부세액(T=X0-X1)을, 그리고 C(.)는 집중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세부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위재설정 효과(re-ranking ef-

fec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e-ranking: R = C(X1-X0) - G(X1)

앞에서 살펴본 RS, K, 그리고 R 지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

립한다. 

RS = [g/(1-g)] K - R  = VE –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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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는 평균세율을 나타낸다. 또 우변의 첫 항은 수직적 형평성

(vertical equity, VE)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Suites (1977)의 누진도 지수는 S = 1 - (L/K)인데, 여기서 K는 비례선 

이하의 면적이고, L은 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의 로렌츠곡선이다. Musgrave- 

Thin (1948)의 재분배 효과 지수는 MT = (1-G(X1))/(1-G(X0))과 같으

며, Atkinson-Plotnick 수평적 형평성 지수는 0.5*R/G(X1)와 같다. 

〈표 3-15〉 조세누진성과 수평적 형평성 지수(2010년)

Measures 산식 크기

Pre-tax Gini G(X0) 0.3514

Post-tax Gini G(X1) 0.3488

Average tax rate g 0.0842

Reynolds-Smolensky index RS = G(X0) - G(X1) 0.0026

Kakwani progressivity index K = C(T, X0) - G(X0) 0.0592

Vertical equity VE = [g/(1-g)]K 0.0054

Reranking R = G(X1) - C(X1) 0.0028

Suits progressivity index S = 1 - (L/K) 0.0708

Musgrave-Thin index MT = (1-G(X1))/(1-G(X0)) 1.0041

Atkinson-Plotnick index AP = 0.5*R/G(X1) 0.0040

  

주: 가계동향자료의 분석 결과이며, 불평등회피 파라메터는 2를 사용하였음. 

3. 순조세부담 분석 

다음 표는 총부담, 총편익, 순편익을 소득분위별로 비교한 것이다. 총

부담은 직접세(사회보장부담 포함)와 간접세의 합이며, 총편익은 공적이

전과 현물급여를 합한 것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는 총편익이 70, 그리고 총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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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총부담 총편익 순편익
순편익- 

최종소득 비율

1분위 13.4 70.0 56.6 0.58

2분위 20.8 51.5 30.7 0.18

3분위 28.2 46.6 18.4 0.08

4분위 37.0 48.6 11.6 0.04

5분위 44.3 50.9 6.6 0.02

6분위 50.3 57.4 7.1 0.01

7분위 58.3 57.5 -0.8 -0.00

8분위 67.4 58.0 -9.4 -0.02

9분위 83.5 58.6 -24.9 -0.04

10분위 133.1 62.6 -70.5 -0.08

평 균 53.6 56.2 2.5 0.08

13.4로 나타나서 순편익이 월평균으로 56.6만원에 달한다. 2분위에서는 

총편익이 51.5, 총부담이 20.8, 그리고 순편익이 30.7만원이다. 소득 6

분위에 이르기까지 총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총편익은 3분위의 46.6까지 

완만하게 낮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미미하지만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순편익과 순부담의 차이로 얻어지는 순편익은 1분이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며 6분위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분위

에 이르면 총부담과 총편익의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나며, 그 보다 높은 

소득분위에서는 총부담이 총편익을 초과하여 순편익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음의 순편익은 순부담을 나타내는데, 7분위부터 10분

위까지는 지수적으로(exponentially)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 10분위의 경우 순부담은 월평균 7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소득계층별 총부담, 총편익, 순편익의 비교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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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총부담과 총편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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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소득계층별 순편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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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소득분위별 순편익-최종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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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및 사회복지 부담과 

수혜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

는 세부적인 제도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미시-시뮬레이션 모형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2010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정책

적 활용이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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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형의 범위

제2절 소득세 모형: Tax Model

제3절 복지급여 모형: Benefit Model

제4절 모형에 대한 검토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조사 자료에 기반을 둔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은 각국의 사회복지 및 조세-재정정책의 사전적 검토를 

위한 기본적인 분석도구이다. 

미시-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결합한 다음 유용한 

정보를 고루 갖춘 통합된 대규모의 가상적 데이터베이스(synthetic da-

tabase)를 준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료간 불일

치를 조정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 중

에서도 특히 가중치의 재조정 문제는 간단하게 언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이용가능한 미시조사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먼저 조세부담

의 합이 국세청 총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최고 소득계층의 조사

누락 및 광범위한 탈세 등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가계에서 부담

하는 (종합)소득세는 복지패널이나 재정패널 등 각종 미시자료에서 조사

되어 있기는 하나,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tax-calculator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표본추출의 문제로 

인하여 완전하게 전국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가중치의 재조정

(sample re-weighting)이 필요하다 (John Creedy 2004)는 점 등이다. 

그리고 많은 가계조사 자료에서는 최하소득계층과 최고소득계층의 부담

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32) 

32) 국세청 구분표에서 2011년 종합소득규모별/과세표준규모별/결정세액 규모별 분류를 부
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ax-Benefit 모형의 

개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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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2010년을 대상으로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 가능하도록 주요 

조세부담과 복지급여 항목을 모형화하고자 한다.33)  

제1절 모형의 범위

본 모형은 한국의 소득세와 복지급여에 대한 모형으로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형화한 조세모형(Tax Model)과 근로장려

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보육

료 지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을 포함한 복지급여 모형(Benefit 

Model)으로 구성된다.

[그림 4-1]은 구체적인 모형의 흐름도이다. 본 모형은 복지패널 6차 가

구자료를 중심으로 이용한다. 이때, 효율적인 모형화 작업을 위해 변수명

을 전환하고, 개인자료에서 필요변수 추출(주로 연금수급 관련 변수들)하

는 등의 가구자료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을 함으로써 기본데이터셋(Base 

Dataset)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모듈과 근로장려세제 모

듈을 작성한다. 이 두 모듈은 가구 내 취업자 중 최고소득자를 정의한 내

용을 바탕으로 한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

부모가족지원, 장애지원사업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모듈을 작성한다. 이

때, 보육료 지원의 경우는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여부를 반영하

여 작성한다.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소득세 제도에 대한 모형 개

33) 여기서의 논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다
양한 미시자료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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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내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6개 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소개와 모형 개

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소득세 모형과 복지급여 모형을 통한 추정결

과와 실적치 혹은 복지패널 상 관련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모형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언급한다.

〔그림 4-1〕 모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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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득세 모형: Tax Model

1. 개요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

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

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하며, 그 중 이자소득과 배

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

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과세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합산하는 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소

득과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

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다. 분리과세소득에

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포함된다.34) 

34) 한편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종류별로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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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득의 분류와 과세 유형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이자소득
금융
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연금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자료: 국세청(2011),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p. 70. 

우리나라에서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소득세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과

세하는 종합소득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

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의 8종류가 있다. 

종합소득 가운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각각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며, 이 단계의 

소득이 소득공제 전 소득이다. 그러나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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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료: 국세청(2011),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복지패널 6차 자료는 2010년 귀속하는 소득 및 지출 항목과 개인의 인

적․경제․사회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제는 개인을 중

심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단위의 소득과 지출 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패널 자료의 변수들의 조사단위는 조사 변수

에 따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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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련 소득변수들(근로소득(상용 및 임시일용), 사업소득(순소득 

및 전입소득), 기타(근로)소득)은 개인단위로 조사․제공된다. 그러나 근로 

관련 소득 중 농림축산업․어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이자․배당금․임대료․

기타), 사회보험수급액(공적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민간보험(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소득(증여․상속․경조금․보상금․사고보험금․일시금․매매차

익․기타), 이전소득(공적․사적)은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에 필수불가결한 자산과 지출 관련 변수들 

역시 가구단위로 조사․제공된다.35) 이러한 복지패널 고유의 특징은 원자

료를 수정․재구축하는 과정은 물론, 추정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2. 과세 유형과 납세자 정의

  가. 과세 유형 구분

조세모듈 구성의 1단계는 분석대상 소득과 개인의 유형을 구분한다. 

먼저 복지패널에서 가구단위로 조사․보고되는 소득(농림축산업․어업․재산․

연금․공적이전․기타 소득)은 제외하고,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소득만을 사

용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자로 정의한다.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상용근로소득과 임시․일용근로소득을 근로소

득36), 경비를 제외한 사업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각각 합산하여 개인별 

35) 이것은 복지패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시자료가 지니는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소득공제 등과 같은 소득세제의 미시․제도적 특성에 대한 연구

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자료의 한계
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36) 실제 종합소득세제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일 8만
원)를 차감한 후 8%의 단일세율로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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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여 ‘과세 전 소득’으로 정의한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제 상 일용소득으로 별도 과세하고 있는

데, 복지패널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제한적이지만 

주요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일용직 임금근로자로 응답한 자의 경우, 이들

의 총소득에서 임시일용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 전 소득’으로 한다. 

그리고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 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 

대상 중 사업소득만을 고려한다. 한편, 분석대상 개인들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만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혹은 두 가지 소득을 

모두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실에서는 근로소득만을 갖고 있는 자

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납세액이 결정되며, 사업소득만을 갖고 있는 자

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납세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두 가지 소득

을 모두 갖고 있는 자는 연말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거나 혹은 연

말정산 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소득을 갖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으로 결정된 세액과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에 대한 세액을 각각 산출한다. 이를 통해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납

세실적과 추정 결과를 비교한다.37)

(55%)를 차감하여 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7) 이것은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납세실적과 추정 결과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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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표납세자 정의

조세모듈의 2단계는 가구별 대표납세자를 식별․정의한다. 즉, 한 가구 

내에서 복수의 가구원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상대적

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자, 즉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자를 대표납

세자로 선정한다. 

