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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증폭되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의 위험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재정위험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재정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정부지출소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

고 있다. 매년 최대 재원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배분됨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확인되는 현실은 단순히 정부 수입과 사회보

장지출 총량에 대한 전망과 처방에 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뿐만 아

니라 보장의 적정성 차원도 동시에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제도개혁에 따른 보장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분

석·평가하는데 동태미시모의실험모형(dynamic micro-simulation 

model)을 정책적으로 개발·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인구동태적 변화와 복지-재정-조세

제도들 간의 유기적인 재정관계를 내생화하여 중장기 사회보장제도의 재

정적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다양한 사회정책의 사전적·사후적 정

책영향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동태미시모의실험모형의 개발은 학술적으

로나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성장 시대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적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현안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형태나 지출방식 또는 재원조달구조에 있어서의 

조정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내·세

대간의 부담과 혜택의 배분상태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K.sim의 확장을 통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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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무수한 시행오차를 겪으면서 수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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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an ageing population on the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 Korea: A dynamic micro- 

simulation approach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Korea’s working age 

population will peak at 37 million in 2016 and will drop sharply 

thereafter. This drastic change in demographical structure raises 

serious policy concerns, as social expenditures including pension 

and long-term health care costs are expected to rise while 

the size of government revenues decreases. Notwithstanding 

the explosive growth of social spending, the outcome of welfare 

programs is still disappointing. This casts doub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welfare system as a whole and calls for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social expenditur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for tax and welfare policy analysis, whereby the fiscal and 

distributional impact of a certain policy reform will be examined. 

We narrowed down our research focus to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composition of old-age income and personal 

income tax revenue. 

Long-term PIT revenue projections based on K.sim―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developed by using 1% population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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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of the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ombined 

with multiple micro survey data― suggest that the PIT revenue 

as a share of GDP will continue to increase for the entire 

projection period from 2014 to 2100, even in the case of holding 

tax structure by adjusting incomes with growth rates of nominal 

wag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aging of the Korean population 

may increase income tax base, as the growth of old-age 

pensioners and low fertility rates simultaneously bring about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income deductions and tax credits. 

All these bracket creep dynamics are fully captured in K.sim, 

denying the popular expectation that the PIT revenue as a 

share of GDP will drop before 2050.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동력 투입과 경제 활력 감소가 예견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고령사

회에서 국정의 핵심영역인 사회보장정책 수행과 재정운용에 대한 정확한 

현안 인식과 미래의 재정위험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관련 사

업과 지출규모가 급증해왔다. 사회보장지출 급증으로 정부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과 보장의 적정성 차원이 

동시에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의 잠재적 지속가능성을 타진하고 고

령사회에 대응가능한 중장기 조세·재정·복지정책의 설계와 운용에 활용

할 수 있는 동태미시모의실험모형(Dynamic micro-simulation for 

tax and welfare policy analysis)을 구축하고자 한다.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갖는 무궁한 확장성은 한편에서는 무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즉, 일회성의 단기적인 연구에서 가시적인 성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다년간의 꾸

준한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소득 증

가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장기 소득세수입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전망결

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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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정부 예·결산 정보와 관련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

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중심의 지출구조가 보다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사회보장지출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재원구

조를 보면 국가예산 즉 조세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4년 사회보

험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은 총사회보험료 수입의 22%에 이른다. 인구고

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사회보험료 수입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회보장지출구조에 변화가 없을 경우 조세

부담률의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비교를 통해 현재의 부담률 수준과 경제

적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간세목 중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다소 조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태미시모의실험모형을 개발하

여 인구고령화와 연금소득증가에 따른 정부 소득세수 추이를 전망해보았

다. 장기세수모의실험에서는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1) 정책

적 개입이 없을 경우(기준선) 2) 두 가지 과표상승효과 조정방식에 대한 

세수영향과 세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장기적으로 관련세수의 명목

GDP대비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국내연구결과와 달리 우

리 모형에서는 전체 추정기간(2014~2100년) 동안 모든 경우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소득자 증가와 동시에 영유아수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

에 기인한 평균 기본공제자수가 감소가 우리 모형 안에서 모두 반영되어 

과표계급향상(bracket creep)효과가 정확하게 포착되기 때문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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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에서는 조세의 누진성

구조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경우에서 평균세율이 하

락함에 따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험

료율 인상으로 기대하는 재정안정화 효과가 조세비용과 사회적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제도이든 국민부

담률의 조정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제도들 간의 유기

적인 재정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주요용어: Dynamic micro-simulation, 재분배, 소득세,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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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2.2%로 34개 

OECD 회원국 중 30위에 머물고 있지만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속도는 가

장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경제요소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에 3,700백만으로 정점에 이르러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한편에서는 노인관련 사회지출수요 

증가를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성장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동시에 성장둔화로 인한 재정

수입감소 또한 예상되면서 재정당국으로써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 되풀

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인구고령

화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이며 오히려 절대적인 생산인구 규모가 극대

화되는 시기로 상당한 규모의 순금융자산 축적이 가능한 전환기의 이점

을 활용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예상하

지 못했던 경제위기의 여파로 총부양비율이 역사상 최저점에 도달한 지

금 정부의 재정여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출은 연간 국내총생산의 30%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약 64%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

도가 성숙함에 따라 사회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출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의 범위와 내용에 변화 없이 인구고령화에 따

른 자연증가 요인만 고려하더라도 2011년 현재 GDP의 9.1%를 차지하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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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206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화연 외, 2013). 이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2011년 현재 

GDP 대비 30.2%수준인 일반정부 총지출규모가 약 20%p 증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의 정부 재정현황을 보면, 2013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

금은 2012년 0.1조원 적자에 이어 0.8조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통합재

정수지는 14.2조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수지는 21.1조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2014년 8월 말 현재 누적재정

관리수지는 34.7조원 적자로 7년 연속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

으며, 무엇보다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

황이다. 즉, 정부 세입기반이 점차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올

해에도 약 10조원 가량의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정

은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의 성숙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사회보장성

기금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2) 이는 곧 닥칠 고령사회에서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확충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지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의 정책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력 투입과 경제 활력 감소가 예견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고령사

회에서 국정의 핵심영역인 사회보장정책 수행과 재정운용에 대한 정확한 

현안 인식과 미래의 재정위험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이나 연령별로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이나 지출수준이 상이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1)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2031년부터 보험료수입이 연금지출을 초과하게 되고,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에는 현재 GDP의 31.3%에 이르는 국민연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2012)는 현행 조세재정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국채발행

을 통한 재원조달로 2035년 이후부터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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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특성상,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세수입과 사회지출 총량에 대한 진단을 필요로 한

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불평등과 빈곤완화를 위한 신중하고 선별적은 

사회보장지출의 결정, 친 성장적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안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감지되면서 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급증

하는 사회보장지출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 모형의 개발과 이에 근거한 

향후 전망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총

량적 접근을 통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장기추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활용자료와 추정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전망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

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단순히 장기재정추계 뿐만 아

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 미시적 의사결정주체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

여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의 장단기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분석이 가능

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시모의실험 모형은 출생, 교육, 결혼, 경제활동, 사망 등 생애주기에

서 경험하는 주요 사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다른 어떤 모형보

다도 정책의 장기 효과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모

의실험 과정에서 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인구통계학 등 개별 학문 차원

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각 학문 혹은 학제 간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통해 출산율 

혹은 혼인율이 전체 경제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거

나, 역으로 경제성장이 출산율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면, 해당 변수들 간 직․간접적인 관계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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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지출 급증으로 정부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재

정의 지속가능성 차원과 보장의 적정성 차원이 동시에 평가될 필요가 있

다. 최근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제도의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는 사전적인 평가와 검토과정이 있었으나, 노후소득보장 측

면에서의 적정성,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등 정책의 사전적·사후적 영향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구조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의 잠재적 지속가능성을 타진하고, 고령사회에 대응가능한 중장

기 조세·재정·복지정책의 설계와 운용에 활용가능한 동태미시모의실험

모형(Dynamic micro-simulation for tax and welfare policy anal-

ysis)을 구축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미시모의실험 모형은 개인이나 가구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행위와 사

건(출산, 교육, 취업/실업, 퇴직, 소비/저축, 자산, 혼인/이혼, 사망 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상호 이질적인 개인이나 가구에 미치는 

서로 다른 장·단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갖는 무궁한 확장성은 한편에서는 무수한 인적·물

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즉, 일회성의 단기적인 연구에서 가시적인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다년간의 꾸준

한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소득 증가

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장기 소득세수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전망결과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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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련 연구들은 국세통계연보나 미시조사자료를 통해 확인된 연령

별 과표, 세부담 및 세원의 분포를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고정하거나 세

수변동요인에 대한 추정을 근거로 장기 소득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실적에 근거한 총량 또는 평균적 접근은 인구구조변화의 영

향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모형의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고려된 바 없는 연금소

득 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를 내생화함으로써 과표계급 상승효과를 

과소측정하는 기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연금제도나 EITC, CTC등을 비롯하여 세율이나 공제제도의 조정

과 같은 다양한 정책변화가 경제주체들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

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부 예·결산 정보와 관

련 재정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구조의 특징을 살펴본

다.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을 기준으로 지출유형을 구분

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원구조의 변화방향을 가늠해

본다. 제3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소득세수 

및 세부담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개발된 K.sim의 설계와 구축

방법론을 살펴본다. 제4장은 비교가능한 실적자료와 외부자료들과의 비

교를 통해 모의실험결과의 유효성을 진단한다. 제5장에서는 2014~2100

년의 모의실험기간에 대하여 인구고령화가 소득세 수입과 세부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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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보장 지출현황 및 재원구조

국제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국가재정법｣과 ｢지방

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

거로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지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단체의 사

회보장지출, 그리고 현행법상 재정 외로 구분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출로 구성된다. 이를 재원을 기준하여 보면 크게 가입자 

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급여에 대한 가입자의 청구권이 부여된 사

회보장성 보험지출과(이하 “사회보험지출”) 조세와 각종 벌금, 가산금, 부

담금 등 국민일반의 부담에 의존하는 지출(이하 “예산사업지출” 또는 “세

출”과 병용)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지출은 국가재정법 상 회계와 기

금 간의 전입·전출을 통한 통합적인 재정운용이 제한된 4대공적연금기금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기금과 재정 외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이하 “기금 외 사회보험”)으로 구성된다. 동 사회보험사업의 집행과 관리

는 국가가 담당하며, 국가예산 투입을 통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운영

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료급여지출은 국가

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3)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등 예

산사업 또는 세출사업의 경우 대체로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국가와 지

3)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수입규모는 41,509억원으로 이중 정부지원이 13,937억

원에 이른다. 정부지원은 국고지원금 5,033억원과 의료급여부담금 8,904억원(국가 368
억원, 지자체 8,536억원)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지출의 재원구조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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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최종적인 집행을 지자체가 담당한다. 4)지자체의 

재정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이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국가로부터의 

이전수입으로 운용되며 지방교부금(내국세 총액의 19.24%)과 국고보조

금이 핵심으로 기능한다.5) 누리과정 등 OECD기준에 따른 영유아 관련 

지방교육재정 사업지출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집행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세 수입전액과 목적

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지자체는 지방교육세 수입전액과 

담배소비세 수입의 45%, 특·광역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로 교육비특별

회계 재원을 조성하여 지방교육재정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실제 집행되는 사업을 기준해서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파악해 

보면 올해 정부총지출의 약 30%에 이른다고 알려진 106.4조원을 훨씬 초

과한다. 소위 말하는 복지예산 106.4조원은 국가재정 기능분류상 12대 

지출분야 중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로 여기에는 8대 사회보장성보험 

중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유아 또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

원 등 국가 교육분야와 지방교육재정지출,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복지분

야 자체사업지출 및 관련 국고보조사업 분담비용이 제외된 것이다. 

이러한 지출구조와 재정이전관계를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통계 작성기

준에 따라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일반정부의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관

련 재정지출은 약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6) 

4) 2014년도 지자체 순계예산 상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지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사업비총액을 기준으로 90%에 이른다. 

5) 국가와 지자체간의 사회복지분야 지출 분담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제이 외(2013) 참조.

6) 자세한 산출과정은 고제이 외(2014) p.78, <표 2-3> p.81 <표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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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보장 지출구조: 2014

   주: 정부 재정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자료, 국회 예결산
특위 심사자료 

여기에 교육 및 기타분야 지출에 속하면서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성지출

로 알려진 지출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취약계

층지원 등 정부기능분류 상 사회복지·보건분야에 해당하는 국세 및 지방

세 감면·비과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7) 

이와 같이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재정통계 작성기준이나 사회보장성 사

업의 정의와 개념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더불어 사업집행주체들 간 복잡

7)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4년 현재 관련 국세감면 및 비과세 규모는 추정이 불가함. 

지방세의 조례개정이나 규모집계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현재 2012년도 실적까지만 보고
파악되고 있어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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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이전관계는 정확한 규모산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재정적 압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확대일로에 있는 사회보장지출을 부양할 수 있는 정

책적 대안의 마련은 향후의 재정수입과 지출규모에 대한 예측력을 바탕

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곧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보장지출 규모와 

구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우선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

자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과 관련하여 

재정당국은 명확한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공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회보장지출 구성과 재원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지출 중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지출이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이 국가로부터의 재정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세출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8)

<표 1>의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2014년 현재 공적연금부문이 36.4조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지출의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주택부문이 18.2조원으로 

17.1%를 차지하는데, 이의 대부분은 융자지출과 이자상환으로 실제 사

회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노동부문이 14.5조

원(13.6%)으로 세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의 대부분은 고용 및 산

재보험 사업비 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에 8.8조원(8.3%) 그리고 국민건

강보험 국고지원에 6.96조원(6.5%)이 지출된다. 이어서 보육·가족·여성

부문과 노인장기요양지원을 포함한 노인·청소년부문 지출이 각각 6.2%

와 5.4%를 차지하며 최근 몇 년 간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8) 2014년 국회확정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35.7조원과 40.9조원으로 지
방재정이전규모는 국가총지출의 21.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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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추이

(단위: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분야]

사회복지 739,162 788,926 847,716 886,736 972,051 7.1

보건 73,304 75,000 78,589 87,293 92,203 5.9

[부문]

     -기초생활보장 72,937 75,240 79,100 85,604 88,310 4.9

     -취약계층지원 15,212 13,427 13,946 16,269 17,987 4.3

     -공적연금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8.8

     -보육가족여성 23,694 28,759 33,847 45,200 57,156 24.6

     -노인청소년 36,630 38,759 40,510 44,643 65,619 15.7

     -노동 122,935 126,180 131,242 138,906 144,588 4.1

     -보훈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5.4

     -주택 167,162 180,536 190,062 174,733 182,343 2.2

     -사회복지일반 4,642 5,455 5,789 6,847 7,440 12.5

     -보건의료 17,037 15,599 16,039 19,513 19,451 3.4

     -건강보험지원 53,827 57,102 60,113 65,131 69,665 6.7

     -식의약품관리 2,440 2,299 2,437 2,649 3,087 6.1

국가 보건및사회복지 합계(A) 812,466 863,929 926,305 974,029 1,064,254 7

국가총지출(조원, B) 292.8 309.1 325.4 342 355.8 2.8

비중(A/B) 27.7 28 28.5 28.5 29.9 -

   주: 2013년 추경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및 「예산안」 각 회계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

의자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재정 기능분류를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91.3%로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반영해보면,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구조는 그 양상이 달라진다. <표 2>와 같이 중복되는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44.2조원으로 국가사

회보장지출 150.6조원의 30%에 이르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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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공적연금(24%)과 고용·산재보험급여를 중심으로 한 노동부문

(10%)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지출이 64%에 이른다. 

〈표 2〉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2014

(단위: 조원)

재정 외 사회보험 지출규모 국가지원 지자체지원 지출순계

국민건강보험 48.38 6.97 - 41.42

노인장기요양보험  4.17  0.59*   0.85**  2.74

계 52.55 7.56 0.85 44.16

   주:  * 운영지원 5,033억원, 사업관리 10억원. 국가 의료급여부담금(기초생보자 외의 의료급여자 

요양비용 368억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 국고지원금 438억원, 동 지출은 사
회복지분야 중 노인지원부문에 포함됨.

