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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온난화에�따른�지구1 :

온도상승폭�연구결과를�

도라고�제시� 후� 지구온도�6

상승�전망치�조사

지구온도�상승전망치�수정폭

온난화�약화 연구결과�‘ ’

제시했을�때

온난화�가속화 연구결과�‘ ’

제시했을�때

신뢰 도 그룹(5 6 )∼ 0.9－ +1.94

중립적 도 그룹(3 4 )∼ 1.25－ +1.8

불신 도 그룹(1 2 )∼ 1.05－ +0.2

표�[ 1 온난화에�대한�태도별�선택적�정보�습득�양상]

How people update beliefs about climate

change: Good news and bad news. Cornell Law Review, 102(6),

에서 재구성143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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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에�대한�태도와�정책변화에�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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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1 소득세율 인상
억3 5 38%->40%∼

억 초과5 40%->42%

2 자녀세액공제 축소 및 정비 아동수당도입에 따라 중복지원 폐지

3 종교인 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및 장려금 신청 허용

4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대주주 양도세율 인상 (20%, 25%)

5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택 이상 기본세율3 +20%

6 근로 자녀장려금 확대· 대상자 확대 금액,

7 월세세액공제율인상 10%->12%

8 비과세 확대 등ISA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인상,

표�[ 2 년�개정된�소득세제�내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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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용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제도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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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인원수

2007 9.06 539

2008 13.14 550

2009 13.84 625

2010 11.56 631

2011 12.83 674

2012 14.89 725

2013 16.64 765

2014 19.19 825

2015 20.65 856

2016 22.01 910

표�[ 3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제도에�따른�공제금액과�대상인원]

단위 조원 만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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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만원 총급여액Min(300 , 10%)

총급여액의

10%

1999.9 10% 10%

만원 총급여액Min(500 , 20%)

2001.1 20% 20%

2002.12 20% 30%

2003.12
20%

20%
2004.12 총급여액의

15%2005.12 15%

2008.1 20%
총급여액의

20%

2010.1 20% 25% 만원 총급여액Min(300 , 20%)

총급여액의

25%

2012.1 20% 30%
만원 전통시장Min(300 +

사용분 총급여액*30%, 20%)

2013.1 15% 30% 만원 전통시장 대중교Min(300 +( +

통 사용분 총급여액)*30%, 20%)2015.1 15% 30%+α1)

표�[ 4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제도�산식의�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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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데이터 가구원데이터

조사대상연도

소득 지출( , )

조사성공

가구수
조사문항수 가구원수 변수�

차연도5 2011 4,740 1,116 7,298 207

차연도6 2012 4,756 1,332 7,380 222

차연도7 2013 4,807 1,377 7,559 233

차연도8 2014 4,819 1,402 7,586 274

차연도9 2015 4,832 1,447 7,809 313

표�[ 5 본�연구에�활용한�재정패널� 차 차�조사�자료의�관측치�수]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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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조사내용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9

차

가구

A 가구 기본 현황

B

주택자동차 보유 현황,

오토바이 보유 현황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종부세 환급금

재산세 납부 현황

C 가계지출현황

D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E 복지현황

F 자산 및 부채현황

G 유가환급금

H 근로장려금

I
연말정산 환급금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J 유가보조금

L 출산

가구

원

A 경제활동

B 소득 및 연금 보험 관련 지출현황/

C 근로소득공제 현황

D 소득공제현황

표�[ 6 재정패널�자료의�변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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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설명 총소득에�포함�여부

사회보험금 보훈연금 국가유공자보훈연금( ) 제외

민간보험금

퇴직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 / /

축 연금보험 보장보험 질병 상해 사, , ( / /

망 저축보험 자동차보험주택연금 및), , ,

농지연금으로 인한 보험 급여,

제외

정부지원현금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보훈연금 기초( ),

노령연금 농어업정부보조금 쌀 직불금, (

포함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기타), ,

수당

제외

근로소득
기본급과 보너스 수당 등 직장으로부,

터 받은 소득
포함

순사업소득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

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지식을 이

용하여 얻는 총 수입 매출액 중 경영( )

을 위한 일반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

을 차감한 순수익 및 사업이윤

포함

부동산임대소득
건물이나 임야 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월세나 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