복지패널의 경우, 가구주를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

우자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구의 생계를 함께 꾸리고 있다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자를 가구주’로 간주한다. 

하지만, 가구 내 취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득세제 내 공제혜택을 최

대한 많이 받기 위한 공제항목의 배분은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가구 내 최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공제를 신청하

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본 모형에서는 최고소득자를 대표납세자로 정의

하고 그에게 대부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료에서 제

공하는 가구구성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필요한 경우 대표납세자를 중심

으로 재구성한다.38)

<표 4-1>은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 구성원들의 가구 내 지위와 이들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자(대표납세자)의 기존 가구 내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의 가로축은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

자, 그리고 기타 가구원으로 분류한 것이며, 세로축은 가구 내 최고 소득

자의 가구 내 지위를 의미한다.

복지패널 6차 자료의 조사대상 가구는 5,735가구이며, 이 중 가구 내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구성원 간 현실의 소득공제 배분을 완전하게 모형화한 것은 아님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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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가 최소 1명이상인 가구는 3,995가구(64.4%)이다. 가구 내 최고 

소득자가 가구주인 경우는 78.7%로 가장 많으며, 배우자 혹은 자녀인 경

우는 각각 13.7%, 6.9%이다. 한편, 가구주 혹은 배우자 한 명만이 취업

자인 경우는 52.2%로 절반이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가구주와 배우자

가 맞벌이 하는 가구는 23.1%이며, 나머지 24.7%의 가구에는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존재한다. 

〈표 4-1〉 대표납세자의 가구 내 지위

(단위: 가구, %)

대표
납세자의  

지위

가구 내  지위별 취업자 구성

계가구주 
단독

가구주 
부부

가구주 
부부 
기타

가구주 
기타

배우자 
단독

배우자 
기타

기타
가구원

가구주 1,683 

(45.5)

690 

(18.7)

151

(4.1)

385 

(10.4)
- - -

2,909 

(78.7)

배우자
-

162 

(4.4)

26 

(0.7)
-

248 

(6.7)

69 

(1.9)
-

505 

(13.7)

자녀
- -

2 

(0.1)

12 

(0.3)
-

1 

(0.0)

239 

(6.5)

254 

(6.9)

부모
- - - - - -

9 

(0.2)

9 

(0.2)

형제자매
- - - - - -

3 

(0.1)

3 

(0.1)

손자녀
- - - - - -

15 

(0.4)

15 

(0.4)

계
1,683 

(45.5)

852 

(23.1)

179 

(4.8)

397 

(10.7)

248 

(6.7)

70 

(1.9)

266 

(7.2)

3,695 

(100)

주: ‘부모와 형제자매’는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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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제 모듈 

  

  가. 법․제도상 내용

본 단계에서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제(혹은 근로소득제제)에 기초

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상의 소득

공제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

녀추가), 연금보험료공제, 일부 특별공제(기부금공제, 표준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각종 공제를 고려한 과세표준(tax base)이 확정되면 과세표준

에 따라 4단계의 누진적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결정된

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해 1천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6%, 4천 

600만원 이하 15%, 8천 800만원 이하 24%, 그리고 8천 800만원을 초

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세율로 각각 과세된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되며 결

정세액에 가산세를 합하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이다. 총결

정세액에 대해 그해 마지막 급여 등이 지불될 때 연중 급여총액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급여 지불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액 등을 대비하여 

과부족액에 대한 정산(연말정산)이 행해져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

정된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림 4-4]는 총급여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4-2>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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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내 공제 요건과 금액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결정세액 산출 과정

총 급 여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 출 세 액

결 정 세 액

차감징수세액

총 급 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인 적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그 밖의 소득공제

기 본 세 율

세액공제 및 감면

기납부세액

(-)

(-)

(-)

(-)

(-)

(×)

(-)

(-)

추 가 공 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6세 이하․출산입양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2명 이상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기 본 공 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출처: 국세청, 『201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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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소득세제 내 공제 금액과 요건(2010년 기준)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10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명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

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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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소득세제 내 공제 금액과 요건(계속)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

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

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
료
비

㉮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ㆍ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적은금액[(㉱-총

급여액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

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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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소득세제 내 공제 금액과 요건(계속)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특별공제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

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300

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

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

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만원 

한도

(최대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국민주택규
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
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
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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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소득세제 내 공제 금액과 요건(계속)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특별공제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법정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50%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

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20%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

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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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소득세제 내 공제 금액과 요건(계속)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

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

대주(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

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 20%(25%)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ㆍ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2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

자화폐 사용금액

-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나

이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

액 한도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

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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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소득세제 내 공제 금액과 요건(계속)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그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불입액×

(연차별)

공제율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

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

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

금 총액) × 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

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

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출처: 국세청, 『201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제4장 Tax-Benefit 모형의 개발 77

항목 구 분 적용여부 비고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직계비속 ○ 　

(입양자포함) ×

위탁아동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

추가

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6세이하자녀/입양자/위탁아동 ○ 　

출산ㆍ입양자 △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 △ 　

특별
공제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전액　공제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공제

㉮ 본인

△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나. 모형의 주요 내용

Tax Model은 소득세제 내 55개 공제항목 중 모형에 포함시킨 내용은 

<표 4-3>과 같다. 여기에서 “적용여부” 열의 기호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은 법․제도상 내용과 최대한 유사하게 모형에 포함시킨 항목으로써,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항목이다. “△”는 모형에 포함시킨 

것이기는 하지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제도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항목을 의미하며, “X”는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한 항목을 의미한다. 

〈표 4-3〉 Tax Model 작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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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적용여부 비고

교육비 

공제

취학전 아동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

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50%특례기부금

30%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제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표준공제 ○ 　

기타
공제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 저축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모형에서 각 공제항목에 대해 처리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을 적용한다. 이때,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동 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패널자료에서 제

공하는 사업순소득을 사용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으로 간

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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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공제대상자 선정: 인적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

자는 대표납세자를 중심으로 복지패널 자료에서 제공하는 각 범주

별 조건(연령, 장애유무, 부녀자여부, 자녀수)과 앞에서 산출한 소득

금액(100만원 이하인 자)을 기초로 식별한다. 그리고 일반 납세자

는 대표납세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 중에서 피부양조

건을 충족하는 자를 그/그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식별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18세 미만의 위탁아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자 및 입양자는 자료의 부족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연금보험료 공제: 복지패널의 공적연금 관련 문항을 근거로 가입종

별(사업장,지역,임의)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최저(22만원)-최고한도(360만원), 가입종별에 

따른 요율(9%),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2010년 140만원)39)을 

적용한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설

문에서 대답한 것을 근거로 가입종별을 결정하며, 또한 12개월에서 

미납기간을 제외한 납부개월수를 고려하여 연간 연금보험료 산출한

다. 이때, 연금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

로 나눈 월평균 금액으로 한다.

4)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각 사회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근로소득

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기여분을 계산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복지패

널은 가구 내 건강보험 가입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본인 혹은 가족 가입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에 본 모형에서는 

임금근로자 개인 각각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리고 고

용보험료는 사업장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고용보험에 

39)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2010년 7월 이후에는 99만원이지만, 패널자료의 경우 특
정 월별로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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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했다고 응답한 자의 근로소득 중 0.45%(실업보험)만을 적용한다. 

5) 의료비 공제: 법․제도 상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자 누구에 대한 의료비인가에 따라 공제한도 등이 다르다. 하지만, 

패널자료에서 의료비는 가구단위로 월평균 비용만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의료비를 판별 불가능하다. 이에 모형에서는 가구단위의 의

료비를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납세자 소득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7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6) 교육비 공제: 법․제도 상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한도액 등이 다르다. 하지만, 

패널자료에서 교육비 역시 가구단위로 월평균 비용만을 제공함으로

써, 개인별 교육비를 판별 불가능하다. 이에 모형에서는 공제 대상

자(근로자 본인 포함)의 재학 중 교육기관을 파악해 한도액을 설정

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납세자에 대해서만 공교육비 지출액을 

공제한다. 

7)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② 월세액 소

득공제, ③ 주택마련저축 공제 및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액공제로 구성되며, 공제한도는 ‘① + ② + ③ ≦ 300만원’, 그리고 

‘① + ② + ③ ＋ ④ ≦ 1,000만원’이다. 이때, 주택규모와 시가 등

의 조건 역시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패널 자료만으로는 이상

의 공제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모형에서는 주거관

련 부채의 이자(h0609_aq7)항목을 1,000만원 한도로 ④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납세자에게 

적용한다.40)

40) 복지패널의 월세액 항목을 월세액 소득공제로 포함시켜 보았으나, 국세통계연보에서의 

월세공제를 받은 건수의 비율과 금액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개인이 공제혜택을 
받고 그 평균금액도 상당히 높아서 최종 모형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이것은 월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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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부금 공제 :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법․제도 상 공제율과 한도가 다

르다. 하지만, 복지패널의 개인자료에서 제공하는 기부에 대한 변수

는 그 금액만 존재하며, 종류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모형에서

는 개인별 기부금액을 개인자료에서 추출하여 납세자별 기본공제대

상자들의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적용한다. 

9) 표준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

택자금공제․기부금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을 표준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함)는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모형에서

는 앞에서 산출한 소득공제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도상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성

실사업자 여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표

준공제 한다. 