       ** 지자체의 의료급여부담금 8,536억원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주도로 운용되는 사회보험사업은 가입자 기여금

을 토대로 하므로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사업과 그 재원을 달리

한다. 하지만, 경상운영비와 수지적자보전을 위해 적지 않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제도운영, 공

적연금연계제도 운영지원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의 수지적자는 예산으로 보전되며,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지

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은 이들 사회보험 기여금 수입과 국고지원규모를 비교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지출에 대한 국가지원규모는 2014년 현재 21

조원으로 전체 사회보험기여금(보험료)수입의 22%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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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대 사회보험관련 국가지원 내역: 2014

(단위: 억원)

8대 사회보험 기여금수입 국가지원 지원내역

국민연금기금 359,000 102 전입금 102억원

공무원연금기금 36,066 90,772
국가부담금 6조3,025억원, 보전금 2조

7,209억원, 전입금 20억원

군인연금기금 4,972 23,505
국가부담금 9,563억원, 보전금 1조3,733

억원

사학연금기금 19,923 6,392

고용보험기금 79,521 372 n/a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보험기금

61,174 3,546 n/a

국민건강보험 361,257 69,977

가입자지원 6조 3,221억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보험료 국고지원금 6,441

억원, 정책관리 등 31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6,858 14,385

운영지원 5,033억원, 사업관리 10억원. 

국가 의료급여부담금(기초생보자 외의 의

료급여자 요양비용 368억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 국고지원금 438

억원, 동 지출은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지

원부문에 포함됨.

지자체의 의료급여부담금(기초생활보호대

상자 요양비용) 8,536억원 포함.

계 948,771 209,051

 

   주: 기여금은 기금운용수익이나 융자회수 등 보험료 이외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금액이며, 건강보

험의 경우 총수입예산 424,478억원 중 국가지원 63,221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4년도 예산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그밖에도 국방이나 농림수산 등 기타분야 지출로 약 3,1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부담금 지원이 계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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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원구조 변화와 전망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SOCX기준 사회보장지출 장기재정전

망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으로 노인관련 의료비등 지출확

대로 현재 사회보험 중심의 지출구조가 보다 확고하게 굳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예산지출은 2013년 GDP 대비 3.5%에서 2060년에는 5.7%로 

다소 높아지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6.3%에서 23.2%로 기하급수적인 증

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화연 외, 2013). 

〈표 4〉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단위: %)

구분
GDP 대비(%)

합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상

2013  9.8   6.3 1.2 2.0 0.3

2020 12.9   9.1 1.7 1.9 0.2

2025 15.1 11.0 2.1 1.8 0.2

2030 17.9 13.3 2.6 1.8 0.2

2035 20.1 15.3 2.9 1.7 0.2

2040 22.6 17.5 3.2 1.6 0.3

2045 25.3 20.0 3.4 1.6 0.3

2050 26.6 21.2 3.6 1.5 0.3

2055 27.7 22.2 3.7 1.5 0.3

2060 29.0 23.2 3.8 1.5 0.4

   주: 1)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

용·산재보험 등
        2) 공공부조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자활지원, 장애인연금, EITC 근로장려금 등
        3) 사회보상은 보훈급여, 사할린 한인지원, 새터민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의사상자예우, 긴급복지
        4)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 및 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로 구성
자료: 신화연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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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는 곧 경제활동인구 비중이나 절대규모의 감소를 의미하는

데, 경제활동인구 중 일부가 사회보험가입자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전망은 제도변화가 없을 경우 사회보험가입자수의 감소와 그에 따

른 보험료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도 연금급여지출 

증가에 따른 적립기금 감소로 자체운용수익 역시 급감할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2031년부터는 보험료수입이 

연금지출을 초과하고,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에는 현

재 GDP의 31.3%에 이르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도적으로 일종의 목적세와 같이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수입의 특성

상 그 과부족분은 결국 현세대와 후세대에(부채)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의존하는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 재

원구조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의 OECD 평균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추이를 보면 사회경제

적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두드러지는 현상이 포착되는데, 1995년을 전후를 기점으로 사회보험료

를 포함한 총조세수입과 사회보장지출의 동행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것은 ’90년대 복지국가 실패와 그에 따른 개혁의 결과에 기인

한 사회보장지출의 재원규모와 구조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림 3]은 지난 30여 년간 OECD 19개국의 사회보장지출 재원구조가 

어떻게 달라져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의 점선은 1980년의 19개국 평균 

사회보장지출수준과 사회보험료의 지출부양성 수준을 나타낸다. 실선으

로 표시된 1990년과 2011년의 평균수준과 비교해보면, 국가별 제도 및 

환경의 차별성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2사분면으로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평균 GDP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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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던 사회보장지출은 지난 30년에 걸쳐 7.1%p 증가하여 2011년 현

재 GDP의 24.3%에 이른다. 동 기간 중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의존도는 1980년 년 47.8%에서 2011년 38.2%로 9.6%p 낮아졌다. 이

와 같은 궤적의 변화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와 그 변화에 따른 결과일 

것이나 인구고령화의 진행이 그 근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상대적 구성비 또는 경제활동인

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확대를 의미하므로, 직관적으로 제도변화가 없을 

때 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로부터 징수되는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빠르

게 연금이나 의료등 관련 사회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과 총조세비중 추이: OECD 평균 198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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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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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ECD 19개국 사회보장지출 재원구조 추이: 198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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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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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림 4]의 국가군별 고령화율의 장기시계열 추이와 비교해서 

보면, 1980~2011년 기간 중 상대적으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

본, 프랑스 등 대륙국가군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지중해국가들의 이행속

도가 가장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곧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고령사회로의 이행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전형적인 고령화의 경로를 따라 2사분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OECD 19개국 국가군별 노인부양비율: 195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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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준)의 산술평균값임.
자료: OECD stat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는 비례세율 체계로 전적으로 가입

자 수와 명목소득에 의존하도록 되어있다. 경제활동인구 급감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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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회보험가입자 수 감소가 예상되는바, 보험수입을 초과하는 지출규

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경우 예산으로 충

당하게 되는데, 그 재원은 현재의 경제활동주체가 납부하는 조세와 미래 

경제활동주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국공채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사회보험료 의존비율 대신 국가채무 대비 총조

세수입 비율로 주요국의 변화과정을 보자. 

[그림 5]는 앞서와 달리 국가별로 이행궤적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성공적인 복지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노르딕국가들의 궤

적이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사회지출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채무 대비 

총조세수입 비율이 감소하는 즉,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

는데, 핀란드를 제외한 노르딕국가들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강화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강력한 세출구

조조정 등 재정개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실제 스웨덴의 경우 ’93년 

GDP의 71%를 차지하던 정부지출 비중은 2013년 53%수준으로 급감하

였고,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세·재정개혁이 이루어졌다. 

지난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증세가 여의치 않은 경우 대부분 부채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 왔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누적된 채무에 대

한 추가적인 정부재원을 요구한다. 정부지출은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초

래할 수 있지만, 채무비용 즉 이자지출은 순수한 재정손실이다. 따라서 

부채증가와 그에 따른 재정손실 확대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 한계에서 국채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실물경제 침체, 세수감소, 이자지출을 포함한 기타 법정지출의 증가와 경

기대응성 재량지출 수요증가로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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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ECD 19개국 사회보장지출 재원구조 추이: 198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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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11년 420.5조원(GDP의 34%)에 불

과했던 국가채무에 대하여 지불한 이자만 GDP의 1.2%에 달한다.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정부 채무는 2년간 100

조원 증가한 521조원에 이르러 2013년 명목국내총생산의 36.5%를 차

지한다. 연금충당부채 등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총부채비율은 GDP의 78.2%수준까지 육박하는 것이다. 지난 16년

간 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한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4%로 나타나는

데, 이는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수준

이다. 더불어 국채의 해외투자자 비중이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경제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

원조달의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정부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거나 

국민부담률 인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1년 현재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중이 30.2%인 정부규모를 고려해보면 세출구조조정

을 통한 재원확보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표 5 참조).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1년을 기준으로 정부지출규모가 OECD 평균의 64%

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보장지출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지출수준

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직접적인 세출구조조정의 여지는 사실상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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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부 총지출 규모(GDP대비 비중 기준)1)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오스트리아 51.3 50.7 51.3 53.8 50.0 49.1 48.6 49.3 52.6 52.6 50.5 

벨기에 49.1 49.8 51.0 49.2 51.9 48.5 48.2 49.8 53.7 52.5 53.3 

캐나다 42.0 41.2 41.2 39.9 39.2 39.2 n/a n/a n/a n/a n/a

체코 43.9 45.6 50.0 43.3 43.0 42.0 41.0 41.1 44.7 43.8 43.2 

덴마크 54.2 54.6 55.1 54.6 52.8 51.6 50.8 51.5 58.1 57.7 57.6 

에스토니아 34.8 35.8 34.8 34.0 33.6 33.6 34.0 39.7 45.5 40.7 38.3 

핀란드 48.0 49.0 50.3 50.2 50.3 49.2 47.4 49.2 56.1 55.8 55.3 

프랑스 51.7 52.9 53.4 53.3 53.6 53.0 52.6 53.3 56.8 56.6 55.9 

독일 47.6 47.9 48.5 47.1 46.9 45.3 43.5 44.1 48.2 47.7 45.3 

그리스 45.8 45.5 45.1 45.9 44.6 45.3 47.5 50.6 54.0 51.5 51.8 

헝가리 47.8 51.5 49.7 49.1 50.1 52.2 50.7 49.2 51.4 49.8 49.6 

아이슬란드 42.6 44.3 45.6 44.0 42.2 41.6 42.3 57.7 51.0 51.6 47.3 

아일랜드 33.2 33.5 33.2 33.6 33.8 34.4 36.8 43.1 48.7 66.1 48.1 

이스라엘 53.9 55.3 54.0 50.8 49.4 47.8 46.5 46.0 45.8 45.1 44.6 

이탈리아 47.7 47.1 48.1 47.5 47.9 48.5 47.6 48.6 51.9 50.4 49.9 

일본 n/a n/a n/a n/a 36.4 36.0 35.9 37.6 41.9 40.6 42.3 

룩셈부르크 38.1 41.5 41.8 42.6 41.5 38.6 36.3 39.1 44.6 42.8 42.0 

네덜란드 45.4 46.2 47.1 46.1 44.8 45.5 45.3 46.2 51.4 51.2 49.8 

뉴질랜드 n/a n/a 37.4 37.7 39.0 n/a n/a n/a n/a n/a n/a

노르웨이 44.1 47.1 48.2 45.1 41.8 40.0 40.3 39.8 46.2 45.2 43.9 

폴란드 n/a 44.3 44.7 42.6 43.4 43.9 42.2 43.2 44.6 45.4 43.4 

포르투갈 43.2 43.1 44.7 45.4 46.6 45.2 44.4 44.8 49.7 51.5 49.4 

슬로바키아 44.5 45.1 40.1 37.7 38.0 36.5 34.2 34.9 41.5 40.0 38.2 

슬로베니아 47.3 46.2 46.2 45.7 45.3 44.6 42.4 44.3 49.1 50.3 50.7 

스페인 38.7 38.9 38.4 38.9 38.4 38.4 39.2 41.5 46.3 46.3 45.2 

스웨덴 54.5 55.6 55.7 54.2 53.9 52.7 51.0 51.7 54.9 52.3 51.2 

스위스 n/a n/a n/a n/a 35.2 33.2 32.1 32.1 34.1 33.8 33.8 

터키 n/a n/a n/a n/a n/a 33.0 34.5 34.8 40.5 39.0 n/a

영국 40.2 41.4 42.2 43.1 43.8 44.0 43.7 47.7 51.3 50.4 48.6 

미국 35.0 35.9 36.3 36.1 36.3 36.0 36.8 39.1 42.8 42.7 41.7 

OECD 평균(A)2) 45.0 45.8 45.7 44.9 43.9 43.1 42.7 44.6 48.5 48.3 47.1 

한국(B) 23.9 23.6 28.9 26.1 26.6 27.7 28.7 30.4 33.1 30.1 30.2

B/A 0.53 0.52 0.63 0.58 0.61 0.64 0.67 0.68 0.68 062 0.64

   주: 1)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6개국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OECD 평균값은 이들 국가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산술평균임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각 연도. 고제이 외(2014) p. 216 <표 5-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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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조세부담률(이하 “국민부담률”과 병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고령사회지출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6]과 같이 그 

어떤 나라보다 경제활동인구비중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는 현 상

황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장기발전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면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

한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선진국과의 세수입수준 비교를 통해 어떤 

항목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지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해 보겠다. 

〔그림 6〕 OECD 19개국 15~64세 인구비중 추이와 전망: 195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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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총조세수입의 국제비교

지난 30여 년간 각 국가들의 총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부담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역

사적인 경험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세나 지출제도가 다르고, 우리

나라 정부규모(일반정부 총지출)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을 상기해보면 현재의 지출수준과 부담수준에 대한 절대적 비교는 큰 의

미가 없다. 다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앞으로 노인부양을 중심으로 하

는 사회보장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그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활동인

구 비중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

로 우리의 사회보장지출수준이 현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항목의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가늠해보기로 한다.

[그림 7]~[그림 11]은 OECD 19개국에 대한 GDP 대비 총조세수입, 

사회보험료,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비중의 장기시계열 

추이를 보여준다. 회색의 굵은 실선은 한국을 제외한 평균값을 의미하며, 

노인부양비율이나 정부규모가 현재 우리와 비슷한 1965년의 각 세목별 

평균 부담률 수준과의 비교를 위해 붉은색 가로 실선을 표시하였다. 

OECD 18개국과 비교가 가능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부담률은 각각 20.2%와 6.6%로 총조세부담률은 26.8%이다. 

이는 2012년 현재 OECD 18개국 평균 조세부담률(28%), 사회보험료부

담률(10.1%) 및 총조세부담률(38.3%)과 비교했을 때 대략 65~70%수준

이다(그림 7~그림 8 참조). 하지만 1965년의 OECD 18개국의 평균 총

조세부담률 26.2%를 초과한 수준이다. 특히 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부담률은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현재 1965년 기준 선진국 평균 4.8%보다 1.8%p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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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명목소득에 대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보험료 부과방식

과 1975년 사학연금제도와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본격 시행이후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그리고 

[그림 6]과 같이 경제활동인구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온 인구구조의 변

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보면 앞으로 고령화

에 따른 성장둔화효과를 상쇄하고 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나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없을 경우 보험료납부자 비중 급감에 따

른 사회보험 재정악화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림 7〕 OECD 국가군별 총조세부담률: 196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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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ECD 국가군별 사회보험료부담률: 196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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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군별로 뚜렷한 특징이 감지되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

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이루어진 대륙모델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사회보험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사회

보장지출수준이 가장 높은 북유럽모델은 그만큼 총조세부담률도 높게 나

타나지만, 북유럽모델에 비해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북유럽 국

가들에서 소득세율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적용되는 최저세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 높아 소득세 누진도는 다른 EU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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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9 참조). 실제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이중

소득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소득세 최저세율은 20%이

고,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정부 소득세율은 2013년 현재 평균 

31.73%이다(EC, 2013).

미국이나 영국 등 앵글로색슨 모델은 사회보장지출수준과 총조세부담

률 모두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사회보험료수입 보다 조

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갖는다. 조세격차가 적고, 과세기반

이 넓어 평균적인 세율이 낮게 나타나는 세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그리스 등 지중해연안 국가모델에서는 사회지출의 

주요재원을 주로 사회보험료수입에 의존하는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대

륙모델과 달리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과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하므로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인구구조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다소 유

사한 배경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을 중

심으로 운용되고 현재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대륙모델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

았고 최근 들어 조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들이 급격

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북유럽모델과 닮아간다고 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수입측면에서 보면, 평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중해모델이나 앵글로색슨 모델의 모습도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에서야 복지국가로의 첫걸음을 뗀 단계이기에 어떤 특정한 국가군 

모델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따라 

미래 한국복지국가의 영역과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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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풍부한 노동인구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보험

지출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왔다. 여기에는 2014년 현재 

전체 사회보험료 수입의 22%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지원도 한 몫을 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사회보험료 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보장 지출구조에 변화가 없을 경

우 조세부담률의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세나 소비세 등 기간세목을 통해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9]~[그림 11]을 통해 우리나라 기간세목을 구성

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수의 GDP 비중 추이를 살

펴보자.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률은 4%로 OECD 18개국 

평균 3.2%보다 1.3배, 1965년 선진국 평균 2.2%보다는 1.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인소득세(4.1%)와 부가가치세(4.6%) 부담률은 OECD 

18개국 평균(각각 11.3%와 7.1%)의 36%와 64%수준에 머물고 있다. 