양도소득

이자수입 보험 신탁 주식 등의 배당, / /

으로 생긴 수입으로 연 백만 원 이상1

일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하여 측정

제외

표�[ 7 세부�소득변수의�총소득�변수�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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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사내용 차4 차5 차6 차7 차8 차9

A

조세제도 평가

정부 혜택에 대한 평가

세부담 평가

복지정책 확대 찬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찬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영향력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 세부담 견해

통일세 신설 찬반

통일세 신설에 따른 추가 세부담 견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적정 조세부담률

B 타인에 대한 신뢰

C 정부관료에 대한 신뢰

C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뢰

D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D 기대수명

부가< >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

표�[ 8 재정패널�조사차수별�인식변수�조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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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

제도�변화�및�

분석대상연도
년2012 년2013

제도�변화�방향
공제 확대로

추가적 절세 기회 제공

공제 축소로

행태 변화 유도

현재�사용액�유지시

예상되는�세부담�증감
세부담 동일하게 유지 세부담 증가

합리적인�대응�방향 사용 증가 사용 감소

표�[ 9 세제변동에�대한� 합리적�대응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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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선택지 -2 -1 0 1 2

가능한�본인� 세부담�인식 0 0 1 0 1 2 1 2 2

가능한�타인� 세부담�인식 2 1 2 0 1 2 0 1 0

표�[ 10 상대적�세부담�수준에�대한�응답� 문항별�본인 타인�세부담�] -

인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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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낮음 합계

2012 N 436 2,450 3,738 435 249 7,308

(%) 6.0 33.5 51.1 6.0 3.4 100

2013 N 407 2,796 3,688 472 165 7,528

(%) 5.4 37.1 49.0 6.3 2.2 100

2014 N 299 2,612 3,820 546 237 7,514

(%) 4.0 34.8 50.8 7.3 3.2 100

2015 N 287 2,589 3,904 281 45 7,106

(%) 4.0 36.4 54.9 4.0 0.6 100

Total N 1,429 10,447 15,150 1,734 696 29,456

(%) 4.9 35.5 51.4 5.9 2.4 100

표�[ 11 유사�소득집단�대비�본인� 세부담�인식에�대한�응답�빈도] ‘ ’

관측치�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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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낮음 합계

2012 N 157 747 850 106 30 1,890

(%) 8.31 39.52 44.97 5.61 1.59 100

2013 N 122 846 796 120 22 1,906

(%) 6.4 44.39 41.76 6.3 1.15 100

2014 N 105 964 946 160 37 2,212

(%) 4.75 43.58 42.77 7.23 1.67 100

2015 N 96 1,043 1,052 56 4 2,251

(%) 4.26 46.33 46.73 2.49 0.18 100

Total N 480 3,600 3,644 442 93 8,259

(%) 5.81 43.59 44.12 5.35 1.13 100

표�[ 12 유사�소득집단�대비�본인�세부담�인식에�대한� 응답�빈도] ‘ ’

분석�대상�샘플( )



- 46 -



- 47 -



- 48 -



- 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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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0 2 4
인지편의(정수형)

그림�[ 3 인지편의�변수 정수형 의�도수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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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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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지편의�변수 실수형 의�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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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환방식

결과로�생성한

변수인식조사문항�응답�
유사소득그룹�대비�

실제�세부담

A B A - B

1

아주적다(5= ∼

아주많다 로 조사된1= )

범주형 서열 척도의

응답값을 로 변환(-2 +2)∼

소속된 소득그룹

내에서의 부담세액

순위를 분위로 나누어5

범위의 범주형(-2 +2)∼

서열변수로 변환

인지편의

정수형( )

2

Method of Succesive

를 통해 서열Intervals(MSI)

척도를 의 등간(-2 +2)∼

척도로 변환

소속된 소득그룹의

평균 세부담액을 으로0

표준정규변환

인지편의

실수형( )

표�[ 13 인지편의�변수�생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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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2012 2015∼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소득세인지편의 정수형( ) 0.48 1.57 -4 4