 10) 기타소득공제 중 연금저축공제: 연금 가입시점과 종류에 따라 공제

율이 다르며, 한도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공제 혹은 퇴직연금 보

험료 공제의 합산액 기준 300만원이다.  모형에서는 개인연금, 연금

저축공제 및 퇴직연금 보험료 공제를 연금저축공제 단일 항목으로 

모형화한다. 이때, 공제금액은 국세통계 연보의 각 항목별 평균금액

을 기본적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공제한도 300만

원, 퇴직연금만 가입했다고 응답한 근로소득자는 170만원, 개인연

금만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220만원, 그리고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업소득자는 240만원을 부여한다. 

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임차인들의 기피 성향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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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타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동 공제는 신용

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

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과 같은 결제수단과 지출내용에 따

라 공제액과 한도액이 다르다. 모형에서는 먼저 복지패널의 가구단

위 생활비 지출 항목 중 식료품비(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주거관리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가구가사용품비 

중 보육료비, 교육비 중 사교육비를 합산한다. 합산한 지출액을 가구 

내 납세자들에게 각 개인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할당

한다. 그리고 납세자 개인들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12) 근로소득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세액 수준(50만

원 기준)에 따른 법․제도상 내용을 모형에서 산출한 근로소득세액을 

기초로 적용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경우에 대

해서도 법․제도상 내용대로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종합소득산출

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동 공제항목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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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지급여 모형: Benefit Model

1. 개요

 

본 연구에서 모형으로 구축하고 있는 복지급여의 수급대상은 대부분 

‘가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내용과 가장 

근접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차 전체 가구원이 수급대상일 수 있지만, 

가구원 중 일부 가구원만 수급할 수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혹은 자녀이거나, 아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

(혹은 그 외 보호자)를 수급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각 제도별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재산조사 대상과 범위는 65세 이상의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의 소득과 이들의 명의로만 된 재산에 한정된다. 만

일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노인부부가 있다거나 자녀들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들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각종 행정 자료와 

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복지제도에 대한 모형화 작업을 어렵게 하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패널을 포함해 개인/가구 단위로 조사되는 대

부분의 서베이자료들이 제공하는 변수들 중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과 관

련된 상당수의 변수들은 가구단위로 조사․제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기초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패널은 모든 재산항목과 지출항목은 물론, 일부 

소득에 대해서도 가구단위로 조사․제공되기 때문이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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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실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해 적용되는 다양한 요건과 예외 

규정이 있지만, 패널자료에서 조사․제공되는 정보들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동일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시점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의 모형화 작업은 제한되고 부족하지만 패널

자료에서 조사․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써 이해될 필

요가 있다. 

2. 근로장려세제

  가. 개요 및 수급 대상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기존의 소득세제 체계 내

에서 세액공제의 형태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

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표 4-4〉 근로장려세제와 소득세법의 비교

구  분 근로장려세제(조특법) 소득세법

적용단위 가구(부부) 개인

근로장려금 
성격

세액공제액의 기납부세액 간주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해당 개념 없음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없는 것으로 함)

적용계층 근로자가구적용 근로자, 사업자적용

41) 다만 한 가구 내에 두 쌍 이상의 부부가 있다거나, 혹은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들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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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에서 보듯이,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

된 가구 단위이다. 이를 위해 모형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납세자 중심으로 

재구성한 개인들의 가구 내 지위를 이용하여, 가구 내에서도 부부와 자녀

로만 구성된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모형화하였다.  

  나. 수급 조건 

2011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수급조건은 크게 소득요건, 부양요건, 주택

요건 및 재산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

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각 요건과 그에 따른 모형 구축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

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는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을 모두 합산한 가구의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의

미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제외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기

타소득은 그 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 “0”으로 계상하여 총소득의 인위

적인 조정을 방지하고 있다. 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은 일시적 소득으로 총

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86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본 모형에서의 총소득은 개인단위로 제공되는 상용근로소득 혹은 임

시․일용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상용․임시․일용 소득)과 사

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지만, 가구단

위로 제공되는 소득들은 제외한다.

2) 부양요건

부양요건은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 이어야 하는 것으로써, 부양자

녀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된다.42)

모형에서는 납세자 중심으로 재편된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식별하여 동 조건을 적용한다. 이때, 부양자녀의 범위

에는 18세 미만 혹은 18세 이상이지만 장애등급이 1․2급인 자녀도 포함

하였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조손 가구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주택요건

주택요건은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주택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형 주택이어야 한다. 

모형에서는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변수인 집의 점유형태가 ‘자가’이외

인 경우, 혹은 ‘자가’ 응답자 중 집의 가격이 5천 만원 이하인 경우로 해당 

42)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제2급 장애등급 해당자(정신지체인 등의 경우 제3급 해당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3급이상 해당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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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가방법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증권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주식, 

채권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및 채권: 액면가액

골프장 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토지상환채권

․ 주택상환사채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분양권: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 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 액면가액

요건을 적용하였다. 이때, 집 가격은 복지패널에서는 현재 시세를 조사한 

것인데 반해, 근로장려세제의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임을 고려하여, 응답

한 집 가격의 70%만을 반영하였다. 

4)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이어야 한다. 합산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

가방법은 <표 4-5>와 같다. 

〈표 4-5〉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과 평가방법

모형에서는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재산 항목 중 주택․토지․건물․회원권

은 70%를 반영하고, 전세보증금․예금․적금․주식․채권은 응답한 금액을 그

대로 사용하여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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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1) 수급자 선정

근로장려금은 위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된

다.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모형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

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요건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 다른 하나는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및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이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

이 달라지며, 2011년도 지급 기준과 금액은 <표 4-6>과 같다. 하지만, 실

제 지급액은 <표 4-7>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

급한다. 따라서 모형에서도 <표 4-7>의 산정표의 내용을 적용․지급한다. 

〈표 4-6〉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금액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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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근로장려금 산정표

(단위: 천원)

구 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초과 이하

점증구간

0 100 10

⋮ ⋮ ⋮

1,000 1,100 110

1,100 1,200 120

⋮ ⋮ ⋮

2,000 2,100 210

3,000 3,100 310

4,000 4,100 410

5,000 5,100 510

6,000 6,100 610

7,000 7,100 710

⋮ ⋮ ⋮

평탄구간 8,000 12,000 800

⋮ ⋮ ⋮

점감구간

13,000 13,100 640

13,100 13,200 624

13,200 13,300 608

⋮ ⋮ ⋮

14,000 14,100 480

15,000 15,100 320

16,000 16,100 160

⋮ ⋮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개요 및 수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

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

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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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범

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다. <표 4-8>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른 동 기준

의 적용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8〉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본 모형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만을 가구단위로 적용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패널을 통해선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가구 내 일부 가구원만 수급하거나 조건부 혹

은 특례 수급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모형에서는 모든 가구원이 수급 혹

은 비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일반수급에 대해서만 모형화한다. 

  나. 소득․재산 조사

기초생활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

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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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한 내

용과 본 모형에서 적용한 내용을 살펴본다. 

1) 소득조사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한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다. 

실제소득에는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는데,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

활,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

득(임대, 이자, (민간)연금), 기타소득(사적이전, 부양비, 공적이전)이 포

함된다.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하는 소득은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

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자립지원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아동분야사업안내) 등이며, 이

는 가구특성지출비용 성격으로 공제한다. 

그리고 장애인·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자활공

동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자

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 행정기관 및 공

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1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한다.

모형에서 소득평가액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자료에서 개

인단위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사업순소득, 기타소득을 가구단위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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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개인자료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연금형태의 소득(국민연금, 

산재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가구단위로 합산한다. 다음으로 가구단

위로 제공되는 재산소득, 농림축산업 소득을 추가로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구한 월 평균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출한다. 

이때,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라고 응답한 장애우의 근로소득은 50%, 비장애인의 근로소득은 30%, 그

리고 65세 이상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였다. 한편, 

기초생활제도 상 대부분의 공적이전소득은 실제 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만을 가구특

성에 따른 지출비용으로 공제된다. 하지만, 모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

고 기초노령연금 역시 소득조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사적이

전소득에는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혹은 기타 사람으로부터의 보조

금(현금 및 현물)과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이 제공한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였다. 

2) 재산조사

재산조사의 범위는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로 구분된

다. 일반재산에는 주거용 재산을 포함해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

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종묘 및 각종 회원권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이 포함된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

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지급 

개선 전 연금저축, 보험해약 시 환급금 혹은 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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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액(가구당 연간 300만원, 총 9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및 희망키움

통장․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가입액 등은 공제한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모든 차량을 포함하지만, 가구 내 장애가구

원 혹은 배기량 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처

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43), 본인 소비분44), 자연적 소비금

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

재산으로 산정한다.

부채는 <표 4-9>와 같이 그 출처와 형태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

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표 4-9〉 부채의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분 인정여부

부채 출처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사채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화해․조정조서) 

사채만 인정

임대보증금 ○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43)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44)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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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는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재산 항목 중 주택․토지․건물․회원권

은 시세를 반영하여 응답한 금액의 70%를 반영하고, 전세보증금은 입력

된 금액에 동 제도에서 적용하는 보정계수(0.95)를 적용하여 일반재산 가

액을 산출한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은 응답한 금액을 그대로 사

용하여 합산한다. 그리고 기타소득 내 보상금, 사고보험금, 퇴직금, 사회

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동 제도 상 공제

되는 생활준비금(300만원)과 복지패널의 희망키움통장 연간 적립금을 공

제하여 최종적인 금융재산 가액을 산출한다.45)

자동차는 가구 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부채

는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빚, 그리고 전세보증금만을 포함한다. 