1965년 OECD 선진국 평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률 7.1%와 

6.2%와 비교해보더라도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개인소득세부담률이 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는 대단히 관대한 공제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과세기반이 협소하고, 세율구조의 누진성은 크지만 최저세율이 상대적으

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면세점을 

낮추는 일련의 세제개혁이 단행되었고, 그 결과 면세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2012년 현재에도 임금근로자의 33%에 이르는 5.2백만 명이 근

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올해 초에도 소득공제 

축소를 골자를 하는 큰 폭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앞으로 개인소득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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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다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다른 국가들에서는 부가세율 등 소비세인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세수규

모가 정체되고 있다. 이는 북유럽국가의 부가세 법정세율이 평균 24.8%

의 절반이하에 머물고 있는 낮은 법정세율과 금융이나 교육서비스를 비

롯한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또는 감면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9〕 개인소득세 추이: 196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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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법인세 추이: 196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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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가가치세 추이: 196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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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회보장지출확대로 견인되는 정부지출소

요 재원은 기간세목의 부담률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의 부담

률 수준과 경제적 효율성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간 세목 중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다소간의 조정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세목

이 되었든 특정 세목에 대한 조정은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 갈등을 초래

하고 경제적 유인체계를 통해 다른 세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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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커다란 복지-재정-조세제도의 틀 속에서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

에서의 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제도에서 

부담과 혜택의 배분상태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토대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형평배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하에서 다룰 동태미시모의실험모

형을 구축하는 배경인 것이다. 

다음 제3장에서는 고령사회에 대응 가능한 합리적 조세·재정·복지제

도의 설계와 제도간 합리적 조정가능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한 동태미시모의실험 모형(K.sim)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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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일반적 특징

미시모의실험 모형은 Orcutt(1957)에 의해 처음으로 모형의 메커니즘

과 타당성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거시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시

적인 의사결정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제안

하였다. 이후 동 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형태의 모형을 구축(Orcutt, 

Greenberger, Korbel, and Rivlin, 1961)하였다. 이후 미시 모의실험 모

형을 이용한 최초의 연구가 수행되었다(Orcutt, Caldwell, and Wertheimer, 

1976). 

하지만 당시에는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미시자

료와 컴퓨터 기술, 그리고 미시적 의사결정 주체의 경제․사회적 행위에 대

한 풍부한 지식과 모형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이 불충분했다.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는 각 국가별 미시

자료의 축적과 컴퓨터의 발전, 그리고 사회․경제 정책(연금․교육․보건․지역 

9) 본 장의 3절까지의 내용은 권혁진외6인(2013a, 2013b, 2013c)과 권혁진․한정림(2009)

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이는 본 연구가 새로운 모형을 개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 모형을 활용하고 이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연구의 내용을 발췌․정리한다. 
   하지만, 당시의 모형을 이후 개선한 내용은 수정․추가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써, ① 소득추정방정식 수정·개선, ② 3차 연금재정추계에서 사용한 거시경제 및 인구 변

수 적용, ③ 2․3차 연금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연금제도 기초 변수 적용이며, 구체적인 내
용은 본문에서 서술한다.

동태미시모의실험 모형의 

구축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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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작된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미시 모의실험 모

형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문제들을 분석한 사례들이 점차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들 간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및 공유도 활발

하다. 예를 들어,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은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학회(IMA)10)가 2005년 

10월에 결성되기도 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학회지가 발행되고 있다.11)

다른 선진국가의 경우, 경제․사회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미시적 모의실험 모형(micro-simulation model)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장․단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미시적 의사결정

주체의 경제적(노동공급 혹은 은퇴행위, 소비와 저축, 그리고 자산축적과 

유산 등)․사회적 행위(출산․이혼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미시 모의실

험 모형이 그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도 상대적 장점

을 갖기 때문이다.

O’Donoghue(2001)에 따르면, MSM은 ‘사회․경제 정책의 효과를 검

토할 때, 1) 분석의 기본적인 단위로 미시적 의사결정단위를 취하는 동시

에, 2)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모형’으로 정의된다. 

먼저, 모의실험 기법이란, “(개인 혹은 가구 등의 의사결정단위의) 상태

와 행위에 대해 일련의 규칙들(이행확률, transition probabilities)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이때, 그 규칙들은 모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

적(deterministic)인 것일 수 있으며, 확률적인(stochastic) 것일 수도 

10) IMA(International Microsimulation Association;www.microsimulation.org) 

11) International Journal of Microsimulation.

12) http://www.microsimulation.org/IMA/IM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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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의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그에 따른 변화는 관련 규칙들

의 적용에 따른 추정(estimate)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MSM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13)

따라서 MSM이 분석단위로 미시적 의사결정단위, 즉 개인/가구에 대

한 분석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MSM의 특

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는 점에서 다른 어떤 모형에 비해서도 직관적인 설득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 근로의사결정, 자녀출산과 같은 복잡한 개인의 의사결

정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미시단위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인구들의 다양한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여러 정책수단들이 개인/가구에 미치는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을 모형화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시수준의 결과들을 통

해 정책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정책 혹은 연금제도와 같

은 역사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모의실험할 수 있다. 더욱이, 정

책개혁에 따른 미래의 행태적 변화와 조정, 서로 다른 경제-사회-인구 시

나리오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셋째, 특정 정책에 의한 승자/패자에 대한 장단기 효과를 분석할 수 있

다. 이것은 정책효과에 대한 전체적 변화 혹은 평균적 변화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기존 거시모형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시모형은 평균치에 대해서만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제도변화가 분

배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정책이 모든 이에

게 이득을 줄 수는 없으며,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자와 손해를 입는 자들

13) 모의실험 모형들에 대한 분류와 특징에 대해서는 권혁진․한정림(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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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나타난다. 따라서 평균적인 결과와는 별도로 평균적인 경향에

서 이탈한 자들의 장기적인 이동경로와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

다. 결국,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MSM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MSM은 다른 자료와 다른 모형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

는다. 기존에 비해 더욱 신뢰성 높은 서베이 자료가 있다거나, 혹은 노동

공급, 결혼, 출산과 같은 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

는 경우, 이를 모형에 신속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MSM의 단점 역시 존재하며 따라서 그 결과 해석에 있어서는 주

의할 필요가 있다. MSM의 가장 큰 단점은 분석대상으로 하는 개인/가구, 

즉 미시적 의사결정 행태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간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선, 수많은 미시

과정들 자체와 각 과정들 간 상호작용을 모형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와 관련한 지식이 현재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지금까지 알

려진 바가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이며, 미래에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

한 어려움은 MSM만이 갖는 한계는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MSM의 단점은 모형개발 및 구축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며, 모형의 실행과정과 결과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문제는 엄청난 결과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에도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떤 질

적 결과에 대한 이유를 그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

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MSM은 미시적 행태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대량의 자료, 많은 수고와 비용,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문

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여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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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K.sim의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갖는 최대 강점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대하여 가구 또는 개인의 가처분소득 분포와 구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비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완성하게 될 중장기 조

세·재정·복지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활용가능한 동학적 미시모의실험모

형(K.sim)의 개념도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K.sim 개념도

이 같은 조세수입 전망과 관련한 모형에서는 조세수입 각 항목의 주요

결정요인과 이에 대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연도의 조세수입은 다양한 연령의 중첩된 코호트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

의 합계이다. 따라서 이들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과 소비 변동

성이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인구고령화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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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세대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또는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

과 같은 개인소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세 및 준조세 기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조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분석은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전망모형의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주어진 연구기간과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서 이번 연구에서

는 인구고령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노동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과 연

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수입과 관련 조세지출의 장기전망 모듈 개발에 한

정하기로 한다. 소득세, 특히 본고의 목적이 되는 노동·연금소득으로부터

의 세수입(이하 “소득세수”)은 2013년 국세수입총액201.9조원의 16.5%

로 그다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세수입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수입 총액의 70%에 이를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소득세 이외에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의존하는 기타 세목

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를 비

롯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자산관련 지방세에 대한 조세수입은 

개인들의 생애주기에 걸친 지출과 저축(투자) 패턴의 변화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들의 지출 또는 저축규모는 주어진 소득세체계에서 결정된 가

처분 소득수준에 의존하므로, 관련 세수의 장기전망을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가 

전체 정부수입 규모를 고려했을 때에는 비록 한계가 있지만 중장기 조세·

재정미시모의실험 모형의 완성을 위한 1차 연구로 충분한 의미를 갖는

다.14) 

14) 따라서, 이와 같은 세목의 수입에 대한 장기전망은 본고에서 다루는 인별 생애주기 소
득분포 추정이 필요하다. 물론, 가계의 소비와 저축수준은 본고에서 다루는 노동소득과 

연금소득 이외 재산소득이나 기타 이전소득에도 의존하므로 앞으로 이들 소득까지 추정 
가능한 모형으로 확장 발전시켜야 하며,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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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수의 장기전망에 있어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코호트 또는 개

인소득 분포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이때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가 즉각적으로 물가수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명목

과세체계를 유지하므로 소득은 실질보다는 명목텀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연령구조와 특성이 변화하고 또한 그

에 따른 소득분포가 변하므로 여기에는 ‘연령’효과와 ‘시간’효과가 존재

하게 된다. 연령별 체계적인 소득변화로는 비록 남녀 간의 패턴이 달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평균소득이 40~50대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른

바 ‘hump-shape’을 따른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분산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 전망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연령

에 따른 소득변화를 모형 안에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보면, 소득에 대한 순수한 연령코

호트 효과가 없으며, 시간효과는 생산성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의한 전체

적인 소득증가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모든 연령그룹이나 코호트에 유사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전반적인 임금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과

세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직업구성이나 특정 직업군의 형

태가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연령-소득 프로파일의 기본구조

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과세기반의 변화라는 것은 단순

히 자연적인 연령-소득 프로파일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소득과세 기반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와 연금수령자와 

같은 기타 과세소득자들의 비중과 연령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소득자들의 연령분포는 인구의 연령-성 분포와 생산

가능인구의 연령과 성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과 결합된 결과이다. 따라

서 소득세 수입전망은 구체적인 소득자집단의 특성에 대한 전망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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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자 

특성분포의 변화가능성을 전망모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인구

전망 자체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에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미래의 변

화에 따라 근로인구의 규모나 특성분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과 가

구의 소득프로파일 추정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구성이나 연령, 성 등 과세대상자의 인적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제항

목이 적용되고, 과표구간별 초과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구조까지 함

께 고려해 보았을 때, 체계적으로 소득자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인구고령

화의 전형적인 결과로부터 연역적으로 조세수입변화를 추정할 수 없

다.15) 

이에 본 연구는 공적연금 장기분석을 위해 기개발된 MMESP와의 연계

를 통해 개인 및 가구의 소득프로파일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

라의 장기소득세수를 전망해보기로 한다.16) 우선 MSM의 일반적인 방법

론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SM은 개인의 소득이력에 대한 행정자료를 결합한 센서스 혹은 

서베이로부터 가족 내 개인 혹은 가구들의 대표 혹은 일부 표본을 기본 

데이터셋(base set)으로 사용한다. 간혹 가상의 인구집단에 대한 데이터

셋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모형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둘째, MSM은 개별 의사결정주체의 생애사건들(event; 취업, 실업, 결

15) 기존의 국내연구들에서도 근로자 또는 과세자들의 평균연령 및 규모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세수를 추정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16) 본고에서 사용하는 MMESP(Microsimulation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Korea, version 1.5)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공적연금의 장기적인 적정성 분석을 일

차적 목적으로 개발․구축된 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장기적인 소득세수 전망
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시 모의실험 모형의 기본적인 모듈, 즉 소득은 
물론 인구․가구․교육․노동시장 등과 같은 모의실험뿐만 아니라, 복잡하기로 유명한 공적

연금 제도의 가입 및 수급을 모의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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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출산, 사망 등)을 순차과정(ageing process)을 통해 모형화한다. 생

애사건들은 개인·가구가 속한 집단이 직면한 경제, 인구, 사회적 조건 등

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복잡하고 

다양한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MSM은 다른 모의실험 모형들에 비해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훨씬 더 세부적인 모형화가 가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현실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의 기여, 수익, 자격

조건 등과 같은 새로운 조건들이 결합된 복잡한 개혁안들이 연금액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개인들의 근로․혼인․퇴직․사망 등과 같은 생애사

건들의 이력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은 기술적 특성을 기준으로 다양

한 MSM을 분류․정리하고 있는 Dekkers and Belloni(2009)에서 말하

는 Dynamic population with cross sectional ageing model과 같

은 유형이다. 동 저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모형이 연금의 소비평탄화 효

과, 노인빈곤 분석 등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에 대한 모형화 

능력차원에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인 모의실험은 [그림 13]과 같은 모듈들로 구성되며, 모의실험 

기간은 2006~2100년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소득세 모듈이 추가되었고 

현재 사회급여모듈과 기타 조세모듈을 개발 중에 있다. 

동 모형의 기술적 특징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10GB Ram

을 장착한 64-bit Window7-PC(CPU: i7, dual-core), 소프트웨어는 

Stata13–MP를 사용하며, 총 수행시간은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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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K.sim 전체 모의실험 순환도

제3절 개인 및 가구의 장기 소득·특성 프로파일의 추정

본 절에서는 소득세수 장기전망에 필수적인 개인 및 가구의 장기 소득·

특성 프로파일 추정에 사용한 MMESP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본다.17)

먼저 [그림 13]의 각 모듈들은 [그림 14]와 같은 구조를 공통적으로 갖

고 있다. 집계값 조정셋(AlignmentSet)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순차과

17) [그림 13]의 조세모듈이 작동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모듈1~6과 사망
모듈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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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ageing process)에서 직·간접적으로 집계값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18) 여기서 집계값 조정이란 미시모의실험 모형에서 나

타난 미시적결과를 이와 관련한 거시적 차원의 실적이나 전망치에 대한 

외부정보와 비교하여 보정하는 것을 뜻한다. 파라미터셋(ParameterSet)

은 개인이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태를 기준하여 추정한 임의의 

행태방정식19)의 파라미터 집합이다. 이와 같은 파라미터들은 각 모듈의 

행태실험에 따라 내부 및 외부 정보를 기초로 오차항을 고려하여 확률적 

요소(stochastic element)를 반영하였다.

〔그림 14〕 모듈의 기본 구조

모의실험을 위한 기본 데이터셋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1% 표본추출 자료(개인 및 가구)」를 사용한다. 동 자료의 관측치수는 약 

44만 5천여 명이며, 동 자료에서 제공하는 변수들 중 일부 변수들을 이용

18) 동태적 순차방법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집계값을 조정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상
호 비교하여 최선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계값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태적 
순차방법을 이용한 모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 사실, 미시 모의실험 모형에 포함되는 행태는 각 행태에 대한 이행확률 혹은 위험에 대
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 등

과 같이 기존 연구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몇몇 행태에 대해선 무작위 선
택(random select)을 통해 모의실험을 수행했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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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모의실험의 효율성, 편리성, 그리고 조사내용의 정합성을 위

해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일부 변수들의 조사된 내용을 수

정․보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주택 총조사는 여러 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단위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는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구성되는 가족(family) 단위로 전환하였

다. 단순하게 말하면, 가구의 경우에는 여러 쌍의 부부가 존재하는데, 이

를 각 부부로 분리하여 새로운 가족아이디를 부여하고, 미혼의 자녀는 해

당 부모의 가족으로 분류한다.20)

둘째, 현실에서는 법정 입학연령과 달리 입학과 졸업이 가능하지만, 기

본데이터에서 존재하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내용들을 수정하여 모의실험

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셋째, 인구주택 총조사 원자료에서는 미시 모의실험에 필요한 변수들

이 부족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의 미시 

모의실험 개발과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이에 미시 모의실험 모

형 개발 과정에서는 부족한 정보를 행정자료나 미시조사자료 등 외부정

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보완한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 변수를 추정․보

완하였다. 