8,259

실수형( ) 0.07 1.19 -6.44 5.41

로그총소득 7.96 0.88 1.61 11.23

실효세율(%) 1.66 2.68 0 33.3

소득세부담액 만원( ) 119.64 323.21 0 6,562.1

신고납부경험(1,0) 0.21 0.41 0 1

연령 45.42 10.02 18 80

성별 남 여(1= ,2= ) 1.34 0.4749 1 2

복지축소필요(1,0) 0.14 0.35 0 1

소득분배�형평성�

인식(1 5)∼
2.54 0.91 1 5

표�[ 14 분석에�포함되는�변수들의�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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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Dev. Min Max Observations

overall

0.05

1.570 -4 4

Obs=8,259

n=3,173

T-bar=2.60

정수형 between 1.314 -3 4

within 0.989 -3.77 4.14

overall

0.05

1.192 -6.44 5.41

실수형 between 0.994 -4.80 5.41

within 0.785 -4.56 4.00

표�[ 15 종속변수의�분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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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조세부담�인지편의:

모델 합동회귀분석 확률효과

복지�축소�필요 0.101 0.153

(0.041)** (0.031)***

본인�세부담�대비� 정부서비스�수혜� 정도� -0.166 -0.208

(0.016)*** (0.013)***

로그�총소득 0.486 0.285

(0.024)*** (0.018)***

통 실효세율 -0.625 -0.465

(0.013)*** (0.010)***

제 소득세부담액 0.003 0.002

(0.000)*** (0.000)***

변 신고납부여부 0.222 -0.058

(0.045)*** (0.033)*

수 연령 0.003 0.002

(0.002) (0.001)

성별 -0.226 -0.080

(0.042)*** (0.030)***

상수항 -2.156 -1.148

(0.241)*** (0.179)***

R-sq within 0.21 0.19

between 0.33 0.36

overall 0.28 0.29

Wald 2,900.23 3,013.46

sigma_u 0.72 0.47

sigma_e 1.11 0.89

rho 0.30 0.22

average obs 2.60 2.60

N 8,259 8,259

표�[ 16 상대세부담�인지편의와�정부에�대한� 태도�변수�등� 분석�결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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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번호 종속변수 주요�설명변수

(1)
체크카드 사용 증가 여부

(1,0)
인지편의 정수형 차항 및 차항( ), 1 2

(2)
신용카드 사용 감소 여부

(1,0)
인지편의 정수형 차항 및 차항( ), 1 2

(3)
체크카드 사용 증가 여부

(1,0)
인지편의 실수형 차항 및 차항( ), 1 2

(4)
신용카드 사용 감소 여부

(1,0)
인지편의 실수형 차항 및 차항( ), 1 2

(5)
체크카드 사용 증가 여부

(1,0)

인지편의 실수형 차항 기준( ), 1 , 0

다른 기울기 허용

(6)
신용카드 사용 감소 여부

(1,0)

인지편의 실수형 차항 기준( ),1 , 0

다른 기울기 허용 )

표�[ 17 분석대상�식과�주요� 변수�구성]



- 62 -

신용카드 공제 축소 체크카드 공제 확대

합리적인�대응�방향 사용 감소 사용 증가

세제변동의�프레임
부정적

기존 공제 축소 증세( )≒

긍정적

기존 공제 확대 감세( )≒

표�[ 18 긍정 부정�및�카드사용액�증감의�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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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N

합리적�반응�여부 0.309 0 1 0.462

1,383

인지편의 정수형( ) 0.393 -4 4 1.509

인지편의 실수형( ) 0.049 -5.13 3.10 1.134

로그총소득 8.211 7.10 10.86 0.586

연령 43.705 19 77 9.573

교육수준 5.129 2 8 1.148

세부담�대비� 수혜인식 3.456 1 5 0.922

신용카드�공제변경시�

사용계획
2.410 1 3 0.530

표�[ 20 분석�대상�변수의�기초통계량 년�신용카드�공제율�하락�대상] (2013 )

2012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N

합리적�반응�여부 0.491 0 1 0.500

1,340

인지편의 정수형( ) 0.514 -4 4 1.603

인지편의 실수형( ) 0.060 -5.01 3.21 1.111

로그총소득 8.195 7.09 11.23 0.569

연령 43.122 18 76 9.398

교육수준 5.130 2 8 1.161

세부담�대비�수혜인식 3.438 1 5 0.932

신용카드�공제변경시�

사용계획
2.410 1 3 0.526

표�[ 19 분석�대상� 변수의�기초통계� 년�체크카드�공제율�인상�대상]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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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년:2012