한편, 기초생활에서는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

성된 가구의 재산은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

례)한다. 이때,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

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

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어야 하는 조건 역시 만족해야 한

다.46) 

이에 모형에서는 ‘근로능력 정도’에서 근로 혹은 단순근로 가능한 자가 

가구 내 한 명도 없는 가구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정

의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예외적인 가구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는 제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

산한다. <표 4-10>은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며, <표 4-11>은 각 재산종

45)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46) 이외에도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도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데, 모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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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류별 소득환산율이다. 이때,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

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표 4-10〉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표 4-1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4.17% 월 6.26% 월 100%

  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1) 수급자 선정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앞에서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표 4-12>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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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지급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생계급여․주거급여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로 지급한다. 그리

고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한다.  

〈표 4-12〉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타 지원액(B) 96,539 164,377 212,646 260,917 309,187 357,456 405,725

현금급여기준

(C=A-B)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주거급여액(D)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312,381 354,564

생계급여액

(E=C-D)
351,678 598,803 774,642 950,481 1,126,320 1,302,159 1,477,998

주: 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 가구: 2,050,584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입학 또는 재학자 수에 따라 <표 4-13>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할

당하였다. 다만, 장제급여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

금은 연간 121.5만원으로 가정하였다.47)

47)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은 지역과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경남지역 수업료의 경우 공․

사립 고등학교(1급지 평준화 시지역 일반고 기준)는 연간 1백19만8천800원, 방송통신

고는 연간 8만2천800원이다. 그리고  공․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시지역 기준)은 1만4
천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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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및 적용 여부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적용여부

교육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고등학생, 1인당

115.7천원 지급(연 1회)

- 부교재비: 중학생, 1인당 34.9천원 지급(연 

1회)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1인당 48천원 지

급(학기당 24천원씩 연 2회)

○

해산
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50만원(쌍둥이 출산시 100 만원) ○

장제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50만원  ×

4. 기초노령연금

  가. 개요 및 수급 대상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

이 매년 결정ㆍ고시 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수급자 선

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는 신청자 본인(65세 이상자)과 배우자(연령 무

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득․재산 조사

1) 소득조사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실제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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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림ㆍ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다. 하지만, 기초생활

제도 등에 비교하면 소득조사 대상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상

대적으로 넓다. 먼저, 상시근로소득 공제(개인별 40만원, 2011년 기준)

가 있으며, 이는 노인부부로서 만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 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음으

로 일용근로소득을 공제48)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

활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 

역시 제외된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포함된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각종 법

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이 포함된다. 

한편, 소득조사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은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각종 수당ㆍ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인 연금 급

여, 기타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ㆍ급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당 및 급여 

등이 있다. 

모형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먼저 식별하고, 이들의 배우자를 찾

아 부부로 식별한다. 한 가구 내 노인부부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부에

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이것을 기초로 복지패널에서 개인단

위로 제공하는 상용근로소득(임시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순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을 합산하고,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농림어업․축

산소득, 재산소득을 추가로 합산한다. 이때, 한 가구 내 2쌍의 노인부부

가 있는 경우에는 한쌍의 부부에게만 가구단위의 소득금액을 부여한다.  

48)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소득에 포함
된 일용직근로소득 금액만큼 공제한 후 반영한다.



제4장 Tax-Benefit 모형의 개발 99

다음으로 근로형태가 ‘자활․공공․노인일자리’인 경우 해당 소득을 공제하

고, 근로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였다. 

2) 재산조사

재산가액 산정은 재산의 종류별로  그 기준이 다르지만, 토지, 건물, 주

택,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의 경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기

준으로 산정하고,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

정한다. 임차보증금 등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산정하되, 주거목적의 경우

에만 계약서상의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는 별도 산정기준이 있다.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평균잔액, 해약 시 환급금, 액면가액, 최종시

세가액 등으로 한다. 조사대상에는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주식, 수익증

권, 출자금, 출자 지분,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연

금저축(연금 개시 전 잔액)과, 각종 보험상품이 포함된다. 

한편,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를 재산산정에

서 제외한다. 공제금액은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과 관계없이 ‘가구’ 기준

으로 2,000만원이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그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

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한다. 금융기관 외 대출금은 ① 공공기관 대출금, ② 법에 근거한 공

제회, ③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을 부채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주택 등 공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7천 5

백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 

이외에 기타(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년간 본인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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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

도 증여에 해당한다. 

  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1) 수급자 선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써, 소

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재산의 소득환산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차감하는 지

역별 기본재산가액은 <표 4-14>와 같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

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환산율(5%)을 적용한다. 

〈표 4-14〉 기본재산액: 기초노령연금제도

구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10,800

중소도시  6,800

농어촌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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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을 통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수급유형별 선정기준액 이하

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다(표 4-15 참조). 

〈표 4-15〉 2011년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제도

(단위: 원/월)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740,000 1,184,000

주: 1) 노인단독：신청인이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노인부부：신청인이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배우자 연령 무관)가 있는 경우

2) 급여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유형과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급여 금액이 다르면, 

그 내용은 <표 4-16>과 같다. 

〈표 4-16〉 기초노령연금 급여(2011.1~2011.3 적용 기준)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이하

연금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10.4만원 미만
 110.4만원 이상

~112.4만원 미만

 112.4만원 이상

~114.4만원 미만

 114.4만원 이상

~116.4만원 미만

 116.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연금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6.4만원 미만
 106.4만원 이상

~110.4만원 미만

 110.4만원 이상

~114.4만원 미만

 114.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연금액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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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연금 및 수당 

  가. 개요 및 수급 대상

2011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장애인 연

금,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재편되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경증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소득․재산 조사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 내용은 기초노령

연금과 유사하며,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의 소득․재산 조사의 내용은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

한 내용이다. 한편, 장애인 연금의 수급을 위한 조사대상은 장애인 본인

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배우자는 장애 유무에 관계없다.

1) 소득 조사

 
소득조사 범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개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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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퇴직연금),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이때, 재정지

원 일자리 참여소득(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상시근로소득 중 1인당 40만원(중증장애인 본인

과 배우자 모두 적용)이 공제된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포함된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각종 법

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이 포함된다. 

한편, 소득조사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은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각종 수당ㆍ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인 연금 급

여, 기타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ㆍ급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당 및 급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제도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

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

료 임차소득과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다. 

모형에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먼저 식별하고, 이들의 배우자

를 찾아 부부로 식별한다. 한 가구 내 2쌍의 부부가 존재하는 경우 각 부

부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이것을 기초로 복지패널에서 개

인단위로 제공하는 상용근로소득(임시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을 합산하고,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농림어

업․축산소득, 재산소득을 추가로 합산한다. 이때, 한 가구 내 두 쌍의 장애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한 쌍의 부부에게만 가구단위의 소득금액을 부여

한다. 다음으로 근로형태가 ‘자활,공공,노인일자리’인 경우 해당 소득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별로 40만원을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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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형에서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사적이전소득(무료 임차소득

과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은 소득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재산조사 

재산가액 산정은 재산의 종류별로  그 기준이 다르지만, 토지, 건물, 주

택,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의 경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기

준으로 산정하고,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

정한다. 임차보증금 등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산정하되, 주거목적의 경우

에만 계약서상의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는 별도 산정기준이 있다.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평균잔액, 해약 시 환급금, 액면가액, 최종시

세가액 등으로 한다. 조사대상에는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주식, 수익증

권, 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연금

저축(연금 개시 전 잔액)과, 각종 보험상품이 포함된다. 

한편, 일상생활 유지 위한 필수 자금 성격의 금융재산은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제금액은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과 관계없이 ‘가구’ 기준으

로 2,000만원이다. 다른 한편,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1~6급 장애인 보

유 자동차도 전부 포함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그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

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한다. 금융기관 외 대출금은 ① 공공기관 대출금, ② 법에 근거한 공

제회, ③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을 부채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주택 등 공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7천 5

백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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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

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 5%로 한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기본재산액(주거공제)에 대한 지역별 공제금액과 공제방식은 기초노령

연금과 동일하다. 즉, 일반재산에서만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금융재산(별도 2,000만원의 공제 

금액 적용함)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 지급

1) 장애인 연금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

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2011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는 차상위초과자로 정의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만 

18~64세의 수급자49)에게 지급된다. 2011년 3월 기준 최고 지급액 기준

은 월 9만원이며, 수급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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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4-17~표 4-19 참조). 

〈표 4-17〉 장애인 연금 지급액: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45만원 미만
 45만원 이상 

~47만원 미만

 47만원 이상 

~49만원 미만

 49만원 이상 

~51만원 미만

 51만원 이상 

~5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표 4-18〉 장애인 연금 지급액: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76.8만원 미만
 76.8만원 이상 

~78.8만원 미만

 78.8만원 이상 

~80.8만원 미만

 80.8만원 이상 

~82.8만원 미만

 82.8만원 이상 

~8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표 4-19〉 장애인 연금 지급액: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72.8만원 미만 
 72.8만원 이상 

~76.8만원 미만

 76.8만원 이상 

~80.8만원 미만

 80.8만원 이상 

~8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모두 적용한 결과임

49) 65세 이상 자에게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
급여는 미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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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표 4-20>과 같이 소득수

준을 고려해 차등지급한다. 