1)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을 보정(imputation)하

였다. 이때, 소득보정 방법은 확률적 회귀보정(stochastic regression 

imputation)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모수적 보정방법과 비모수적 보

정방법을 결합한 혼합방법(mixed methods)이다. 혼합방법은 모수적 보

정방법이 갖는 단순성(parsimoniousness)과 비모수적 방법이 지닌 강

20) 원자료 상의 가구주와의 관계의 조사내용 중 잘못된 정보들은 가족단위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정리(clean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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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robustness)을 결합한 것으로써, 다음의 두 단계를 거친다.

1단계[회귀분석단계]는 확률적 회귀보정 방식을 적용하는 단계로써, 

이를 위해 2005년도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

로자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 추정식에 기초하여 임

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시장소득을 모의실험한다. 여기서 잔차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확률적 요소를 반영한다. 

다음 2단계[비모수적 매칭단계]는 기본데이터의 모든 개인(a=1,…,

)

들에 대해 모의실험된, 즉 1단계 예측값과 표본 B(노동패널)의 관측치 간

의 거리 d(,)를 계산하여 표본 B에서 가장 가까운 근방의 b*에 대응하

는 실제값 으로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이때, 제약(constraint)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대별되는데, 제약매칭은 비복원추출에 가깝고, 비제약매칭

은 복원추출에 가깝다. 이에 인구센서스(recipient file)의 관측치가 노동

패널(donor file)의 관측치보다 많음으로써 비제약매칭방법 적용하였다.

2) 임금근로자 중 상용과 임시․일용 근로자로 구분․보정하였다. 이를 위

해 노동패널(3~11차)에서 임금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유형에 따라 

성별 로짓분석을 수행하여 세부 종사상 지위를 보정한다. 

3)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수급상태를 보정(imputation)하였다. 가입이

력에 대한 보정은 국민연금 가입 모의실험에 연관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고 3장 2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지금은 수급자와 수급액에 대한 보정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2005년 기준 수급종별 수급자수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경제활

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의 성-5세 연령별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 통계연

보 상의 각 급여종별 수급자수 비율을 이용하여 할당한다. 다음으로 급여

종별 수급자는 성-연령대별로 각 개인들에게 균등확률로 부여하고 무작

위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음으로 개별 수급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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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패널(KReIS)에서 제공하는 행정자료21) 상의 2005년도 수급액

을 성별, 연령대별 무작위추출을 통해 보정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모의실험을 위한 기본데이터셋의 변수들

은 <표 6>과 같다. 

〈표 6〉 개인 및 가구 소득·특성 모의실험 변수들

연도 사망배우자의 아이디 졸업재학중퇴 국민연금 가입개월수(연간)

가족 아이디 배우자 유무 학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연간,원)

가족구성원수 혼인상태 군대 국민연금 가입개월수(누적)

가족 내 관계 이혼여부 군복무시작연도 국민연금 수급여부

가족 내 자녀수 재혼여부 경활상태 및 종사지위 국민연금 급여종류

개인 아이디 사별여부 근로소득 국민연금 급여액(연간,원)

배우자 아이디 최근 혼인연령 점유형태 국민연금 최초 수급연도

성별 초혼연령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민연금 수급 정지 사유

출생연도 재혼연령 국민연금 가입종별 사망 여부

나이(만 나이) 현재 학교

다음으로 MMESP의 각 모듈에서 모의실험하고 있는 생애사건을 중심

으로 모듈별 모의실험 내용과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첫 번째, 인구․출산모듈에서 모의실험하는 출산과 관련하여, 실험기간

동안 연도별 신생아수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인구전망치의 성별 출

산인구수 1%로 한다. 부부의 출산확률은 노동패널(1~11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출산을 모의실험 하였다. 이때, 사실혼을 제외

하고 여성 연령 20~49세 사이 부부로 모의실험대상을 제한하였다. 

두 번째, 가구구성 모듈에서는 결혼(초혼 및 재혼)과 이혼을 모의실험 

21) KReIS의 정보와 특징 및 이를 MMESP에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가공한 방법론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은 권혁진(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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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먼저, 결혼건수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자료에 나타난 성별-연령

대별 인구 천명당 결혼건수 비율을 사용하여 연도별로 설정하였다. 2011

년까지는 실적치를 사용하였고, 2012년 이후는 2011년도 실적비율을 연

장하여 사용한다. 한편, 신규 결혼시장 진입자는 배우자가 없는 20~59세 

인구를 대상으로 균등확률 무작위추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이때, 성별 결

혼시장 진입 인원의 차이에 따른 혼인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성별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남자 100명, 여자 150명이 있는 경우, 

최종 혼인건수는 100건으로 한다. 

결혼시장에 진입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MateMatching 알고리즘은 

Perese(2002)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확률적 요소를 반영한다. 예컨대, 모

의실험 혼인 건수가 10건(남녀 각각 10명)인 경우, 남자 1번과 여자 10명 

간 결합지수(compatibility index)22)를 추정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으로 나온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으로 남자2번과 남은 여자 

9명간 결합지수를 추정, 지수값이 가장 큰 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설정

한다. 이 과정을 혼인건수 만큼 반복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사용하는 

결합 확률(likelihood of a union)은 2002~2005년 사이 결혼한 8,172

쌍 부부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이혼건수는 결혼건수와 같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자료에 나

타난 20~59세, 5세 단위별 인구천명 당 남성기준 이혼건수 천분비를 사

용한다. 마찬가지로 2011년까지는 실적치를 이후는 2011년 실적치를 연

장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이혼 부부는 균등확률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

으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교육모듈에서는 진학·취업여부와 군입대 및 제대를 모의실험 

22) 결합지수는 두 남녀의 인구통계학적․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배우자가 될 확률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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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 

및 취업률에 기초하여 진학자와 미진학자 그리고 미진학자 중 취업자를 

선정한다. 이때, 2006~2011년 기간에 대해서는 실적치를 사용하고 이

후는 2011년 실적치를 연장하여 사용한다. 대학진학 이외 상급학교 진학

자 선정은 균등확률 무작위추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한편, 대학진학자는 

2002~2011년 노동패널자료를 통합하여 고졸이상의 학력자를 대상으로 

2년제와 4년제 대학진학 확률을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다만, 

이때 재수기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군대의 경우 2006~2011년 기간 동안 징병신체검사 결과 전체 

수검대상 중 1~4등급자의 비율23)에 근거하여, 입대자수를 할당하고 입

대자는 균등확률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입대 

시기는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자의 경우 대학 1

년 수료시점으로 가정하였고, 군복무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다. 

네 번째, 노동시장 모듈1에서는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를 모의실험한다. 이때,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주기에서 

학업과 근로는 동시에 이행되지 못하며, 한번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다시 

학업과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② 본 모형에서에서는 경활

상태는 상용․임시일용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 그리고 비경활로

써 5가지 유형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그림 15]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모의실험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 진

입자와 기존근로자로 구분한다. 교육모듈에서 노동시장에 진입자로 선정

된 신규 진입자의 경활상태를 부여한다. 우선, 석사 이상 학위자의 경우 

상용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학사 이하의 학력으로 진입하는 자의 경우 

23) 2012년 이후는 2011년을 그대로 연장하여 사용한다. 한편, 동 자료의 출처는 2011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27번임. 
    http://www.mma.go.kr/kor/s_info/assembly/assembly01/assembly010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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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여부를 설정한 후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과 

임시일용을 나눈다. 이때, 각 개인에게 할당되는 경활상태는 균등확률 무

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그림 15〕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모의실험

반면에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개인들의 경활상태 변화는 각 개인들

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른 이행확률을 추정하여 모의실험한다. 이때, 그 

이행확률은 노동패널자료(3차~11차)를 통합(pooling)하여 비경활상태

를 기준으로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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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항로짓분석 결과(pooled multinomial logit model)

남성 여성

(1) 상용 (2) 임시일용 (3) 자영 (4) 실업 (1) 상용 (2) 임시일용 (3) 자영 (4) 실업

연령
0.272***  0.237***  0.228***  0.302***  0.249*** 0.211***  0.257*** 0.279***

(0.013) (0.015) (0.016) (0.019) (0.013) (0.014) (0.019) (0.027)

연령제곱
-0.00341** -0.0029*** -0.0026*** -0.0037*** -0.0030*** -0.0024*** -0.0026*** -0.003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미혼
-0.571*** -0.625*** -1.150***  0.248*  1.342***  0.962***  0.811***  1.685***

(0.101) (0.121) (0.140) (0.141) (0.103) (0.124) (0.193) (0.182)

이혼

/사별

-0.668*** -0.15 -0.574*** -0.119  0.635***  0.411***  0.0418  0.785***

(0.121) (0.121) (0.142) (0.200) (0.086) (0.083) (0.082) (0.189)

교육연수
0.125*** -0.0336*** 0.0383*** 0.0523*** 0.0711*** -0.0327*** 0.0152* 0.017

(0.008) (0.008) (0.009) (0.014) (0.007) (0.008) (0.009) (0.015)

5세미만 

자녀수

0.402***  0.381***  0.396***  0.397*** -0.186*** -0.420***  0.0851 -0.517***

(0.094) (0.108) (0.119) (0.132) (0.062) (0.095) (0.097) (0.148)

전기근로 

(상용)

4.521***  1.211***  2.315***  1.879***  4.384***  1.371***  2.033***  1.702***

(0.073) (0.107) (0.109) (0.123) (0.055) (0.094) (0.100) (0.120)

전기근로 

(임시)

1.867***  4.095***  1.779***  1.334***  2.093***  4.095***  1.849***  1.723***

(0.106) (0.086) (0.137) (0.157) (0.084) (0.066) (0.128) (0.144)

전기근로 

(자영)

1.742***  1.430***  5.947***  1.554***  1.579***  1.300***  5.819***  1.145***

(0.116) (0.127) (0.099) (0.166) (0.116) (0.127) (0.074) (0.217)

전기근로 

(실업)

1.740***  1.547***  1.556***  2.128***  1.642***  1.591***  1.148***  1.774***

(0.111) (0.132) (0.169) (0.138) (0.119) (0.135) (0.204) (0.167)

상수항
-7.803*** -6.035*** -7.369*** -8.849*** -8.401*** -6.869*** -9.592*** -9.464***

(0.302) (0.385) (0.438) (0.423) (0.306) (0.350) (0.520) (0.558)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3) 기준범주는 비경활(5)임.

한편, 모의실험 기간 동안 경제활동인구와 각 상태별 인구수 및 이행비

율에 대한 alignment set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2011년까지의 경

제활동참가율과 각 경활상태별 인구비율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즉 실적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② 2012년 이후 각 연도별 경제활

동인구수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서 가정하고 있는 성․연령대(5세)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때, 3차 재정추계의 동 비율은 



제3장 동태미시모의실험 모형의 구축 63

10년 단위로만 제공되는바, 제공되지 않는 연도에 대해선 선형보간 방법

으로 동 비율을 가정하였다. ③ 경제활동인구 내 상용·임시일용·비임금·

실업·비경활 인구수를 산출하기 위한 비율은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바, 본 모형에서는 2011년 실적치를 모의실험 기간 동안 그대로 연

장하여 사용한다.24) ④ 경활상태별 이행비율, 즉 (t-1)기의 종사상지위별 

t기의 종사상지위로의 각 이행비율은 노동패널(3차~11차)을 이용하여 

성·연령대(5세)별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를 산출하여 모의실험 전 

기간에 동 결과를 적용한다. 

다섯 번째, 노동시장 모듈2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소득세 추정

은 물론, micro-simulation 모형에서 매우 중요한 근로·사업소득에 대

해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다.25) 일반적으로 소득추정의 목적은 개인들

간 횡단면적 이질성과 개인의 시변(time-variant) 특성들이 소득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모형에서는 Zaidi et. 

al.(2009)에서 활용한 모형, 즉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확률효과 패널 모

형(random effect model)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그 구체적인 모형은 

아래와 같다.

        ln 
  ⋅



   


(1)

              

이러한 확률효과 패널모형의 장점은 특정 시기의 횡단면적 특성이 소

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시간변화에 따른 특성의 변화가 소득결정에 미

치는 영향 역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기존의 많은 미시 모의실

24) 참고로 연금재정추계에서는 가입종별, 즉 사업장·지역가입자 비율을 사용한다. 

25) MMESP(ver1.5)은 근로·사업소득과 연금소득만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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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모형에서는 횡단면 자료에 근거한 추정결과를 미래의 소득 예측에 사

용한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각 시기별 소득이 동일한 횡단면적 특성에 

의해서만 영향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 시기의 특성(예를 들어, 소

득)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확률효과 패널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과 변화하

는 특성들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기존 방법론의 문제를 해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률효과 패널모형에 의해 추정된 소득은 크게 세 부

분으로 구성된다. 

1)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들이 미친 영향으로써, 상수항, 성별

과 같은 관측된 특성들26), 그리고 개인 고유의 미관측 특성(unobserved 

attributes, )에 따른 부분이 있다.

2)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오차항, 즉 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다. 초

기의 는 ∼

를 통해 산출하고, (2)식을 통해 매년 업데이트 한

다.27) 이때, 는 정규분포 

를 따르며, 는  ⋅를 통해

서 산출한다. 

3) 시변요인들이 소득에 미친 영향으로써, 본 모형에서는 연령, 연령제

곱, 배우자의 경제활동여부 등이 해당된다. 특히, 본 모형에서는 고용이

력을 더미변수로 포함한다. 즉, 기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

로 기의 경제활동상태, 즉 전기에도 경제활동상태(e)인 경우, 실업

 혹은 비경활인 경우에 대해 취업-취업(ee), 실업-취업(ue), 비경

활-취업(ne)으로 구분한다. 

26) 본 모형에서는 학력, 가구주여부, 결혼유무가 해당되는데, 성별의 경우는 남녀집단별로 

분리하여 소득을 추정한다. 

27) 단, 식(2)에서의 가정은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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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노동패널(3~11차)이며, 소득은 월평균소득

×12개월로 하여 연간화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여 20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한다. 개인별로 

추정된 소득은 각 연도별 경상가격으로 전환하는데, 2011년 이후 소득금

액은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임금상승률(명목)에 대한 전망치를 이용

하여 전환하였다. <표 8>은 AR(1) 확률효과 GLS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

한 결과이다.28)

〈표 8〉 성별 소득방정식 패널분석 결과(AR(1) 확률효과 GLS 모형)

28)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최종 회귀방정식에서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만을 제
시함

독립변수 남자 여자

일반

연령  0.12506***  0.07381***

연령제곱 -0.00143*** -0.00094***

가구주(=1)  0.07334***  0.04246***

배우자(유=1)  0.12382***  0.07320***

배우자취업(=1) -0.05211*** -0.03690***

8세 이하 자녀수 - -0.06587***

학력

중졸이하(=1) -0.31751*** -0.34045***

고졸(=1) -0.06588*** -0.14901***

4년제 대졸(=1)  0.18889***  0.21515***

대학원졸(=1)  0.37117***  0.35358***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1)  0.22019***  0.30743***

비임금근로자(=1)  0.23870***  0.32743***

고용이력
실업-취업(=1) -0.04655*** -

비경활-취업(=1) -0.03382*** -0.08167***

연도더미

2001년  0.04951***  0.05659***

2002년  0.12737***  0.11805***

2003년  0.15128***  0.15765***

2004년  0.18301***  0.18673***

2005년  0.18677***  0.1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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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종속변수는 (월평균임금(원)×12개월)을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2) 각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들은 다음과 같음: 학력은 2년제 대학, 고용이력은 2기 연속 취업임.

     3) ***, **, *는 각각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한편,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에 대한 모의실험은 아홉 번째 사망모듈에

서 수행된다.29)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를 산출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alignment set이 필요하다. 하나는 국민연금가입확률로써, 이는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유형별 부가조사(2007∼2011년)를 이용

한 로짓분석으로 추정하였다. 2007~201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국

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자가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까지는 연도별 추정결과를 사용하였다. 2012년 이후는 2011년 추정치를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기준시점인 2005년과 모의실험 첫 번째 연도

인 2006년에 대해서는 2007년을 추정치를 적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가입자수(혹은 가입비율)로써, 이를 위해 본 모형

에서는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성·5세별 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국

29)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자선정과 수급액 산정은 사망모듈에서 모의실험된다. 다만, 유족
연금수급자의 재혼으로 인한 수급권 소멸은 가족모듈에서 이루어진다. 