소득구간별

소득이�있는� 전체�관측치�대상 분석�대상�샘플의�경우

합계 합리적�반응여부 합계 합리적�반응

N 증가1( ) 0 N 증가1( ) 0

만원�이하500 583 5.0 95.0 79 11.4 88.6

만원�이하1000 669 7.5 92.5 107 14.0 86.0

만원�이하1500 784 9.6 90.4 170 14.1 85.9

만원�이하2000 807 14.1 85.9 207 17.9 82.1

만원�이하2500 675 17.5 82.5 194 26.8 73.2

만원�이하3000 470 19.4 80.6 165 28.5 71.5

만원�이하3500 249 31.3 68.7 121 40.5 59.5

만원�이하4000 390 25.1 74.9 164 38.4 61.6

만원�이하4500 199 29.1 70.9 89 39.3 60.7

만원�이하5000 271 25.1 74.9 115 30.4 69.6

만원�이하5500 127 29.1 70.9 75 40.0 60.0

만원�이하6000 192 25.5 74.5 84 31.0 69.1

만원�이하6500 95 35.8 64.2 57 42.1 57.9

만원�이하7000 102 31.4 68.6 63 36.5 63.5

만원�이하8000 147 27.9 72.1 70 40 60

억원�이하1 152 25.0 75.0 78 32.1 68.0

억원�초과1 141 23.4 76.6 52 32.7 67.3

합계 6,053 1,043 5,010 1,890 539 1,351

(%) 100 17.2 82.8 100 28.5 71.5

표�[ 21 공제율�인상시�소득구간별�체크카드�사용액�합리적�반응�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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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년:2013

소득구간별

소득이�있는�전체�관측치�대상 분석�대상�샘플의�경우

합계 합리적�반응여부 합계 합리적�반응

N 감소1( ) 0 N 감소1( ) 0

만원�이하500 568 29.4 70.6 85 21.2 78.8

만원�이하1000 703 24.2 75.8 119 27.7 72.3

만원�이하1500 779 31.7 68.3 173 38.7 61.3

만원�이하2000 768 36.7 63.3 196 40.8 59.2

만원�이하2500 695 38.6 61.4 194 40.7 59.3

만원�이하3000 468 42.5 57.5 165 47.9 52.1

만원�이하3500 275 45.1 54.9 128 46.1 53.9

만원�이하4000 430 46.3 53.7 149 44.3 55.7

만원�이하4500 200 43.0 57.0 89 44.9 55.1

만원�이하5000 252 50.8 49.2 105 48.6 51.4

만원�이하5500 161 44.7 55.3 80 36.3 63.8

만원�이하6000 186 53.2 46.8 74 50.0 50.0

만원�이하6500 123 45.5 54.5 74 37.8 62.2

만원�이하7000 108 48.1 51.9 51 47.1 52.9

만원�이하8000 152 52.0 48.0 81 48.2 51.9

억원�이하1 171 54.4 45.6 80 56.3 43.8

억원�초과1 124 53.2 46.8 63 46.0 54.0

합계 6,163 2,387 3,776 1,906 803 1,103

(%) 100 38.7 61.3 100 42.1 57.9

표�[ 22 공제율�인하시�소득구간별�신용카드�사용액�합리적�반응�여부]



- 68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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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인상시-

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하락시-

(1) (2)
인지편의 정수형( ) 0.149 -0.111

(0.046)*** (0.041)***

인지편의 정수형( )2 -0.059 -0.009

(0.023)** (0.021)

로그총소득 0.734 0.257

(0.123)*** (0.106)**

연령 -0.042 -0.009

(0.007)*** (0.006)

교육수준 -0.169 -0.088

(0.060)*** (0.055)

세부담�대비�수혜인식 -0.178 -0.040

(0.064)*** (0.060)

신용카드�공제변경시�사용계획 0.047 -0.147

(0.113) (0.104)

상수항 -3.425 -0.929

(0.909)*** (0.811)

N 1,340 1,383

표�[ 23 합리적�반응여부와�인지편의 정수형 의�관계 차항�포함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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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인상시- (2012)

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하락시- (2013)

(3) (4)
인지편의 실수형( ) 0.145 -0.166

(0.054)*** (0.051)***

인지편의 실수형( )2 0.021 -0.040

(0.030) (0.029)

로그총소득 0.767 0.218

(0.123)*** (0.107)**

연령 -0.042 -0.009

(0.007)*** (0.006)