〈표 4-20〉 부가급여 지급 기준과 내용: 장애인 연금

구분 18~64세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6만원 15만원1)

차상위 계층 5만원 5만원(12만원2))

차상위 초과자 2만원3)

주: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5만원 지급
     2) 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12

만원 지급

     3)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부가급여 2만원 지급(2011. 1. 1부터 지급함)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써, 

2011년 기준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기준금액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기준: 장애인 연금

(단위 : 원/월)

구분 최저생계비1) 최저생계비의 120%

1인 532,583 639,100

2인 906,830 1,088,196

3인 1,173,121 1,407,745

4인 1,439,413 1,727,296

5인 1,705,704 2,046,845

6인 1,971,995 2,366,394

7인 2,238,287 2,685,944

주: 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 시마다  266,291원씩 증가 (8인 가구 : 
2,504,5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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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수당(경증)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이 지급대상이다. 선정기준

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으로써,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와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거의 동일하다. 단, 소득

조사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를 적용하지 않으며, 부양의

무자 기준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하며,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월 2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을 지급한다. 본 모형에서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이 지급대상이다.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 기준과 내용은 장애수당과 동일하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표 

4-22>와 같이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표 4-22〉 장애아동수당: 장애정도별 지급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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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육료 지원

  가. 개요 및 수급 대상

보육료․양육수당은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

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도에서 정하는 가

구원의 범위는 <표 4-23>과 같다. 

〈표 4-23〉 가구원의 범위: 보육료 지원 사업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 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② 별도 주민등록 ∙  부모 및 형제자매

③ 외국인 ∙ 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료), 12세 이하 아동(방과후 보육료)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12

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하지만, 지급대상 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위 요건에 해

당하는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모형에서는 자녀

를 포함한 부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소득․재산 조사에서도 이를 고려한

다. 즉,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개인단위의 소득은 자녀의 부모에 대해서

만 합산한다. 반면에 가구단위로 제공하는 소득과 대부분의 재산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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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소유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녀의 부모의 소유로 간주한다. 

그리고 모형에서는 조손가구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소득․재산 조사

보육료 지원 사업 이외에도 대부분의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

득․재산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와 내용이 다른 경

우만을 설명한다. 

1) 소득조사

소득조사의 범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

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

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이 포함된다. 기타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시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

우에는 공제되는 소득은 없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벌이가구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아

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이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 

부모 모두가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산정 시 부부합

산소득의 25%를 차감후 산정한다. 단, 차감되는 소득이 부부 소득 중 낮

은 소득보다 클 수 없다. 

모형에서는 조사대상 부부의 소득으로 개인단위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사업순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산재, 국민연금)과 가구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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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축산소득과 재산소득만을 조사한다. 그리고 일시금 성격의 소득은 

금융재산으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조사대상 부부 모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들의 합산소

득의 25%를 공제한 75%의 소득만을 최종적인 소득평가액으로 산출한다. 

2) 재산조사 

재산조사의 범위는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로 구분되

고, 각 유형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와 범위(부채 포함)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산조사와 동일하다. 다만,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조

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도 보육료 지원 대상 부부를 선정하기 위한 재산의 

종류, 내용 및 처리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공적이전소득의 일시금을 

개인자료에서 조사대상 부부의 금액을 포함하고,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기

타소득 내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은 제외한다. 

다음으로 소득환산액 산식을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0원”으로 처리한다. 이때, 재산의 종류별 환산

액과 기본 재산액은 <표 4-24>와 <표 4-25>를 참조한다. 기본재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

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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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보육료 지원 사업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4.17%÷3 월 6.26%÷3 월 100%÷3

〈표 4-25〉 기본재산액: 보육료 지원 사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주: 대도시는 특별시는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는 도의 “시”. 농어촌은 도의 “군”.

  다.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

모형화한 보육료 지원은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이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앞에서 산출한 소

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수급가구를 선정․지원한다.

한편, 법․제도상으로는 타 제도50)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지급한다. 이에 모형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듈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아동에게도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50)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

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⑧ 장애아 보육료 신청가구
    ⑨ 다문화 보육료 신청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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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과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다. 만 0~4세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4세 이하 아동 중에서 영유아가구의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이다. <표 4-26>은 2011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인데, 앞에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표 4-26>의 기준소득액 이하

인 경우 <표 4-27>의 지원금액을 해당 아동에게 지급한다.

〈표 4-26〉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 보육료 지원(만 0~4세아)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70% 이하 416 480 537 588

방과후 보육료 141 173 205 237

주: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표 4-27〉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금액

(단위: 원)

자격구분 지원 대상 연령 정부지원 단가

영유아
영유아가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만0세 394,000

만1세 347,000

만2세 286,000

만3세 197,000

만4세 177,000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만4세 보육료의 50%

만5세아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취학 전 만5세아로서 가구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의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연령에 관

계없이 월 17만 7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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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 보육료 지원(만 5세아)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6 480 537 588

 주: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함.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12세 이하  아동으로써 장애51)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은 39만 4천원(방과 후 장애아동：

19만 7천원), 일반 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은 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 후 

장애아동：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을 지급한다. 

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일괄적으로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

반에 편성된 아동으로 간주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다문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사업 (’11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재가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지

원)이 있지만, 본 모형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7. 한부모 가족 지원 

  가. 개요 및 수급 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한부모

(보호대상자)에게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를 지급한다. 좀 더 구체

51)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혹은 장애인복

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
단서 제출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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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급대상은 세대주(보장자)인 母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

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이다. 이때,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자녀의 지원연령은 첫째아이의 연령을 기

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만18세(취학시 만22세)를 넘어서거나 혹은 결

혼하여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나머지 가구 구성원을 기초로 한부모가

구를 선정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 

모형에서는 18세 미만 혹은 22세 미만의 재학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식별한다. 그리고 이들과 부모 혹은 형제자매 관계인 자들을 식별함으로

써,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후보 가족들을 선정한다. 한편, 법․제도상으로

는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생계나 주거를 같

이하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도 수급 대상이지만, 모형에서는 이들 조손가구들은 제외한다. 

  나. 소득․재산 조사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 및 “2011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를 준용하고 있다. 

이에 간략하게 말하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공제하여 산출

한다. 실제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민간)

연금), 기타소득(사적이전, 공적이전)이 포함된다. 

재산조사의 범위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

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생활준비금(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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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제하고 있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역시 공제한다. 

정리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내용은 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전 가구원이지만, 한부모가족 사업의 경우에는 18

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들)만 둔 부 혹은 모의 소득만을 조사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복지패널에는 일부 소득과 재산이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단위

로만 제공됨으로써,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들)만 둔 부 혹

은 모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모형에서는 개인

단위로 제공되는 변수들은 최대한 이를 반영하여 해당 개인들의 소득으

로 포함시키지만, 가구단위의 소득․재산을 이들의 소득․재산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다. 선정 기준 및 급여 내용

2011년 보호대상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

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된다. 가구원수는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

(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18세미만 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52)

그리고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2011년 최저생계

비 130%이하인 가구를 수급가구로 선정한다. 수급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아동양육비)을 지급하고, 고등학

생 자녀에 대해선 입학금과 수업료(아동교육지원비)를 전액 지급한다. 아

52) 법․제도상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의 자녀 2명, 근로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친정(친)어머니로 이루어진 가구는 3인가구를 적용(母 또는 父
와 자녀 2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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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육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중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과 동일한 연간 121.5만원으로 일괄 지급하였다. 

〈표 4-29〉 2011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주: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 시 소득인정액 346,179원씩 증가(7인 가구의 경우  

2,909,773원)

한편,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하지 않지만, 조손가구 중 경제적 실직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한다.53) 하지만, 모형에서는 동거하지 않는 가구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손가구는 일괄적으로 제외한다. 

 

제4절 모형에 대한 검토 

1. 조세 모형에 대한 검토 

  가. 납부세액 규모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 법제도상으로는 조손가구 중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손자녀의 부모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
에서 토지와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하고 포함시킨다. 하지만, 복

지패널 자료만으로는 이들 조손가구와 자녀부부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손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경우를 구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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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13조 2,918억 원이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은 15조 5,863억 원

이다. 

복지패널은 6차 년도 조사부터 세금(액)을 세분하여 가구단위로 조사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

산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조사․입력된 금액을 일반 가구 

가중치(모수추정)를 적용하여 그 총액을 각각 추정해 보면, 근로소득세액

은 13조 3,549억 원(실제 대비 약 86%)으로써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액은 3조 5,239억 원, 즉 실제 대비 약 

26%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지나치게 과소 보고되고 있다.

조세모형을 통해 산출한 각 세액을 일반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

한 근로소득세액은 14조 582억 원(실제 대비 90.2%), 종합소득세액은 

16조 2, 704억 원(실제 대비 122.4%) 수준으로써, 패널자료에 비교하면 

실적치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 하지만, 모형에서는 과세대상과 공제혜

택의 범위가 실제보다 좁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적치에 비해 세액이 더 

큰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정된 근로소득세액은 과소추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액은 실적치에 비해 납세액이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견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30〉 세액 비교: 국세통계연보, 복지패널 및 추계 결과

(단위: 억 원, %)

구분
국세통계 연보 복지패널 추계 결과

세액(A) 세액(B) 비율(B/A) 세액(C) 비율(C/A)

근로소득세액 155,863 133,549 85.68% 140,582 90.20%

종합소득세액 132,919 35,239 26.51% 162,704 122.41%

주: 복지패널과 추계결과의 각 세액은 패널자료의 일반 가중치(모수추정)를 적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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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 자료마다 산출한 세액의 소득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

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그 범위로써, 통상적인 근로소득과 학습지 및 보험판매업의 사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액은 일반적인 사업소득 외에도 연금․

이자․배당 소득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 소득을 범위로 한다. 한편, 근로소

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자는 연말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

산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마지

막으로 국세통계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고 있다. 