독립변수 남자 여자

2006년  0.22126***  0.22293***

2007년  0.25029***  0.23915***

2008년  0.25189***  0.25425***

상수항  4.74609***  5.56262***

rho_ar 0.33123075 0.36529865

sigma_u 0.37206519 0.40041666

sigma_e 0.36062317 0.35430091

rho_fov 0.51561269 0.56087604

표본수 31,876 17,981

R2

within 0.1180 0.1340

between 0.4807 0.3732

overall 0.3707 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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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가입률, 지역가입률 및 납부예외자 지수를 이용하지만30), 그 과정

은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일반에 공개되는 3차 재정추계의 제도관

련 기초비율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연금제도법

상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

원․군인․사학 연금) 등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31), 

연금재정추계에서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국민연금가입비율을 적

용하여 전체 가입자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지역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사

업장과 지역가입자수를 산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

으로 연금재정추계 시 사용되는 전체 국민연금가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

구에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도 포함한 비율인 반면, 

본 모형에서 필요한 가입률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자들만을 대상으

로 한 가입종별(사업장․지역) 비율이라는 점 역시 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가입종별․성․연령별 가입률에 대한 alignment 

30)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가입자수는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산출하고, 18~59세 
경제활동인구에서 국민연금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률은 최근

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로그함수형태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2011년 
87.4%에서 2015년에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증가 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러
한 전체 가입률을 최근 실적분포(2011년)를 적용하여 성별·연령별 가입률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성비율은 2011년도의 실적치인 
사업장가입자 55.9%, 지역가입자 44.1%에서 장기적으로 2050년에 사업장 70%, 지역
가입자 30%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중 역시 최근 실적

치(2011년)에서 2050년에 3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
로 설정하여 추계하고 있다.
한편, 본 모형에서 국민연금가입자수를 산출하기 위해선 모의실험기간 동안의 가입종별․

성별․연령별 가입비율이 필요하지만,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비율로써 입수가능한 자
료는 2011년 기준 성․5세별 전체 가입률, 2011~2050년 기간 동안 10년 단위로 제공
되는 성․5세별 지역가입자 비율, 2010년의 성․각세별 납부예외자비율지수, 그리고 

2011~2083년 기간 동안 10년 단위로 제공되는 성․5세별 경제활동참가율뿐이다. 

31)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

입률과 가입확률 등을 활용하여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모형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것 역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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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한다. 

① 3차 재정추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연금가입대상 연령인 

18~59세 인구에서 성․5세별 경제활동인구수를 산출한다. ② 2011년 기

준 성․5세별 국민연금가입률이 2015년까지 로그함수형태로 상승하고 이

후 기간에는 2015년 비율이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성․5세별 연금가입자

수를 산출한다. ③ 가입종별 인원은 2011~2050년 기간 동안 10년 단위

로 제공되는 3차 재정추계의 성․5세별 지역가입자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2050년 이후에 대해선 3차 재정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2050년 수

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④ 납부예외자수는 3차 재정추계

에서와 마찬가지로, 즉 선형보간을 통해 2011년 56.5%에서 2050년에 

3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연도

별 전체 납부예외자 비율에 성별·연령별 비율의 차이를 지수화한 납부예

외자비율 지수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구체적인 결과로는 성․5세별로 a) 국민연

금 사업장 가입자수, b) 지역가입자수, c) 납부예외자수, 그리고 d) 경제

활동을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들의 수이다. 최종적으로 본 

모형에서 사용하는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비율에 대한 alignment set

은 이들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즉, 2011년 이후 모의실험기간 동안

의 성․5세별로 사업장가입비율은 위의 결과 중 a/(a+d)%, 지역가입자비

율은 b/(b+c)%로 가정한다. 한편, 2010년까지의 동 비율은 실적치를 이

용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 연도별․성별․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비율과 

확률을 이용하여 노동시장 모의실험 결과 상용․임시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 비임금근로자와 실업자는 지역가입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여

부를 모의실험하고, 보험료를 각각 계산하였다. 이때, 2010년 이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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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준소득월액32) 상·하한 금액도 값 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하

였다.33) 한편, 가입자의 연간 가입월수의 경우 상용임금근로자는 12개월 

모두 가입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임시 일용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의 경우 KReIS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성․연령․가입개월

수별 근로자 비율을 산출한 후, 이에 근거하여 균등확률을 이용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모의실험하였다.34)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과 연금액 산출은 가입에 대한 모의실

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2006∼2100년 기간 동안의 

모의실험을 통해 각 개인별로 매년 누적된 연금이력과 이미 구축된 기준 

시점의 이력(2006년 이전)에 근거하여 산출하면 되기 때문이다.35)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급여는 식(1)의 기본연금액(BPA)에 근거하여 산

출된다. 기본연금액은 기본적으로 “급여계수×(A+재분배상수×B)×가입

기간”으로써, 1988년 제도도입 당시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36)은 70%였

다. 하지만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급여수준이 60%로 하향조정

되었고, 2007년 동법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4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조정되었다.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기본연금액 산식(식 (2))에서

의 급여계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이 

70%라면 급여계수는 2.4이고 60%라면 1.8이 된다. 2007년도 개정 연

32)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하한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33) 1995∼2009년 기간 동안에는 하한 22만원, 상한 360만원임. 

34) 한편, 제도가 도입된 ‘88년 이후 2005년까지의 연금이력 및 수급자의 수급액은 한국노

후보장패널(KReIS)에서 행정자료와 매칭․제공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보정하였다. 우선, 
월단위 행정자료를 연간화하여 성·연령·가입종별 기준 복원무작위추출을 통해 기본데이
터상 개인에게 연금이력정보를 매칭하였다. 이와 같이 매칭된 연금이력은 별개의 파일

로 저장하여 향후 모의실험과정의 가입이력과 같이 수급권 및 수급액 결정시 사용한다. 

35) 국민연금 급여 종류 및 산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순옥 외(2008)와 권혁진 외6인
(2013c) 참고.

36) 수급자의 소득월액대비 최초연금월액으로 급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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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법에 따르면 2008년에 급여계수가 1.5로 인하되고 이후 매년 0.01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는 1.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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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이후

 × 
출산크레딧

× 
군복무크레딧

×

(2)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균등부분), 

  :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 개인의 전체 가입월수(노령연금액 산정의 경우에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

입월수)

 : 1.5∼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 : 2008~ 2028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 급여계수가 1.5에서 매년 0.015씩 감소, 2028년 이후 

1.2적용.

 : 20년 초과 가입월수 

기본연금액 산출에 필요한 연도별 A값과 수급자의 생애월평균소득(이

하, 값)은 모의실험을 통해 축적한 개인별 가입이력 자료와 식(3)과 식

(4)의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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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으로 최종적인 국민연금 연금월액은 이상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기본연금액(BPA)(식(2))에 연금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지급률 및 제한

율을 곱한 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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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월액 = 기본연금액(BPA)×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율 + 부양가족 연금액       (5)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제외한 완전․감액․특례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연

금가입이력과 각 연금급여 종류의 수급기준에 따라 법정수급연령자 중 

수급자를 선별하고 인별 연금급여액을 산출한다. 이때 2007년 개정 연금

법에 따라 출생연도별 법정 수급연령을 조정한다.37)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연금가입월수나 연령조건의 충족여부 이외에

도 은퇴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수급신청 등 개인별 의사결정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경우 수급자선정은 은퇴에 대한 행태방정식 추정이 

필요하다. 3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연금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성․

연령별 조기수급률을 이용하여 성․연령별 조기수급자 규모를 산출하

고39), 균등확률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조기수급자를 모의실험 한다.40)

장애연금은 3차 연금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즉 2005∼2010년 간 성․연

37)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참고.

38)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신경혜․권혁진(2013) 참고.

39) 연금재정추계에서는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연령조건과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조기수급에 대한 의사를 가진 자의 비율을 조기노령연금수급률로 정
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를 산출한다. 이때, 3차 추계에서는 최

근 실적자료(2010년)를 이용하여 조기노령연금수급률을 설정하되, 성․연령․가입상태(가입 
혹은 대기)별로 적용한다. 하지만,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2013년부터 조기노령
연금 수급연령과 급여율이 조정되며, 2033년부터는 60~64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수

급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수급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연금가입은 
59세로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60세 이상의 개인은 모두 대기상태로 분
류될 수밖에 없고, 대기상태에서의 조기수급률은 가입상태에서의 조기수급률에 비해 훨

씬 높음으로써,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조기수급자 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된다. 물
론, 제도변화로 인한 조기수급률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현재 
상태에서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를 가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3차 재

정추계에서는 조기수급자격이 있는 60세 이상의 개인을 가상으로 가입 혹은 대기상태로 
구분하여, 기존의 성․연령․가입상태별 조기수급률을 적용함으로써, 조기 수급자 규모를 
smoothing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3차 추계시 

가정에 따라 산출된 성․연령별 수급자 규모를 조기수급자격이 있는 성․연령별 인구로 나
누어 재산출한 성․연령별 조기수급률을 집계조정셋(alignment set)으로 사용한다. 

40) 향후에는 중․고령자의 조기수급행태에 대한 신경혜․권혁진(2013)의 연구결과를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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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장애등급별 장애연금 발생비율에 기초하여 그 규모를 가정하고, 장

애연금 수급자는 균등확률에 의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모의실험한다. 

다음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자들의 가입이력 등을 참고하여 그 

급여액을 산출한다. 

한편, 유족연금은 사망모듈에서 모의실험이 이루어진다. 사망모듈에서

는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연도․성․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모의실험 

기간 동안의 연도․성․연령별 사망자수를 산출하고, 사망자는 균등확률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모의실험하였다. 이때 사망자가 국민연금 수

급자였거나 혹은 가입자였을 경우 그의 연금가입이력을 활용하여 유족연

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서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며 배우

자를 우선수급권자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령․장애․유족 급여에 대한 모의실험결과 중복급여가 발생

하는 경우, ‘노령과 유족’, ‘노령과 장애’인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노령과 

유족의 급여액은 유족연금과 노령+유족20%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고, 노령과장애연금의 경우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장애와 유족의 경우 급여발생의 순서와 상관없이 유족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장애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였다.41) 

제4절 개인별 장기 소득세수 추정

본 절은 제2절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개인 및 가구의 소득·특성 자료를 

기준으로 장기 소득세 전망의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한다. 먼저 우리나라

41) 우리의 군민연금 수급모의실험에서는 재직 및 연기 노령연금과 장애․사망․반환에 따른 
일시금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및 부양가족연금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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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세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세법상 열거

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다. 과세방식은 크게 

개인소득세(종합소득세), 분류소득세,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의 경우 인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

과세, 그리고 종합소득 이외의 분류소득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류과세로 나뉜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종류와 구분

주: 본고의 소득세 추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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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과세방식에 따라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도출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후 각종 세액공

제 및 감면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13년도 소득세 수납액(47.8조원)의 69%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21.9조원)와 종합소득세(10.9조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사

업소득 및 연금소득에 한정하여 인별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연도별 소득세 수입규모를 산출한다. 그 과정은 상기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조세모듈 작동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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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시산에 필요한 소비정보는 가계동향조사(HIES)로부터 통계적 

매칭을 통해 확보하였다.42) 자료 매칭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인별 소득

세 시산 과정을 보기로 하자. 먼저 제2절의 과정을 통해 추정된 인별 근로

소득을 총수입금액으로 가정하고 <표 9>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

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사업소

득금액으로 가정한다. 한편, 연금소득금액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정보를 통해 유족·장애연금이나 2002년 1.1 이전 불입분(과세제외기여

금 등)과 2009년 이전 발생한 연금(노령)소득 등 비과세 연금소득을 제외

한 공적연금소득(또는 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표 10>의 연금소

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표 11>의 종합소득공제항목

을 적용하여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표 

1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소득세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지출특례법상 귀속연도 다음해에 지급되는 EITC와 CTC(’14 이후 적용, 

42) 일반적인 통계적 매칭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Susan Rässler, 2002). 먼저 동일한 모

집단에서 추출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샘플에 대한 조사자료 와 가 있을 때 두 자료

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성변수의 집합을 라 하자. 한편, 라는 정보는 자료에 

그리고 라는 정보는 자료에만 존재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를 모두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라 하자. 만일 이와 같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심이 되는 변수들의 분포를 가능한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료 를 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자료 와 를 각각 기준파일(recepient 

file)과 연계파일(donor file)이라 하면 연계파일의 정보를 기준파일로 이전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각 파일에 기록된 정보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거리함수를 사용한다. 이때 거리함수는 공통특성변수집합 를 기준으로 하

여 기준파일 레코드와 동일하거나 가장 근접한 연계파일 레코드를 찾는데 사용된다. 이

와 같은 매칭과정을 통해 통합파일가 만들어지면 이를 실제 모집단을 대표하는 하나

의 샘플 조사 자료로 보고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통계적 매칭은 다

음의 기본가정에 기초한다. 먼저  는 결합확률 또는 밀도함수 


를 갖는 다변

량 확률변수이고  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수용파일과 

제공파일의 레코드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임의추출되었다. 즉, 공통변수 
에 대하여 와가 조건부 독립일 경우에만 두 자료의 결합이 가능하며 이를 조

건부독립가정(CI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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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15년)는 해당 연도의 적용대상과 소득요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표 14 참조).

〈표 9〉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구간
2004~2008 2009~2013 2014~

공제액 공제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 총급여액의 80% 총급여액의 70%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350만원+500만

원 초과금액의 

40%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750만원+1,500

만원 초과금액의 

15%4,500만원 이하
1,2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200만원+4,500

만원 초과금액의 

5%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작성함.

〈표 10〉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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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종합소득공제 적용항목

(단위: 만원)

구분 ’06 ’07 ’08 ’09 ’11 ’12 ’13 ’14

인적
공제

기본공
제

본인공제 100 150

배우자공제 100 150

부양가족공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자)

100 150

추가공
제

경로자우대
100(65세 이상)

150(75세 이상)
100(70세 이상)

장애인공제 200

부녀자공제 50

한부모추가공제 - 100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1인), 50(2인), 2007년 폐지

6세이하 공제 100 폐지

출산/입양공제 - 200 폐지

다자녀추가공제 -
50+

(자녀수-2)*50

100+

(자녀수-2)*200
폐지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
연금

기여금
본인 전액

근로자
특별

(소득)
공제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본인)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 - 전액

고용보험(본인) 전액

보장성보험 100 폐지

의
료
비

본인 급여 3% 이상 전액

폐지
부양가족

급여 3% 이상 

500 한도
급여 3% 이상 700 한도

교
육
비

본인 전액

폐지
미취학아동 200 한도 300 한도

초중고 200 한도 300 한도

대학 700 한도 900 한도

기
부
금

종교기부금

종교기부금한도

= [종합소득금액-기부금=‘소득금액’]*10/100+ 

‘소득금액’*5/100과 종교기부금중 적은 금액, 

이외 기부금한도=‘소득금액’*15/100

폐지

표준
공제

근로소득자 100
폐지

W/O근로소득 60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소득세 시산 시 적용 항목에 한정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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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소득세율

(단위: %)

과세표준 ~2008 2009 2010~2011 2012-2013 2014~

~1.2천만원 이하  8  6  6  6  6

~4.6천만원 이하 17 16 15 15 15

~8.8천만원 이하 26 25 24 24 24

~1.5억원 이하 35 35 35
35

35

~1.5억원 초과
38

~3억원 초과 38

〈표 13〉 세액공제 적용항목

구분 2006~2013 2014~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산출세액 공제율 한도 공제율 한도

50만원 이하 55 - 55 -

50만원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30 50만원 30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63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50만원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1인당 

연 15만원+ 2인 초과 1인당 연 20만

원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전

용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 보

험료지출금액의 1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의료비-총급여 3% 초과지출 의료비 

금액으로 총 7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부양자녀 대학생 1인당 연 900

만원 한도,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 1인

당 연300만원 한도, 특수교육비 전액, 

각 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종소세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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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소득세 시산 시 적용 항목에 한정하여 작성함. 