조세모형에서 근로소득세액은 기본적으로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소득세액은 자료에서 제공하는 사업순

소득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산출한다. 이때, 농림축산어업에 대한 사업순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당시에는 근로소득만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

한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은 산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

용근로소득은 근로한 일수마다 1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데, 패널자료에

는 일용직 근로소득자를 판별하기도 힘들뿐더러, 나아가 근로일수 자체

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패널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분리하여 설문조사하고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다. 추측컨대 근로소득

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패널자료상으로는 이를 확인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자료에서 근로소득세, 종

합소득세, 혹은 양자 모두에 대한 조사내용을 <표 4-31>을 통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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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표 4-31>에서 보면, 패널조사 응답자 중 52.2%가 0 이상의 

납세액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0 이상의 납세액이 있다고 보고한 가구가 24.1%에 이른다.  종합소득세

만을 납부했다는 가구를 더하면, 전체 가구 중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가구

가 전체 가구 중 45.1%에 이른다. 반면, 근로소득세만을 납부한 가구는 

7%에 지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가구

는 31.1% 수준이다. 

〈표 4-31〉 납세 유형 비교: 패널 vs. 추정 

출처 　가구유형 가구수

가구당  평균 세액(만원) 총 세액(억원)

근로 
소득세

종합 
소득세

근로 
소득세

종합 
소득세

복지 
패널

비납세가구 2,743(47.8) - - - -

근로소득세>0, 

종합소득세=0
401( 7.0) 64 - 11,362 -

근로소득세=0, 

종합소득세>0
1,206(21.0) - 33 - 12,915 

근로소득세>0, 

종합소득세>0
1,385(24.1) 201 37 122,473 22,683 

계 　 170 36 133,835 35,598 

추정

비납세가구 3,380(58.9) - - - -

근로소득세>0, 

종합소득세=0
1,518(26.5) 188 - 127,006 -

근로소득세=0, 

종합소득세>0
586(10.2) - 588 - 123,805 

근로소득세>0, 

종합소득세>0
251( 4.4) 117 335 13,577 38,899 

계 　 177 498 140,582 162,704 

주: 괄호(-)안의 비중은 전체 가구수(5,735) 대비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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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조세모형을 통해 근로소득세만을 납부하는 가구는 

26.5%,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한 가구는 4.4% 수준이

다. 반면에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한 가구는 10.2%이다. 한편, 비납세가

구54)의 비중이 패널자료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온다. 이것은 본 모형

에서 일용근로소득과 농림축산어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

과 소득이 있지만 결정세액이 ‘0’인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55)

정리하면, 조세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의 신뢰성을 복지패널의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하기에는 복지패널의 정보가 불분명하고, 일정

부분 오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를 동시에 납부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24.1%에 이르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를 월평균 개념으로 질문․조사하

고 있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과는 다소 괴리

가 있다.56)

  나. 공제항목별 수급 규모 및 비중

<표 4-32>~<표 4-33>에서는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및 

과세현황과 조세모형에서 추정한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한다. 이

때, 실적치와의 비교를 위한 추정 세액의 총액 및 평균액은 일반 개인가

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54) 비납세가구에 속하는 가구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하나는 가구소득이 ‘0’인 경우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있지만 소득공제 등을 통해 최종 결정세액이 ‘0’인 경우이다.

55) 조세모형에서 고려하는 소득(근로소득과 사업순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3,695가구이

다. 이외의 소득(연금, 이자, 배당 소득 등)만으로 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가구 역시 존재
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6) 소득은 연간 총액 단위로 질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납세액도 연간단위로 조사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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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4-32>에서는 근로소득세제 공제혜택의 전체 규모와 납세자 

당 평균 공제액을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납세자 일인당 공제혜

택 평균에 대한 추정결과와 실적치를 보면(비교의 D/B), 상당히 유사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작거나 큰 항목은 

특별공제 내 (건강)보험료(0.5)와 기부금 공제(1.5)이다. 

총액기준으로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신용카드 공

제가 실적치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은 2.3배, 다자

녀 추가공제는 1.9배로 나타난다. 이외의 항목은 1배~2배  미만으로 대

부분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건강보험료 공제가 평균과 함께 총액 측면에

서도 과소 추계되고 있다.  

<표 4-33>은 과세대상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수 대비 각 공제항목별 

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비중을 실적치와 추정결과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개별항목별로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신용카드 등’의 공제로써 

추정한 결과는 그 비중이 89%에 이르지만, 실적치의 경우에는 42%에 지

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써 

8.8%p 더 크게 추정되고 있다. 한편, 표준공제의 경우에는 특별공제 합

계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추정결과가 13.8%p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특별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

한다.57)

57)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동 항목의 총 공제금액에 대한 비교결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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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공제항목별 비교

 (단위: 백억 원, 백만 원)

　

　

국세통계연보 추정세액 비교

총액
(A)

평균 
(B)

총액
(C)

평균 
(D)

C/A D/B

급여총계[B] 40,109 26.4 - -

과세대상근로소득[C] 39,629 26.2 49,358 25.7 1.2 1.0

  근로소득공제 12,968 8.6 17,294 9.0 1.3 1.1

근로소득금액 26,661 17.6 32,064 16.7 1.2 1.0

  소득공제 12,195 8.1 18,321 9.6 1.5 1.2

  인적공제 4,877 3.2 6,544 3.4 1.3 1.1

    기본공제 4,007 2.6 5,453 2.8 1.4 1.1

    추가공제 739 1.6 841 1.7 1.1 1.0

  다자녀추가공제 130 0.6 251 0.7 1.9 1.0

  국민연금보험료 961 1.1 1,677 1.4 1.7 1.3

  연금보험료공제 363 2.6 - -

  특별공제 3,940 5.1 5,006 3.9 1.3 0.7

    보험료 1,656 2.2 1,220 1.1 0.7 0.5

    의료비 579 2.1 958 2.1 1.7 1.0

    교육비 993 3.4 1,013 2.4 1.0 0.7

    주택임차차입금 20 1.3 - -

    월세액 1.4 1.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5 2.6 702 2.5 3.4 1.0

    기부금 486 1.2 1,112 1.8 2.3 1.5

  표준공제 303 0.9 619 1.0 2.0 1.1

  조특법상소득공제[D] 1,749 2.6 4,475 2.6 2.6 1.0

    퇴직연금소득공제 3 1.7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2 0.5 - -

    연금저축소득공제 418 2.2 692 2.1 1.7 0.9

    소기업소상공인공제 1.4 2.4 - -

    주택마련저축 121 1.1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0.3 3.2 - -

    신용카드소득공제 1,156 1.8 3,783 2.3 3.3 1.2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20 3.0 -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1 0.5 - -

과세표준 14,466 15.6 16,653 14.8 1.2 0.9

산출세액 1,829 2.0 1,860 1.7 1.0 0.8

  세액공제 267 0.3 - -

    근로소득세액공제 258 0.3 327 0.3 1.3 1.0

결정세액 1,559 1.7 1,533 1.4 1.0 0.8

   주: 1) 총액은 백억 원, 평균은 백만 원 단위임. 
        2) 평균치는 직접 계산한 것임.

출처: 2011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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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공제항목별 수혜 비율 비교

구분
수혜비율

차이
국세청 추정

과세대상근로소득[C] 100% 100% 0.0 %p

  근로소득공제 100% 100% 0.0 %p

근로소득금액 100% 100% 0.0 %p

  소득공제 100% 100% 0.0 %p

  인적공제 100% 100% 0.0 %p

    기본공제 100% 100% 0.0 %p

    추가공제 30% 34% 3.1 %p

  다자녀추가공제 14% 18% 4.4 %p

  국민연금보험료 60% 54% -5.8 %p

  연금보험료공제 9% - -

  특별공제 51% 63% 12.8 %p

    보험료 51% 54% 3.4 %p

    의료비 18% 27% 8.5 %p

    교육비 19% 20% 0.9 %p

    주택임차차입금 1% - -

    월세액 0% 0% -0.1 %p

    장기주택저당차입금 5% 14% 8.8 %p

    기부금 27% 26% -1.5 %p

  표준공제 23% 37% 13.8 %p

  조특법상 소득공제[D] 45% 91% 45.7 %p

    퇴직연금소득공제 0%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3% - -

    연금저축소득공제 12% 14% 1.5 %p

    소기업소상공인공제 0% - -

    주택마련저축 7%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0% - -

    신용카드소득공제 42% 89% 46.9 %p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0% -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 - -

과세표준 61% 49% -11.6 %p

산출세액 61% 49% -11.6 %p

  세액공제 61% - -

    근로소득세액공제 61% 49% -11.5 %p

결정세액 61% 49% -11.4 %p

   주: 1) 총액은 백억 원, 평균은 백만 원 단위임. 
        2) 각 비중은 직접 계산한 것임.
출처: 2011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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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표 4-35>에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에 대한 신고 및 과세현황과 조세모형에서 추정한 결과를 좀 더 세부

적으로 비교한다. 추정 세액의 총액 및 평균액은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일반 개인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표 4-34>에서는 종합소득세제 공제혜택의 전체 규모와 납세자 

당 평균 공제액을 비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세와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균 측면에서 볼 때, (건강)보험료 공제(0.3)가 근

로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반면, 표준공

제가 실적치에 비해 1.6배 정도 큰데, 이것은 모형에서 납세자를 모두 성

실신고 납세자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것이 원인이라

고 할 수 있다.58)

총액기준으로 보면, 기부금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추정 규모가 각각 1.8

배와 1.7배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는 항목은 교육비(0.3배), 보험료(0.01배), 의료비(0.5배)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0.5배)인데, 이들 항목은 종합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공제혜택 항목이다. 

다음으로 <표 4-35> 역시 각각의 공제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의 비중에 

대해 실적치와 추정치를 비교하고 있다. 개별항목별로 볼 때, 가장 큰 차

이가 나는 것은 표준공제로써 동 항목은 사업소득자에게 일괄적으로 부

여하는 혜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치의 경우 수급비중이 80%에 

지나지 않는 것은 현실에서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기부금 공제가 7.7%p 

높게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공제는 6.4%p 적게 추계되고 있다. 

58) 법제도상으로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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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2010년 종합소득세 공제항목별 비교

(단위: 백억 원, 백만 원)

　

국세통계연보 추정세액 비교

총액
(A)

평균
(B)

총액
(C)

평균
(D)

C/A D/B

과세소득금액 10,027 27.3 14,056 35.4 1.4 1.3

소득공제 2,723 7.2 3,058 7.7 1.1 1.1

  인적공제 1,484 3.9 1,606 4.0 1.1 1.0

    기본공제 1,221 3.2 1,333 3.4 1.1 1.0

    추가공제 215 1.3 201 1.6 0.9 1.3

  다자녀추가공제 48 0.7 72 0.7 1.5 1.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344 1.6 594 2.4 1.7 1.5

  특별공제 424 5.0 346 2.6 0.8 0.5

    보험료 127 2.1 5 0.6 0.0 0.3

    의료비 45 2.4 25 1.7 0.5 0.7

    교육비 87 4.2 24 2.8 0.3 0.7

    주택자금 13 2.9 14 1.7 1.0 0.6

    기부금 152 2.5 279 2.4 1.8 1.0

  표준공제 187 0.6 377 1.0 2.0 1.6

  조특법상소득공제 258 2.9 135 2.0 0.5 0.7

    퇴직연금소득공제 1 2.0 - -

    개인연금저축소득 5 0.5 - -

    연금저축 125 2.4 84 2.4 0.7 1.0

    신용카드 101 2.6 52 1.5 0.5 0.6

    정치자금 1 1.0 - -

    기타 26 1.8 - -

과세표준 7,526 24.9 11,096 30.7 1.5 1.2

산출세액 1,484 4.9 1,764 4.9 1.2 1.0

  세액공제 114 0.6 - -

  소득세법상세액공제 94 0.8 - -

    근로소득세액공제 21 0.3 6 0.2 0.3 0.6

  조특법상세액공제 20 0.2 - -

  세액감면 53 0.8 - -

결정세액 1,318 4.5 1,758 4.9 1.3 1.1

   주: 1) 총액은 백억 원, 평균은 백만 원 단위임. 
        2) 평균치는 직접 계산한 것임.

출처: 2011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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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2010년 종합소득세의 각 공제혜택별 수급자 비율 비교

구분
수혜비율

차이
국세청 추정

과세소득금액 100.0% 100.0% 0.0 %p

소득공제 100.0% 100.0% 0.0 %p

  인적공제 100.0% 100.0% 0.0 %p

    기본공제 100.0% 100.0% 0.0 %p

    추가공제 46.2% 39.8% -6.4 %p

  다자녀추가공제 19.7% 22.6% 2.9 %p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8.4% 55.7% -2.7 %p

  특별공제 23.1% 29.2% 6.1 %p

    보험료 16.4% 2.3% -14.1 %p

    의료비 5.2% 4.1% -1.1 %p

    교육비 5.7% 2.0% -3.7 %p

    주택자금 1.2% 1.7% 0.5 %p

    기부금 16.8% 24.5% 7.7 %p

  표준공제 80.0% 94.8% 14.8 %p

  조특법상 소득공제 24.0% 16.4% -7.6 %p

    퇴직연금소득공제 0.1% - -

    개인연금저축소득 2.7% - -

    연금저축 14.2% 7.8% -6.5 %p

    신용카드 10.7% 9.4% -1.3 %p

    정치자금 0.4% - -

과세표준 82.4% 85.7% 3.3 %p

산출세액 82.4% 85.7% 3.3 %p

  세액공제 51.1% -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32.9% - -

    근로소득세액공제 19.7% 7.4% -12.3 %p

  조특법상 세액공제 30.3% - -

  세액감면 17.8% - -

결정세액 80.2% 85.7% 5.5 %p

   주: 1) 총액은 백억 원, 평균은 백만 원 단위임. 
        2) 각 비중은 직접 계산한 것임.
출처: 2011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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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급여 모형에 대한 검토

구체적인 검토 과정에 앞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은 개인의 범주별 특성(연령, 

장애여부 등)과 함께, 소득(인정액)이 각 제도가 정하는 선정기준액 미만

일 것을 요구한다. 이때, 개인의 범주별 특성은 복지급여 신청 당시의 특

성을 의미할 것이다. 반면에 소득인정액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

한 소득․재산조사는 신청 직전의 일정 기간 동안의 상황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각 제도마다, 혹은 조사대상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전년도의 소득 혹

은 신청 직전 3개월 간의 소득을 월평균으로 하거나, 아니면 신청 당시 시

점의 금액을 고려한다.

하지만, 본 모형에서 구축한 복지급여 모형은 이러한 현실과는 다소 괴

리가 존재한다. 즉, 현재의 복지급여 모형은 2010년 개인의 범주별 특성

과 소득․재산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별 2011년 기준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좀 더 현실과 가까운 완성된 형태의 

모형은 2010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2011년의 범주별 특성을 적용

하는 모형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형이 추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선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가구의 범주별 특성이 1년이라는 시간 차이로 크

게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현재 모형의 문제

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 2010년 개인의 범주별 특성 중 연령에 대해선 

2011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검토한 바,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물론, 가구구성의 변화(가구원수, 동거․혼인․이혼, 출산 및 사망 등)

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모형의 논리적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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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이러한 문제와 현재 진행 여건 상 복지모형에 대한 검토는 2010

년(6차), 2011년(7차)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함께 고려한다. 

  가. 수급 규모

<표 4-36>은 복지급여별 수급가구수, 전체 가구 내 수급가구 비중 및 

총수급액60)에 대한 추정결과를 복지패널 6,7차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

고 있다.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장애연금 및 수당, 기초노령연금, 근로장

려세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패널자료와 추정결과의 차이는 대략

적으로 1~2%p 정도 높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양호

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형은 실제 법제도상의 모든 

요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는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의 경우는 복지패널은 6,7차 모두 8%인데 비해, 추

정결과는 5% 수준으로 과소추정되고 있다. 복지모형의 경우, (실질적) 조

손가구의 아동과 다문화 가족의 아동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소 과소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총

수급액 측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부모가족 지

원의 경우는 과대추정되고 있는데, 가구수, 비중 및 총수급액 모두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체 복지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판단된다.

59)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한 모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적인 내용을 5장에서 언급한다.

60) 총수급액은 일반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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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복지급여별 수급 가구수, 비율 및 총수급액 비교

(단위: 만 원)

종 류 출처 수급가구수
수급가구 

비중
(%)

총수급액
(억 원)

2011년 
지급실적
(억 원)

장애연금 및 
수당

복지패널6차 332 3.80 6,895 

 5,724복지패널7차 346 4.20 7,633 

추정 372 4.43 8,260 

기초노령연금

복지패널6차 2,057 19.34 40,447 

37,805복지패널7차 2,066 20.17 41,529 

추정 1,895 18.12 38,258 

보육지원

복지패널6차 407 8.38 39,936 

41,610복지패널7차 407 8.16 41,206 

추정 296 5.04 25,171 

근로장려세제

복지패널6차 78 1.35 1,942 

  4,020
*

복지패널7차 81 1.36 2,165 

추정 59 0.95 1,359 

국민기초생활
보장

복지패널6차 603 6.77 56,059 

40,359복지패널7차 592 6.69 53,573 

추정 659 6.84 66,745 

한부모가족지
원

복지패널6차 13 0.20 331 

　복지패널7차 18 0.28 427 

추정 53 0.68 1,257 

   주: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실적은 2010년 기준임.
출처: 2011년 지급실적: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의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별 통계(  

http://www.nabo.go.kr/Sub/Finance/fn02-212.jsp, 다운로드: 2013.11.10.)

한편, 총수급액을 각 복지급여별로 2011년 실제 지급규모와 비교한 결

과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추정결과가 패널조사에 비해서도 실적

치와 더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의 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65.24%로 나타나는데, 2011년 실제 수급비

중 67.0%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다.61)

61) 복지패널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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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복지급여 중 근로장려세제를 제외한 급여들은 실제 지급규모에 

비해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

은 복지패널 원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의 경우에는 패널자료와 실적치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

후 모형 개선 시 패널자료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다른 복지급여와는 반대로 추정결과

는 물론,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추정한 총지급액이 실적치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평균 수급액

<표 4-37>은 복지급여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과 2011년 지급실적에

서 총지급액과 수급 개인(혹은 가구)수를 이용해 산출한 평균 금액62)을 

비교하고 있다. 우선 모형을 통한 추정결과와 복지패널 조사상의 결과는 

가구당 평균 금액으로써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복지급여 모형에서는 

2011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모형화 함으로써, 가구 당 평균 금

액은 6차 패널 자료보다는 7차 패널 자료의 결과와 추정결과가 상대적으

로 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63)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추정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생계급여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지

만, 모형에서는 여기에 더해 주거급여액을 포함한 현금급여 기준에 상당

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62) 실적자료의 경우 수급단위를 천 혹은 만으로 하고, 금액은 백만 원 혹은 억 원으로 하

고 있다. 따라서 <표 4-37>에서 제시하는 평균 금액은 정확한 값이 아닌 근사치로 보아
야 할 것이다.