〈표 1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산정기준(귀속연도 기준)

구분 2006~2013 2014~

종교단체기부금-한도액적용 기부금

액의 15/100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12만원

W/O근로소득 7만원

구분 연혁 가구요건 소득구간 산정기준

EITC

2008~
2010

자녀 
1인 이상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15/100

1,200만원 미만 120만원

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24/100

2011~
2013

무자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7/60

900만원 미만 70만원

1,300만원 미만 (1,300만원-총급여액)*7/40

자녀 1인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7/40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700만원 미만 (1,700-총급여액)*28/100

자녀 2인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17/90

1.200만원 미만 170만원

2,100만원 미만 (2,100-총급여액)*17/90

자녀 
3인 이상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2/9

1,200만원 미만 200만원

2,500만원 미만 (2,500-총급여액)*2/13

2014~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70/600

900만원 미만 70만원

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900)*70/400

홑벌이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170/900

1.200만원 미만 170만원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1,200)*170/900

맞벌이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210/1000

1,300만원 미만 210만원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1,300)*2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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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을 요약하면, 현재 자료의 한계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월세소득공제(근로자특

별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비롯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와 가산세 등은 이번 소득세 시산작업에서 고려하지 못했

다. 앞으로 사회급여 및 자산모듈의 개발을 통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인

적공제를 비롯한 기타 자산관련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및 가구 소득프로파일 자료에는 <표 

11>과 <표 13>의 특별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

다. 이에 성향점수 통계매칭(PSSM: Propensity score statistical 

matching)을 통해 HIES와 연계하여 필요한 소비정보를 확보하였다. 

PSSM은 통계적 매칭의 한 유형으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여집단

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PSSM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바로 성향점수라는 한 개의 생성된 변수를 매칭함으

로써 다변량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차원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물론 PSSM이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예측평균매칭(PMM: 

Predictive mean matching) 역시 매칭시 차원문제를 해결하기는 하지

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PSSM이 훨씬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43) 44)

43) Gu and Rosenbaum(1993)은 성향점수 매칭이 Mahalanobis 거리함수 또는 Mahalanobis 

구분 연혁 가구요건 소득구간 산정기준

CTC

홑벌이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50만원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50만원-(총급여-2,100만원)*

20/19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50만원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50만원-(총급여-2,500만원)*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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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점수는 공변량 벡터가   일 때   (기준파일)인 그룹의 번

째 레코드의 조건부 확률로 식(6)으로 정의되며, 성향점수 추정치는 식(7)

과 같다. 

                  ′ (6)

          ′ 


 
 


′


. (7)

구체적인 매칭과정을 보면, 먼저 연계파일로 사용할 HIES를 인별 소득

세 산출이 가능한 상태로 변환한다.45) 기준파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소득공제 적용을 고려하여 각 가구원에게 배분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종교기부금 지출과 가구원의 연령, 직업, 학업 등 특성정보를 토대로 가

구별 산출한 미취학아동, 초·중·고·대학·대학원 및 성인 각각에 대한 1인

당 교육비이다.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성별, 학령, 연령 및 연령제곱, 개인근로소득, 개인사업소득, 가구소득을 

매칭을 위한 공통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 세대주를 기준으로 구

성된 기준파일의 가구구성을 과세단위 가구로 재구성한다. 또한 각 파일

의 학업 및 학력 구분변수를 학령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클리

닝과 보정작업을 마친 후 연계파일인 HIES의 모든 레코드에  , 기

준파일에  을 부여하고 자료를 통합한 후 공통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회귀모형을 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한다.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caliper(=0.01)매칭알고리듬을 사용하여 통합파일 K.sim을 생성한

다. 이때, 2006~2013년도에 대해서는 각 해당연도 자료를 매칭하고, 

caliper 성향점수를 사용했을 때 보다 균형적인 매칭샘플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44) PMM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Rohaly, Carasso, and Saleem(2005)를 참조.

45)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계파일과 기준파일의 명칭은 오미애 외(2014)의 용어정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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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는 2013년도 HIES를 기준으로 제3차 재정계산의 연도별 명

목소득증가율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소득과 소비항목에 각각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기준파일과 연계한다.46) 이와 같이 생성된 연도별 통합자료

를 가지고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별 소득세와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

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금액을 산출하였다. 

<표 15>는 제3장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모듈에서 모의실험하고 있는 

생애사건과 이를 위해 사용된 외부자료와 행태추정방정식을 정리하여 보

여준다. 

〈표 15〉 주요 생애사건과 모의실험 방법

46) 기준파일과 연계파일 간 관측치의 편차를 고려하여 2006~201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물가수준을 보정하여 통합한 후 연계파일로 활용했을 때의 최종적인 소득세 산출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복원추출을 통한 연도별 매칭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모듈 생애사건 AlignmentSet
파라미터 추정에 사용한 

데이터 및 변수
비고

인구․

출산
출산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인구

전망치

노동패널(1~11차)(연

령,연령제곱,취업여부,

자녀수,출산대기기간)

로짓모형

가구
구성

결혼

(초․재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자

료의 천명당 결혼건수

인구․주택총조사(남자의 

연령, 부부의 연령차이,

학력 차이)

Pereses(2002)의 

MateMatching 

알고리즘 참고

이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자

료의 천명당 이혼건수
random

교육

상급학교 

진학(대학 

제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구센터의 자료 중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과 취업률

random

대학진학 상동 
노동패널(3~11차)(가구

소득,부모의 학력)
다항로짓모형

군대입대

신체검사 등급별 현황

(2006~2011)(2011년 

국정감사 자료)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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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생애사건 AlignmentSet
파라미터 추정에 사용한 

데이터 및 변수
비고

노동
시장1

경제활동

상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

사 원자료(성․연령대별 경

제활동인구비율과 종사상

지위별 인구비율)

노동패널(3~11차)(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교

육연수, 5세 미만 자녀

수, 전기 경활상태)

다항로짓모형

노동
시장2

근로소득
3차 연금재정 추계의 명목

임금상승률

노동패널(3~11차)(연령,

성별,가구원수,가구주여

부,배우자유무,학력,고

용이력)

패널확률효과 

모형(AR(1)- 

GLS)

사망 사망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성·

연령별 사망률
random

연금
연금가입과 

수급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제도

기초 비율

연금가입확률(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로짓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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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득분포 추정결과의 유효성 검토

이상에서 설명한 K.sim의 소득 및 소득세 추정결과를 논의하기에 앞

서서, [그림 18]과 [그림 19]를 통해 연령별 인구구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18]에서 ‘인구총조사(1/100)’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된 결과치 중 연령별 인구수를 백명 단

위로 환산한 것이다. ‘주민등록상인구(1/100)’은 2005년말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100명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그리고 ‘인구총조사 

1% 표본자료’는 통계청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주택총

조사」의 조사대상 인구 중 1% 추출 표본 자료이다. 

그 결과를 보면, 0~40세 사이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수가 주민등

록상 인구수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을 제외하곤 추세와 수준이 상당히 유사

하다. 하지만, 우리가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즉,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1% 표본자료의 연령별 인구수를 보면, 대략적으로 15~25세 사이의 인구

수가 과소추출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상대적으로 과대 추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9]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 결과와 위의 인구총조사 

1% 추출 표본자료에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인구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체 인구 대비 ‘0~14

세’, ‘15~6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각 비중을 통계청의 추계결

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0~14세’ 인구의 비중은 장기

추정결과의 유효성 검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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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0%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은 두 결과 유사하며, 다만 우

리의 추정결과가 비교가능한 시점인 2060년까지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8〕 연령별 인구수 비교: 2005년

자료: 1) 인구총조사(1/100)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 

1IN0503&conn_path=I3(다운로드 일자: 2014.09.02.)의 수치를 100으로 나눈 것임.
        2) 주민등록상인구(1/100)은 과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의 인구수를 100으로 나눈 것임.
        3) 인구총조사 1% 표본자료는 통계청이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는 원자료상의 결과임.

여하튼 그 차이를 보면, ‘15~64세’인구의 비중은 2050~60년 이후에

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통계청 자료에 비해 우

리의 추정결과는 2050년대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

면에 ‘65세 이상’인구는 각각 ‘15~64세’인구의 비중의 추이와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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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즉, ‘65세 이상’인구 비중이 통계청 전망에 비해 보다 빨리 그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그림 19〕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전망

주: A는 추정결과이며, B는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임.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인구구성의 추이 외에도 자료의 특징이 향후 결

과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먼저, 과소 혹은 과대추출

된 인구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전체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부분 

상쇄됨으로써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코호트의 인구수에 따른 

결과, 즉 근로인구수, 나아가 이들의 세수 합계치 등 각종 합계치에는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기준 15~25세 사이의 코호

트의 근로시기(주로 65세 이전 시기), 즉 모의실험 초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전체적인 연구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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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 코호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경제활동을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과소추출된 코호트

의 역할을 다른 코호트에 속한 개인들이 그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최대한 가까운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정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임은 분명하다.47) 따

라서, 이하에서 제시되는 모든 결과들은 이에 주의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및 납세부담 등과 같은 

개인별 수준에서 추정되는 결과들과 평균값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

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과 소득세에 대한 K.sim의 모의실험결과를 정부

의 공식통계 혹은 외부의 다른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의 유효성

(validation)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모의실험 기간이 2006년에서 

2100년 사이로써, 전 기간에 걸쳐 비교가능한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

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추정된 소득분포들을 

일차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2006~2100년까지 추정된 소득분포를 살

펴보고, 2006~2012년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들에 대해 추정한 근로·사

업소득분포를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과 비교

한다. 그리고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제3차 재정추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계결과 중 비교가능한 일부 통계치들과 비교한다. 이어서 제2절에서 

소득세 추정결과의 유효성을 검토하겠다. 

47) 이러한 맥락에서 통계청은 일반 연구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줄여줄 수 있는 좀 더 신뢰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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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분포 추정결과

이하에서는 먼저 소득추정 결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연금소득 관련해

서는 제3차 재정추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계결과 중 비교가능한 일부 

통계치들에 대해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20〕 연령별 근로․사업소득 분포

주: 근로사업소득이 ‘0’인 자들은 제외한 평균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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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은 분석기간 중 10년 간격으로 전체 평균소득 대비 연령별 소

득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44~45세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50세 이후부터 감소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출생코호트별 근로·사업소득 profile

주: 1) 명목임금상승률로 환산한 2012년 기준 불변가격 기준임.

     2) 근로사업소득이 ‘0’인 자들은 제외한 평균치임.

[그림 21]은 1950년생에서 2040년 출생자 중 10년 간격의 출생연도

별 집단의 20~70세까지의 평균 연간 근로·사업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각 코호트별로도 4~45세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

편, 80년 이전 출생 집단의 소득이 이후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나는 것은 개인들의 고학력화 경향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최근 학령인

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현재 소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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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에서는 대학진학자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

으로 후세대의 소득수준이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의 생애소득 프로파일이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은 최근의 고학력화 경향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48)

[그림 22]~[그림 24]를 통해서는 모의실험 기간 중 10개 연도의 소득

원별 분포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그림 22]는 모의실험을 통해 발생한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소득을 명목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2012년 가격으

로 현가화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소득분포(왼쪽 그림)와 500만 원 

이하의 소득분포(오른쪽 그림) 모두에서 보듯이 모의실험을 통해 발생한 

분포 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 소득분포에서 보듯

이, 분포의 오른쪽 꼬리부분의 길이는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23]은 모의실험을 통해 발생한 국민연금 급여액(노령․장애․유족 

연금 모두 포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림 22]의 근

로․사업소득은 모의실험에 사용한 명목임금상승률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현가화한 반면, [그림 23]의 국민연금소득 분포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현

가화한 결과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급여액은 최초수급 이후 다

음 해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이다.49)

48) 바로 이러한 점은 향후 모형 개선 및 발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일 것
이다.

49) 현가화를 명목임금상승률 혹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어떤 것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결
과는 매우 상이하다. 이에 [부도 4]와 [부도 5]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로 현가화한 근로․

사업소득분포, 명목임금상승률로 현가화한 국민연금소득분포를 각각 제시함으로써, 관심
있는 독자는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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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근로․사업소득 분포의 변화

주: 1) 명목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2012년 가격으로 현가화한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임.
     2) 근로사업소득이 ‘0’인 자들은 제외함.
     3) STATA의 기본옵션인 Epanechnikov를 이용하여 smoothing한 kernel 밀도함수임.

〔그림 23〕 국민연금소득 분포의 변화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2012년 가격으로 현가화한 월평균 국민연금소득임.
     2) 국민연금소득이 ‘0’인 자들은 제외함.

     3) STATA의 기본옵션인 Epanechnikov를 이용하여 smoothing한 kernel 밀도함수임.

한편, 그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소득분포는 장기적으로 오른쪽으로 이

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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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가입기간이 전반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연금급여가 증가할 것이

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4]는 근로․사업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근로․사업소득은 근로연령기에 있는 자

들이 대부분이고, 국민연금소득은 노인세대에 속한 자들이 얻고 있다. 하

지만, 본 모형에서 수행한 모의실험은 노인세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있거나, 장애․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근로․사

업소득이 있는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두 소득원이 모두 있는 자들이 존재

한다. 이에 [그림 24]는 개인별로 두 소득원을 합계한 소득을 총소득으로 

정의하고 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그림 23]

과는 달리 국민연금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명목임금상승률로 

현가화 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급여는 수급 이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조정․지급하는 바, 이는 수급 이후 나타나는 

실질적인 경제성장효과를 연금급여에는 법․제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로․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을 결합한 분포의 변화를 검

토하기 위해선 동일한 변수로 현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50) 

이에 [그림 24]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총소득 분포의 중심은 왼쪽으

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2]의 근로․사업소득의 분포가 장

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그림 24]의 분포변화는 주로 연

금소득의 영향이다. 당연하게도 그 이유는 최초 수급 이후 연금액을 경제

성장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로만 조정․지급하는데 반해, 여

기서는 경제성장효과를 포함한 명목임금상승률로 현가화했기 때문이다.

50) [부도 6]을 통해서 근로․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모두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로 현가화한 
총소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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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총소득 분포의 변화

주: 1) 총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국민연금을 합계한 소득임.

     2) 각 연도별 총소득은 명목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2012년 가격으로 현가화함.
     3) 총소득이 ‘0’인 자들은 제외함.
     4) STATA의 기본옵션인 Epanechnikov를 이용하여 smoothing한 kernel 밀도함수임.

  2. 외부소득분포 자료와의 비교

다음으로 추정된 소득분포를 다른 외부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유

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비교대상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

사」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이며, 소득변수는 각 자료에서 조사

하고 있는 개인단위의 근로·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근로·사업소득

이 별도로 조사·보고되지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합계치로만 제공된다. 

이에 비교를 위해서 취업한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조사·보고된 기타가구

원의 소득합계치를 취업한 기타가구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둘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 단독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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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포함되고 이어서 2007년 다목적 연동표본 개편, 2009년 분류체

계 개편, 2011년 연간집계방식의 변경 등 자료의 조사대상 범위 등 고려

할 것이 많지만, 이하의 비교 과정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특성들을 고려

하지 않는다.51) 

셋째, 노동패널은 기본적으로 개인단위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 값

을 그대로 사용한다.52)

먼저, <표 16>은 연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5개 분위값을 비교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가지의 결과 중 노동패널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가장 낮게, 즉 우리의 추정결과가 그 중간 정

도 수준이다.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노동패널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반면, 

가계동향조사와 본 연구 추정치는 초기에는 유사한 편이지만 최근 시점

으로 올수록 가계동향조사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 

〈표 16〉 평균 및 분위 소득 비교: 추정치,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

(단위: 만원)

51) 물론, 자료의 특성들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러한 작업에는 많은 

수고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작업을 추후 과제로 남기는 
한편, 노동패널을 비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52) 노동패널 자료에서 제공하는 월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 p[조사차수]1642, 비임금근로자
는 p[조사차수]1672 변수가 해당된다. 

연도 자료 평균 표준편차 p10 p25 p50 p75 p90

2006 가계동향조사 129.2 136.9  0.2  12.6  94.2 193.7 317.1

2006 노동패널 192.9 188.7 60 100 150 245 350

2006 추정값 173.1 132.7 51.6  83.1 137.8 222.9 336.9

2007 가계동향조사 138 146.6  0.2  11.9 101.9 207.2 335

2007 노동패널 205.1 213.7 65 100 150 250 400

2007 추정값 185 141.4 54.9  89 147.5 238.9 359.2

2008 가계동향조사 146.1 156.6  0.2  13.4 108.8 215.5 354.3

2008 노동패널 213.4 219.7 70 100 166 27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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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각 소득은 경상가격(단위: 만 원)임.

        2)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의 소득값들은(횡단면) 가중치를 고려한 것임. 
        3) 근로사업소득이 ‘0’인 자들은 제외한 결과들임.
자료: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년도 원자료

        2) 노동패널 각년도 원자료
        3) 추정 결과

다음으로 5개 분위값의 결과 중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10분위 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점이 특이하다. 반면에 노동패널소득 분포와 추

정분포는 비교적 유사하지만, 노동패널의 각 분위값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 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부표 참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료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16>에서 나타나

는 차이는 여성의 차이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5]는 각 자료의 2007년, 2010년, 2012년 소득분포를 비교한

다. [그림 25]의 각 연도별 왼쪽 그림들은 소득분포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이를 통해 오른쪽으로 긴 꼬리모양의 전형적인 소득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른쪽 꼬리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패널 자료이

연도 자료 평균 표준편차 p10 p25 p50 p75 p90

2008 추정값 190.8 145.1 57  92.2 152.7 246 370.4

2009 가계동향조사 173.7 153.6 16.4  62.5 134.5 246.4 380.8

2009 노동패널 212.4 183 70 100 170 270 400

2009 추정값 196 150.1 57.6  94.2 156.6 253.2 380.7

2010 가계동향조사 182.9 159.2 16.8  67.2 144 259.1 397.9

2010 노동패널 221 181.3 74.4 109 180 300 400

2010 추정값 199.9 152 59  96.5 160.6 258.2 386.2

2011 가계동향조사 195.2 171.2 17.6  73.7 154 278.4 419.6

2011 노동패널 231.1 211 80 120 195 300 420

2011 추정값 208.1 158.7 61.2 100.1 166.9 268.9 403.2

2012 가계동향조사 208 182.3 20.8  82.6 164 291 438.9

2012 노동패널 237.6 210.5 80 120 200 300 450

2012 추정값 216.3 163.5 64.8 104.6 173.5 279.6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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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계동향조사는 가장 짧고, 추정결과는 중간 수준이다. 한편, 가계동

향조사 자료의 경우는 낮은 소득수준에서 그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림 25]의 오른쪽 그림은 전체 소득분포에

서 1,000만 원 이하의 밀도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를 보면 추정

분포와 노동패널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최근에 올

수록 노동패널상의 소득분포가 추정분포의 오른쪽으로 이동·위치하는 경

향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비교대상 시계열이 짧음으로써 향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53)

[그림 26]은 모의실험 기간 동안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

자 비중에 대해 제3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대체적인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2060년을 전후로 한 시점부터 그 비중이 제3차 재

정추계결과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의 1% 표본에서 2005년 기준 15~25세 사이의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추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이들이 노

인세대가 되는 2040년경부터 제3차 재정추계에 비해 노인수가 상대적으

로 적음으로써, 연금수급자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53) <그림 6>에서 제시하는 연도 이외의 결과와 성별 비교 결과는 <부록>을 참고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전체적인 분포와 1,000만 원 이하의 분포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10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그림 25〕 외부자료와의 소득분포 비교

   주: 1)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며, 경상가격(단위: 만 원)임.

        2)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의 소득값들은(횡단면) 가중치를 고려한 것임. 
        3) 근로사업소득이 ‘0’인 자들은 제외한 평균치임
        4) 소득분포는 STATA의 기본옵션인 Epanechnikov를 이용하여 smoothing한 kernel 밀

도함수임.
자료: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2) 노동패널 각년도 원자료

        3)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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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2006~2100

(단위: %)

   주: 1) 수급자수는 (모의실험결과×100)을 한 수치임
        2)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보건복지부(2013)와 MMESP(ver1.0) 모의실험 결과임

자료: 권혁진 외 6인(2013)의 <그림 3>.

제2절 소득세 추정결과의 유효성 검토

이 절에서는 장기 소득세 전망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1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모의실험 소득분포에 기초한 소득세 추정결과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2011~2013년의 기간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세

입자료와 비교·검토하기로 한다.54) 

<표 17>은 2011~2013년의 세수실적과 가계동향조사 및 K.sim에 대

한 각각의 추정세액을 보여 준다55). 

54) 2006~2010년은 경제위기 전후로 변동성이 크고, 무엇보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2006년

부터 2009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가 표집이나 가중치, 개인특성 코딩 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외하였다. 

55) 가계동향조사 추정결과는 K.sim에서 고려하지 못한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 및 기초생
활보호대상자 인적공제가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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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세수실적 및 추정세액: 2010~2013(명목)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징수실적

총국세 192.4 203 201.9

소득세  42.3  45.8  47.8

근로사업연금
관련

근로소득세(a)  18.4  19.6  21.9

종합소득세(b)   8.3   9.9  10.9

사업소득세(c)   1.7   1.7 ..

기타소득세(d)   0.908   0.981 ..

연금소득세(e)   0.002   0.006 ..

a+b  26.7  29.5  32.8

a+b+c+d+e  29.3  32.2  32.8 

추정치
가계동향조사  27.1  30.4  32.7 

K.sim  27.3  29.7  3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모의실험결과

우리의 추정결과는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모의실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조특법상 소득공제나 가산세와 같은 세액결정요인들이 모두 

완벽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기에 실제 징수액과 직접 비교는 큰 의미가 없

을 수 있다. 여기서는 단지 모의실험의 결과가 얼마나 과거 실적과 괴리

되었는가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17>에 따르면 우리의 추정결과가 대략 0.6~2.5% 정도의 차이로 

실적치에 근사하는 결과를 보인다. 과세소득별 소득의 발생과 신고 그리

고 납세기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을 통

해 상당부분 그 영향이 상쇄된다. 한편, 우리의 추정세액은 국세통계연보 

신고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공제 및 감면이 과소 반영됨에 따라 다소 높게 

추정된 경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할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결과

를 비교해보면, 근로 및 종합소득세 징수액을 기준으로는 실적을 다소 초

과하고, 그 밖의 관련세수 합계를 기준으로는 실적에 약간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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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국세통계연보는 각 세목별 총계위주로 단순한 형태로 가

공된 신고자료만을 공개하고 있어,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감요

인들의 영향이 상쇄되어 나타난 것인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추정

결과의 유효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가구단위에서의 통합소득

(근로-사업-연금소득)에 대한 실제 세부담분포와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납세자료에 근거한 소득세부담 분포는 알려져 있

지 않다. 여기서는 다만, 최근 공개된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납세자 통합

소득기준 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기대어 대략적인 소득세분포의 형태를 

가늠해보기로 한다.56)

<표 18>은 비교가 가능한 2010~2012년에 대하여 소득금액 대비 산

출세액으로 정의한 평균실효세율과 소득금액 정렬기준 산출세액 및 결

정·추정세액집중도를 보여준다. 자료별로 소득의 정의나 범위가 다르기

는 하지만 대체로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된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조세

집중도는 전수집계치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미시조사자료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정보

의 한계로 공제항목이 과소적용된 반면, 미시자료 자체의 고소득층 표집

누락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여 총추정세액에 대한 영향이 거의 상쇄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율이나 조세집중도 추이를 보면 

우리의 추정결과가 제도·경제적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세액과 별도로 모의실험한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역시 [그

림 27]과 같이 실적치에 상당히 근사하여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56) 본고에서는 국세청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2007~2012년도 근로+종합소득세 납세자 
100분위 통합소득, 과표,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통계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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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평균실효세율 및 조세집중도 추이 비교: 2010~2012(명목)

연도 자료 평균실효세율 산출세액집중도 결정·추정세액집중도

2010

100분위 7.0% 0.7938 0.8232 

HIES 7.5% 0.7312 0.7620 

K.sim 7.7% 0.7030 0.7382 

2011

100분위 7.2% 0.7957 0.8245 

HIES 7.9% 0.7392 0.7709 

K.sim 8.0% 0.7050 0.7401 

2012

100분위 7.3% 0.7915 0.8211 

HIES 8.2% 0.7289 0.7604 

K.sim 8.2% 0.6944 0.7291 

〔그림 27〕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2010~2012 귀속연도 기준(명목)

(단위: 억원)

자료: K.sim 모의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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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계

이상의 유효성 검토(validation test)를 통해 나타난 본 모형의 가장 큰 

한계는 모형의 기본데이터셋(base dataset)의 문제와 관련된다.57) 우리 

연구에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노동패널 및 가계동향조사를 연계

하여 기본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행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미

시조사자료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0% 표

본조사가구)를 표본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센서스는 전

통적인 조사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조사누락에 따른 표본

틀로써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있다. 즉, 불완전한 표본틀

에 기인한 고소득자 조사누락 등의 조사오차(survey error) 문제가 존재

함에 따라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실제 소득 및 소

득세부담 분포를 추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 연구에 따르

면 표본의 선택이나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인 표본오차는 

표본수에 의존하며 표본을 크게 할수록 감소하고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한 표본틀이나 조사방식에서 비

롯된 조사오차와 같은 비표본오차는 이같은 통계적 해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문제는 결국 실제 인별 납세자료

와 같은 미시행정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그림 18]과 [그림 19]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통계청이 일반에 

공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 표본 자료에서 일부 코호트가 과소 혹은 

57)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바, 본 연구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선 권혁진 외 6인(2013a, b, c)

과 권혁진․한정림(2009)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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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추출되어 제공된다. 특히, 15~25세에 해당하는 코호트의 과소추출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이것은 동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고령화

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의실험하는 연구에서 인구고령

화의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추출 자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즉, 2010년 자료에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이

유는 조사 당시 학업, 취업, 혹은 군입대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자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문지에서 보면 그 인원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개하고 있는 1% 표본추출 자료에 해당 내용을 포함

한다면, 문제를 일정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당 인원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과 연령을 추가로 조사한다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된 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문제는 본 연구

의 한계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료의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

하여 모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모형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 인구고령화

가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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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준선 전망

본 절에서는 2010~2100년 시계에 대한 소득세 모의실험결과를 살펴

본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모의실험은 2014

년 적용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과표상승효과 조정 방식을 비교하고 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세수영향을 분석한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각 연령코호트의 평균적인 세부담수준에 변화

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박형수·홍승현 2011; 국회예산정

책처 2012; 박형수 외 2012; 성명재 2012). 즉, 각 연령코호트의 평균소

득과 노동시장참여율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이미 연금제

도가 성숙했고,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 선진

국의 경우에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아직 성

숙단계에 진입하기 전으로 앞으로 노인세대는 과거 노인들이 가지지 못

했던 연금소득이라는 새로운 구매력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2002년 이

후 가입분에 국한되지만) 이러한 연금소득역시 과세대상이라는 점, 그리

고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위와 같은 가정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개인을 납세단위로 파악하고 인구동태적 변화를 명시적 고려하여 

연금수급자 및 연금소득 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를 내생화한 우리 모

형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구고령화와 소득세수 

장기전망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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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경제변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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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3).

우선 K.sim 모의실험 전체과정에서는 [그림 28]의 제3차 국민연금 재

정계산 거시경제전망을 원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모든 사회경제의 

동태적 정보가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더불어 노동공급의 불가분성

(indivisibility)을 전제로 세부담변화에 대한 노동공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탄력적이라는 다소 강한 가정에 따라 2014년도 적용 소득세법

을 기준으로 2100년까지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58)

58) 여기서 노동공급과 소득세와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전통적인 공급주의적 관점에서는 세
후임금 상승이 노동시간의 증가나 더 높은 노동참여율을 견인한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
한 이론적 연구들에서는 그러나 연구자별로 상이한 결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요약하

면 노동공급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소득효과와 대체효
과의 크기에 따라 세후소득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가 결정된다. 경제원론 교과서의 
정태적 노동-여가 선택모형에서는 소득효과가 없는 우상향의 노동공급 곡선이 주어진

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민간경제주체의 노동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노동에 대한 낮은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강조한다. 이것은 결국 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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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기준선 전망: 2014~2100

연도
세전소득

GINI
조세

누진도
순재분배

지수
평균

실효세율
면세자 
비율

명목GDP
비중

2014 0.3793 0.3069 0.0192 3.6% 29.5%  2.7%

2020 0.3764 0.2672 0.0273 6.1% 14.7%  4.5%

2030 0.3760 0.2090 0.0369 10.9%  4.8%  7.7%

2040 0.3828 0.1611 0.0401 15.6%  1.8% 10.8%

2050 0.3842 0.1195 0.0374 20.0%  0.6% 13.7%

2060 0.3843 0.0795 0.0296 24.2%  0.2% 16.7%

2070 0.3852 0.0497 0.0207 27.7%  0.0% 19.2%

2080 0.3842 0.0290 0.0129 30.6%  0.0% 21.3%

2090 0.3821 0.0148 0.0066 32.7%  0.0% 22.9%

2100 0.3855 0.0054 0.0020 34.2%  0.0% 24.0%

   주: 1) 근로, 사업 또는 연금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한정
        2) 조세누진도는 Kakwani progressivity index, 세전소득지니계수에서 조세집중지수를 차

감하여 계산

        3) 순재분배 지수는 세전소득지니계수에서 세후소득지니계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는 수
직적 형평성지수-순위변화지수와 같다. 

자료: K.sim 모의실험결과

<표 19>의 기준선 전망은 2014년부터 2100년까지 그 어떤 정책적 개

입도 없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결과이다. 이를 보면, 비록 앞으로 고령화

가 진전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지만 낮은 수준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명목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상당한 명목과표상승

(nominal bracket creep) 또는 명목재정견인(nominal fiscal drag)이 

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우상향의 노동공급곡선이 주어진 경우에만 소득세율 인하가 효
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교과서의 설명과 달리 노동공급곡선이 우하향하

거나 후방굴절된 형태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실증결과도 있다
(Dickinson, 1999; Chung-Lin, 2003). 노동공급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을 고려해
보면 실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의 대부분은 저숙련-저임금근로자이며 따라서 

기 체결한 노동계약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고소득자들은 
자영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법인으로의 전환이나 소득포트
폴리오의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실효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득세제 변화 또는 실질과표상승효과에 따른 세부담변화에 대
하여 노동공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비탄력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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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세전소득 대비 추정세액으로 정의한 평균실효세

율은 2014년 3.6%에서 2100년에 34.2%로 상승하고, 거의 모든 소득자

가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득세의 누진성은 급격하게 하락

하여 이미 2060년에 0.1이하로 떨어지고 2100년에는 0에 근사한다.59) 

특히 2014년 현재 29.5%인 면세자비율은 2060년 이후 0%로 급격히 축

소된다. 그 결과 소득세의 순재분배 효과는 2040년경까지 커지다가 이후 

급감하여 2090년경에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28]에서 보여주듯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꾸준

히 양(+)의 성장을 지속하고, 연금이라는 새로운 화폐수입이 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모든 소득자들이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

동하기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현행 소득과세는 각종 공제금액이나 한도, 

과표구간 등이 과거 가격에 고정되어 있고 실질소득이 아닌 화폐적 수입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명목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에 따른 과표

계급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 현가를 기준으로 현재 1,600만원을 벌어 

1.3%의 세금을 납부하는 저소득자가 2050년에는 10.4%, 2100년에는 

30배에 달하는 34%를 세금으로 낸다는 전망결과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

들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인 연금 등 기타 직접적인 사회적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급여규모가 최소한 물가에 연동되어 있

다. 게다가 과거 조세정책의 흐름을 보면,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과세당

국은 공제금액의 상향조정이나 과표구간의 거리를 넓히는 등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과표상승효과를 제거하는 재량적 개입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야기하는 기준

59) 본고의 모든 분배지수는 S-gini 지수를 사용하였고, 윤리적가중치 파라미터  일 때

의 값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산출식은 Ko(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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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책세팅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매년마다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 것인가가 정책당국이 결

정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제2절 과표상승효과 조정

이에 두 가지 과표상승효과 조정방식을 상정하여 전망결과를 비교해보

았다. 첫째, 완전물가연동제를 가정한다(Case1). 그 모의실험 방식은 모

든 명목변수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2014년 현가로 변환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시 해당연도의 가격으로 다시 돌

려주는 것이다. 즉, 순수한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재정견인은 제어하지만 

실질소득증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허용하는 것이다. 