63)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6차 패널 자료와 추정결
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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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 기준 실적치의 경우에는 복지제도별로 평균 금액 산출단

위가 다르다. 근로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평균 금액인 

반면, 다른 복지급여는 수급자 일인당 평균치이다. 후자와 같은 경우, 각 

복지제도별로 수급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급여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를 고려할 때, 평균 수급액 측면에서 보면 실적치와 복지패널 자료로부터

의 추정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64)

〈표 4-37〉 복지급여별 평균 수급액 비교

(단위: 만 원)

복지 급여 종류 출처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

2011년 지급실적

평균금액 비고

장애연금수당

복지패널6차 105.7 136.3 장애인연금 수급자 일인당

복지패널7차 109.0
 44.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일인당

추정 108.8

기초노령연금

복지패널6차 121.9

 99.7 수급자 일인당복지패널7차 123.5

추정 123.1

보육료 지원

복지패널6차 277.8 400.7 영유아보육료 수급아동 일인당

복지패널7차 302.7
210.9 양육수당 수급아동 일인당

추정 291.2

근로장려세제

복지패널6차 83.8

 77.0
*

 수급 가구당 평균복지패널7차 95.3

추정 83.4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패널6차 482.7

474.3 수급 가구당 평균복지패널7차 480.1

추정 568.6

한부모가족지원

복지패널6차 95.4

　

　

　

　

복지패널7차 90.5

추정 107.4

   주: 1)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실적은 2010년 기준임.
        2) 2011년 지급실적의 평균 금액은 직접 산출함.

출처: 2011년 지급실적: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의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별 통계   
http://www.nabo.go.kr/Sub/Finance/fn02-212.jsp, (다운로드 일자 2013.11.10.)

64) 모형 개발 측면에서 보면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일단, 선정 이후 지급되
는 금액은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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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은 조세-복지급여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에 기초해서 경

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분배지수와 빈곤율을 6차 패널 자료를 이용한 결

과와 비교하고 있다. 즉, 추정결과는 모형에서 추정한 소득세와 복지급여

에 대한 항목은 패널자료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조세와 복지급여는 그대

로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이때, 각 소득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패널

자료의 사용자 매뉴얼(6~7차 통합 매뉴얼)에 따르며, 측정단위는 균등화 

된 개인65)과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형의 추정결과가 빈곤율과 분배지수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상대빈곤율의 차이는 0.1% 단위에

서 약간 다를 정도로 유사하다. 다만, 분위배율의 경우 추정결과가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이 역시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4-38〉 분배지수 및 빈곤율 비교

측정단위 지수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패널 추정 패널 추정

균등화된 
개인

상대빈곤율 0.183 0.198 0.194 0.181 0.181 

지니계수 0.3564 0.3164 0.3169 0.3057 0.2994 

10분위배율 16.8 8.9 8.4 8.4 8.0 

5분위배율 7.9 5.5 5.3 5.2 5.0 

가구

상대빈곤율 0.259 0.274 0.271 0.257 0.257 

지니계수 0.4328 0.3907 0.3888 0.3800 0.3746 

10분위배율 38.2 17.0 15.6 15.8 15.1 

5분위배율 15.7 9.6 9.1 9.0 8.7 

주: 여기서 ‘패널’은 복지패널조사 6차 자료를 의미함.

65) 통상적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균등화
지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이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향후의 연구방향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민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하고, 조세

부담 및 사회지출의 계층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책효과분석

에 이용가능한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작성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

료는 통계청의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 자료는 정부의 공식통계이며 표본의 크기가 국내에

서 가장 크고, 또 사회보장부담과 소비지출 항목이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

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것은 향후 

tax-benefit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통계청 자료에

서 이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66)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향후에는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부

정수급이나 관련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물급여는 역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tax-benefit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국민적 혜택은 지대하다. 

66) 조세부담으로는 소득세 외에도, 재산세, 담배세, 주세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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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tax-benefit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복지급여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base dataset)는 단년도 자료보다는 연속된 2개 연도의 패널자료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세부분은 단년도 자료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정리하면, 완성된 형태의 조세-복지급여 모형은 전년도 기준의 소득과 

개인/가구의 범주별 특성, 그리고 당해년도의 개인/가구의 범주별 특성

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초자료 구축은 단년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관측치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형의 결과에 기초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가중치 사용은 각 

제도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반 

가구가중치보다는 일반 개인가중치를 사용하는 경우 실적치와 상대적으

로 더 유사하게 나타난다. 복지급여의 경우, 수급대상이 기본적으로는 가

구라고 말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부 혹은 개인(아동, 장애우)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모수추정에 적합한 가중치를 비교․검토할 필

요가 있다.

셋째,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제공되는 일부 소득, 자산 및 지출

은 가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될 필요가 있다. 물론, 동 변수들의 특

성을 고려하면 현재 가구단위로 제공하는 소득과 지출을 더 세분하여 조

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모형개발 과정에서 나

름의 가정을 통해 가구단위의 소득, 자산 및 지출을 부부 혹은 개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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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향후의 연구방향

국세청의 국세통계는 전체 납세자를 위주로 한 통계이며, 가계동향조

사나 복지패널조사 자료 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양자간

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나라에서 발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선진국에서는 

납세자 표본자료(행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료가 이용 불가능할 

경우에는 Creedy (2004)에서와 같이 resampling 기법을 적용하고 있

는데, 향후의 연구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resampling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67) 

향후에는 조세부담 및 수혜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노동공급탄력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미 일정 부분 연구가 진

행된 바 있으나, 각각의 연구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된 자료와 분석기법에 따라 노동공급탄력성 

추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기혼 여성의 경우 남성이나  독신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적어도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은 남성과 별

도로 추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보상수요곡선의 후방굴절성에 

대한 좀 다 엄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67) 이 부분은 내년도 연구에서 다루어 질 예정이다. 



140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표 5-1〉 노동공급탄력성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

연구자 비보상 임금탄력성 소득탄력성

Blundell and Walker (1986) 0.024 -0.287

MaCurdy, et al. (1990) 0 -0.001

van Soest, et al. (1990) 0.12 -0.01

Bourguignon and Magnac (1990) 0.1 -0.07

Flood and MaCurdy (1992) 0.04~0.25 -0.1~-0.07

나성린·남재량·문춘걸 (2002) -0.27 0.02

남재량 (2007) 0.1 0.0014

전승훈·홍인기 (2009) -0.373~1.296 `-0.001

다음으로는 간접세와 사회보장 부담을 모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지역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세의 부담을 모형내

에 포함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고령화와 자산축적 과정을 포함하도록 모형의 시뮬

레이션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 

각종 조세 또는 사회적 수혜의 장기적 재분배 효과나 노후소득보장 정책

의 효과,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거시적인 변수들과의 연계를 위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

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과의 연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분석법은 선진 OECD 국가들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법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정부기관과 연구소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68)   

68) CGE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형통합을 위한 2010년 

기준의 데이터베이스인 사회회계행렬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CGE모
형 개발과 관련된 최근의 진행상황은 남상호 외(2012)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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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1 Firms 3,124,037 

2 DomCom 1,442,749 

3 ImpCom 491,660 

4 Labour 526,280 

5 Capital 514,811 

6 ProdTax 111,490 

7 ComTax 37,048 

8 Tariff 10,754 

9 DirTax

10 Households 526,280 173,837 

11 Enterprises 359,318 

12 Govt 111,490 78,387 10,754 

13 PrvInvest

14 Stocks

15 ROW 588,405 

Total 3,124,038 3,124,037 599,159 526,280 533,155 111,490 78,387 10,754 

부 록 <<

〈부표 1〉 2010년 거시 사회회계행렬(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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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Total

1 Firms 3,124,037 

2 DomCom 520,330 228,863 228,993 84,486 618,616 3,124,037 

3 ImpCom 55,313 9,319 42,284 583 599,159 

4 Labour 526,280 

5 Capital  18,344 533,155 

6 ProdTax 111,490 

7 ComTax 41,339 78,387 

8 Tariff 10,754 

9 DirTax 49,205 41,094 90,299 

10 Households 71,875 43,361 15,094 830,446 

11 Enterprises 48,767 684 408,769 

12 Govt 90,299 72,612  12 59,786 202 423,543 

13 PrvInvest 27,147 267,293 61,822   85 356,347 

14 Stocks 85,070 85,070 

15 ROW 15,733 28,494 2,049 634,682 

Total 90,299 830,446 408,769 423,543 356,347 85,070 634,682 10,936,455 

〈부표 1〉 계속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 회비납부

   •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Ⅰ: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1-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공동연구 이삼식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 
-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


	목 차
	Abstract
	요 약
	제1장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선행연구의 소개
	제1절 순수공공재에 대한 분석
	제2절 선행연구의 소개
	제3절 Tax-Benefit 모형

	제3장순조세부담의 분석
	제1절 조세부담의 분석
	제2절 수혜분포의 분석
	제3절 순조세부담의 분석

	제4장Tax-Benefit 모형의 개발
	제1절 모형의 범위
	제2절 소득세 모형: Tax Model
	제3절 복지급여 모형: Benefit Model
	제4절 모형에 대한 검토

	제5장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향후의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