〈표 20〉 과표상승효과 조정 Case1: 2014~2100

연도
조세

누진도
순재분배

지수
평균실효세

율
면세자비율

명목GDP
비중

2014 0.3069 0.0192  3.6% 29.5%  2.7%

2020 0.2820 0.0237  5.0% 19.0%  3.8%

2030 0.2468 0.0284  7.1% 10.4%  5.3%

2040 0.2245 0.0326  8.9%  6.2%  6.8%

2050 0.2095 0.0364 10.7%  3.6%  8.4%

2060 0.1903 0.0390 12.7%  2.1% 10.3%

2070 0.1719 0.0406 14.7%  1.3% 12.2%

2080 0.1522 0.0409 16.8%  0.7% 14.1%

2090 0.1299 0.0390 19.0%  0.4% 15.8%

2100 0.1089 0.0360 21.1%  0.2% 17.4%

   주: 1) 근로, 사업 또는 연금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한정
자료: K.sim 모의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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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을 보면, 기준선 전망결과에 비해 과표계급향상 속도가 상대적

으로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조세누진도나 순재분배 효과 등 전반

적인 조세구조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상당히 빠르게 변하지만 뒤로 갈

수록 그 속도가 느려져 기준선 전망 대비 대략 4~50년 정도 뒤처지는 변

화를 보인다. 그 결과 앞서와 같이 2014년 현가기준 연소득 1,600만원에 

대한 세부담은 2050년에 3.6%, 2100년에도 5.7%에 머무는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명목GDP의 2.7%에 불과했던 세

수규모는 분석기간 중 연평균 5.7%씩 증가하여 2100년에는 명목GDP의 

17.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실질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증가까지 억제하는 방식을 택할 경

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자(Case2). 즉, 과표상승효과 조정을 소비

자물가상승률이 아닌 명목소득상승률에 연동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다. 그 방식은 Case1과 같으며, 연동지수만 물가상승률 대신 명목임금상

승률을 사용한다. 

<표 21>은 조세구조가 사실상 전체 전망기간 동안 거의 고정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면세자 비율은 향후 86년간 27%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즉, Case2 조정방식은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연령코호트의 세부담률 불변’ 가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국

회예산정책처(2012), 박형수 외(2012)나 성명재(2012) 등 기존 연구에

서 관련세수의 GDP 비중이 2050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달리 우리 모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감소하지 않고 후반부로 갈수록 속

도가 둔화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연구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기존연구의 방법론은 주로 과거 실적에 대한 총

량자료에 기초하기에 실적자료가 없는 연금소득의 증가를 고려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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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의존적인 소득세의 특성상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미시모의실험을 통해서만 과표상승 효과가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된다. 

〈표 21〉 과표상승효과 조정 Case2: 2014~2100

연도
조세

누진도
순재분배

지수
평균실효 

세율
면세자 비율

명목GDP
비중

2014 0.3069 0.0192 3.6% 29.5% 2.7%

2020 0.3029 0.0195 3.8% 27.9% 3.0%

2030 0.2937 0.0187 3.8% 27.5% 3.1%

2040 0.2917 0.0187 3.8% 27.5% 3.3%

2050 0.2962 0.0193 3.8% 27.5% 3.5%

2060 0.2921 0.0193 3.9% 26.6% 3.8%

2070 0.2934 0.0194 3.9% 26.9% 4.0%

2080 0.2947 0.0197 3.9% 26.8% 4.2%

2090 0.2927 0.0193 3.9% 26.6% 4.2%

2100 0.2924 0.0190 3.8% 27.4% 4.2%

   주: 1) 근로, 사업 또는 연금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한정
자료: K.sim 모의실험결과

특히, 연금소득 증가라는 현상은 우리가 기존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

이다. 비록 1인당 평균급여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연금소득 증가가 과세기반을 얼마만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

지 살펴보자. 

[그림 29]는 기존연구와 같이 연금소득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표 19>, <표 21>과 <표 22>의 명목 GDP 대비 세수비중이 얼마만큼 줄

어드는가를 보여준다. 정책적 개입방식에 따라 그 크기는 다르지만 전체

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소득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명목GDP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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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최대 1%p 정도의 차이만이 확인된다. 이는 연금소득 증가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로 연금소득자가 증가한

다고 해도 1인당 연금소득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9〕 연금소득 제외 시 명목GDP대비 세수비중 격차: 20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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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sim 모의실험결과

결국 우리의 모의실험에서 명목GDP 대비 세수비중이 꾸준하게 증가

하고 그 수준역시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

존 연구에서 과소측정 되었던 과표계급향상 효과가 비교적 정확하게 포

착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모형에서는 소득자 개인과 그

가 속한 가구의 특성분포가 반영되어 세수가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는 기존연구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가구원의 명목소득 증감에 따

른 기본공제대상자 수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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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세표준의 크기는 소득공제의 규모에 의존하는데, 이 소득공제 규모

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수와 구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구원의 소득구성과 소득수준 및 연령과 가족관계에 따라 다른 가구원

의 기본대상자로 편입이 될지 그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노인들에게 연금급여가 지급되면 그 일부는 과거 어떤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지위를 상실하고 또 그중 몇몇은 본인 자신이 신규납세

자로 편입되기도 한다. 한편, 저출산 영향으로 전체적인 기본공제대상 직

계비속 수 역시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우리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동태적 관계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넓게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세입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제3절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세수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모의실험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앞으로 국민연금보험재정의 수지적

자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가예산으로 연금지

불이 이루어진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한편,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나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사회보장재정전망 등 최근 

관련 연구결과를 근거로 사회보험지출 증가가 재정압박의 주요원인인 관

계로 국민부담률 조정에 있어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필요로 한다는 강력

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체적인 사회보장지출 

및 재원구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필요로 한다. 

앞서 제1장에서 우리는 이미 사회보험지출이라 하여도 국가예산이 지

원되고 있으며, 그 재원은 국세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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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우리는 직접적인 예산지출뿐만 아니라 국세수입의 감소를 야기하는 

간접적인 사회보험지원규모가 숨어있고 무엇보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

제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2>에 따르면 ’13년도 사회보험료 관련 조세감면액은 4.4조원으

로 총국세수입의 2.2%에 이른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현재 국가의 

예산지원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세

입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22〉 사회보험관련 조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주요항목 2013실적 2014잠정 2015예산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13,632 14,468 12,425

보험료특별공제 21,569 23,580 19,9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8,648 9,401 10,727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1 366 382

합계(A) 44,150 47,815 43,451

총국세(B) 2,019,065 2,164,529 -

A/B 2.19% 2.21% -

   주: 1) 보험료특별공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전액, 보장성보험(연간 
100만원 한도) 

        2)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합계액임

자료: 기획재정부(2014b),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이와 관련하여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백혜연(2014)에 제시된 2100년까지 국민연금

제도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3을 원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표 23 참조). 

다음의 요율인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제3차 재정계산에서 204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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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지적자는 2088년 이후로 약 40년 정도 늦

춰지고 기금고갈 시점 역시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연장된다. 

〈표 23〉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연도 가입자 보험료율

2013~2017년  9%

2018~2022년 11%

2023~2027년 13%

2028년 이후 15%

자료: 백혜연(2014)

이와 같이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확대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

됨에 따라 소득세수는 과표상승효과 조정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요율인상 전 세수대비 최대 7.2%(2028년 이후, Case2)정도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30 참조). 특히 실질소득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세부

담 증가까지 억제하여 현재 세부담률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Case2의 

조정방식에서 세수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림에서 기준선 전망과 

Case1의 경우에는 명목소득 또는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세부담증가를 허

용함에 따라 세수는 보험료율 인상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회복하

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세부담률을 고정하는 Case2의 경우에는 전반

적으로 보험료율인상에 따른 세수충격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와 같은 보험료 인상의 효과가 조세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

자. <표 24>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체계를 유지하든 상관없이 모

든 경우에서 연금보험료 인상 이후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하락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한편, 조세누진도의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데, 세전소득에 대하여 상한을 두고 정률로 부과하는 연금보험료 부과체

계의 다소 역진적인 성격과 주어진 조세구조 그리고 연도별 소득분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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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어떠한 정책

개입도 없을 것으로 가정하는 기준선 전망의 경우 조세누진도가 완화되

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에 Case2에서는 누진성이 다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평균실효세

율 인하를 초래함으로써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용측면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바

람직해 보이지만 사후적인 조세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효과성은 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0〕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율 추이: 20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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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보험료율 인상 이후 조세구조의 변화 추이: 2014~2100

(단위: %p)

연도
조세 누진도 순재분배지수 평균실효세율

기준선 Case1 Case2 기준선 Case1 Case2 기준선 Case1 Case2

2020  0.03  0.05 0.05 -0.06 -0.05 -0.04 -0.12 -0.10 -0.08 

2030 -0.02  0.01 0.10 -0.23 -0.17 -0.12 -0.54 -0.38 -0.24 

2040 -0.07 -0.07 0.08 -0.25 -0.21 -0.12 -0.67 -0.46 -0.24 

2050 -0.04  0.01 0.22 -0.23 -0.23 -0.13 -0.81 -0.56 -0.26 

2060 -0.13 -0.02 0.16 -0.21 -0.23 -0.12 -0.81 -0.60 -0.25 

2070 -0.19  0.00 0.20 -0.20 -0.25 -0.12 -0.86 -0.68 -0.26 

2080 -0.24  0.01 0.20 -0.19 -0.24 -0.12 -0.85 -0.73 -0.26 

2090 -0.29 -0.03 0.16 -0.19 -0.23 -0.12 -0.83 -0.76 -0.25 

2100 -0.32 -0.07 0.16 -0.19 -0.23 -0.12 -0.84 -0.79 -0.25 

   주: 1) 근로, 사업 또는 연금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한정
자료: K.sim 모의실험결과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태미시모의실험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소득증가가 장기 소득세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2014년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과표상승효과에 대한 정

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현재 29.5%인 면세자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2060년에는 모든 소득자가 납세자로 편입되며, 명목GDP대비 관련세수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60년 16.7% 2100년에는 24%에 이르는 상

상을 초월하는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명목과세로 인한 세부담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완전물가연동제를 가정할 경우 세수비중은 2060년에 

10.3% 2100년에 17.4% 이르는 등 기준선전망에 비해 세구조의 변화가 

약 4~50년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물가상승률 대

신 연동지수를 명목임금상승률을 사용할 경우 조세누진도나 면세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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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후 86년 동안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2100년에도 세수

비중은 4.2%수준에 머무는 등 2014년 현재 조세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연금이라는 새로운 소득이 발생함으로

써 나타나게 되는 과표상승효과가 우리 모형에서 정확하게 포착됨에 따

라 2060년 이전에 이미 세수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연구결

과와 달리 Case2의 경우에도 세수비중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

편, 보험료율인상에 따른 장기소득세수 모의실험을 통해 과표상승효과 

조정 방식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연금보험료 공제확대에 따라 세수

가 감소하고 세제의 재분배기능이 저하됨을 확인 하였다. 

물론 앞으로 사회지출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세제를 운용할 것인가는 재정당국의 몫이다. 이상의 모의실험

결과는 다만 소득세정책의 장기적인 운용방향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소

득세의 누진성체계에 내재된 재정적 견인효과 즉, 자동경기안정화기능의 

허용여부와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정책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개

입하였고 재정지출을 포함한 여러 정책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세제자체의 

경기조절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량적 지출

이 경기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

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가능한 중장기 세제정책 

운용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의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연금과 소득세를 기준으로 사회보

험과 조세라는 별개의 제도가 회계 상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상호유기

적인 재정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떤 제

도이든 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관련제도들에 대한 

재정영향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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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우리 모의실험의 결과가 비록 해외모형과 견주어보아도 

상대적으로 발전된 모형을 통해 도출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미시모의실

험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

어 주의를 요한다. 향후에는 자료의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모형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점에 유의

하여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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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남성의 소득 비교: MMESP,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

연도 자료 평균 표준편차 p10 p25 p50 p75 p90

2006 가계동향조사 198.2 148.2  20  91.1 174.5 275.3 397.1

2006 노동패널 227.7 210.7  80 120 193 285 400

2006 추정값 213.8 146.8  72.7 113.2 179.1 273.8 396

2007 가계동향조사 209.3 159.1  20.7  98 183.9 292.3 415.3

2007 노동패널 244.7 246.2  83 130 200 300 430

2007 추정값 228.8 156.3  78.2 122 191.5 292.4 422.2

2008 가계동향조사 222.7 170.5  20.5 105.8 197.5 306.9 434.6

2008 노동패널 253.2 254.8  90 144 200 300 450

2008 추정값 234.9 160.2  80.4 125.8 196.3 301.1 432.7

2009 가계동향조사 229.5 165.5  42.3 111.6 201.8 318.3 443.8

2009 노동패널 251.3 200.8  90 148 200 300 450

2009 추정값 241.8 166  82 128.8 202.3 309.3 447

2010 가계동향조사 242.7 171.5  46.6 118.1 212.8 329.7 470.2

2010 노동패널 261.2 198.5 100 150 210 320 460

2010 추정값 245.8 168  83.6 131.2 206 314.7 454.4

2011 가계동향조사 260.1 185.9  54 131.1 229.1 350 489.1

2011 노동패널 275.9 243.5 100 150 230 350 500

2011 추정값 255.5 175.7  86.2 135.7 213.6 326.9 473.5

2012 가계동향조사 277.5 199.8  61.4 143.1 243.3 368.8 512.6

2012 노동패널 285.1 242.9 100 150 250 350 500

2012 추정값 264 180.4  88.7 140.4 221.1 339.4 487.6

   주: 1)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며, 경상가격(단위: 만 원)임.
        2)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의 소득값들은(횡단면) 가중치를 고려한 것임. 
        3) 근로사업소득이 ‘0’인 자들은 제외한 평균치임

        4) 소득분포는 STATA의 기본옵션인 Epanechnikov를 이용하여 smoothing한 kernel 밀
도함수임.

자료: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2) 노동패널 각년도 원자료
        3) 추정 결과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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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여성의 소득 비교: MMESP,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

연도 자료 평균 표준편차 p10 p25 p50 p75 p90

2006 가계동향조사  66.3  86.7  0.1   0.4  37.4 102.5 166.9

2006 노동패널 133.8 122.8 50  80 100 150 250

2006 추정값 118  83.6 40.1  61.7  97.2 149.6 220

2007 가계동향조사  72.5  95.2  0.1   0.4  44.6 111.6 183.6

2007 노동패널 138.3 115.6 50  80 103 160 250

2007 추정값 126.2  89.4 42.6  65.7 103.9 160.9 236.3

2008 가계동향조사  76 100.3  0.1   0.4  46 120 186

2008 노동패널 147.4 116.6 50  80 120 180 281

2008 추정값 131.9  93.9 44.4  68.5 108.3 167.8 246.1

2009 가계동향조사 105.1 101.9  7  32.9  85.1 139.8 217.1

2009 노동패널 149.3 126.4 50  80 120 185 280

2009 추정값 135.3  97 44.7  69.8 110.9 172.5 254.7

2010 가계동향조사 111.3 105.1  7.7  36.4  89.9 150.8 233.7

2010 노동패널 157.7 126.9 56  90 125 200 300

2010 추정값 138.8  99 45.8  71.5 114 177.8 260.2

2011 가계동향조사 117.6 109.4  8.2  37.9  97.1 159.7 247

2011 노동패널 161.3 116.3 55 100 130 200 300

2011 추정값 145.2 103.5 47.4  74.7 119.4 185.6 272.8

2012 가계동향조사 126.1 113.7  9  42.5 106.8 169.1 265.8

2012 노동패널 166.4 117.8 60 100 140 200 300

2012 추정값 152.9 109.5 50.6  79.4 125.5 194.8 286.3

주: <부표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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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소득분포 비교: 전체

주: <부표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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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연도별 소득분포 비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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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계속

주: <부표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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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연도별 소득분포 비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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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계속

주: <부표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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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근로․사업소득 분포의 변화: 소비자물가지수로 현가화

〔부도 5〕 국민연금소득 분포의 변화: 명목임금상승률로 현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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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 총소득 분포의 변화: 소비자물가지수로 현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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