교육수준 -0.166 -0.091

(0.060)*** (0.055)

세부담�대비�수혜인식 -0.198 -0.010

(0.065)*** (0.061)

신용카드�공제변경시�사용계획 0.048 -0.143

(0.113) (0.104)

상수항 -3.778 -0.722

(0.911)*** (0.809)

N 1,340 1,383

표�[ 24 합리적�반응여부와�인지편의 실수형 의�관계 차항�포함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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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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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인상시- (2012)

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하락시- (2013)

(5) (6)
인지편의 실수형 인�구간( , >0 ) 0.123 -0.240

(0.100) (0.097)**
인지편의 실수형 인�구간( , <0 ) 0.157 -0.074

(0.102) (0.089)
로그총소득 0.770 0.220

(0.123)*** (0.107)**
연령 -0.042 -0.008

(0.007)*** (0.006)
교육수준 -0.164 -0.091

(0.060)*** (0.055)
세부담�대비�수혜인식 -0.192 -0.012

(0.065)*** (0.061)
신용카드�공제변경시�사용계획 0.045 -0.142

(0.113) (0.104)
상수항 -3.778 -0.718

(0.910)*** (0.809)

N 1,340 1,383

표�[ 25 합리적�반응여부와�인지편의 실수형 의�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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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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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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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체크카드�공제율�감소시�합리적�반응�여부�

사용늘림 동일 사용줄임(1= , 0= , 1= )–

(7) (8)

인지편의 정수형( ) 0.078

(0.035)**

인지편의 실수형( ) 0.088

(0.048)*

로그총소득 0.328 0.352

(0.104)*** (0.104)***

연령 -0.018 -0.017

(0.006)*** (0.006)***

교육수준 -0.176 -0.174

(0.053)*** (0.053)***

세부담�대비�수혜인식 -0.136 -0.139

(0.059)** (0.059)**

신용카드�공제변경시�사용계획 0.026 0.024

(0.103) (0.103)

상수항(cut 1) -1.110 -0.942

(0.812) (0.810)

cut 2 1.590 1.755

(0.813)* (0.811)**

N 1,340 1,340

표�[ 26 체크카드�공제율�인하시�합리적�반응� 순서형로짓�결과] ( )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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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신용카드�공제율�감소시�합리적�반응�여부�

사용줄임 동일 사용늘림(1= , 0= , 1= )–

순서로짓

(9) (10)

인지편의 정수형( ) -0.107

(0.034)***

인지편의 실수형( ) -0.136

(0.047)***

로그총소득 0.114 0.075

(0.099) (0.100)

연령 -0.000 0.000

(0.006) (0.006)

교육수준 -0.120 -0.119

(0.052)** (0.052)**

세부담�대비�수혜인식 -0.050 -0.031

(0.057) (0.058)

신용카드�공제변경시�사용계획 -0.169 -0.165

(0.099)* (0.099)*

상수항(cut 1) -0.455 -0.639

(0.762) (0.763)

cut 2 0.033 -0.152

(0.762) (0.763)

N 1,383 1,383

표�[ 27 신용카드�공제율�인하시�합리적�반응�]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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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체크카드�사용

증가�여부

(1,0)

신용카드�사용�

감소�여부

(1,0)

(11) (12)

인지편의 정수형( ) 0.156 -0.090

(0.054)*** (0.049)*
더미 정부관료에�대한� 부정적�평가( ) -0.072 0.017

(0.133) (0.120)
부정적�평가와�인지편의�교호항 -0.043 -0.077

(0.086) (0.077)
인지편의 정수형( )2 -0.056 -0.007

(0.023)** (0.021)
로그총소득 0.730 0.262

(0.123)*** (0.107)**
연령 -0.042 -0.009

(0.007)*** (0.006)
교육수준 -0.166 -0.081

(0.061)*** (0.056)
세부담�대비�수혜인식 -0.165 -0.045

(0.066)** (0.061)
신용카드�공제변경시�사용계획 0.060 -0.152

(0.114) (0.105)
_cons(cut 1) -3.474 -0.965

(0.912)*** (0.816)
N 1,330 1,373

표�[ 28 공제율�변동시�정부에�대한� 태도와�교차�반응�분석�결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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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설명변수 종속변수＼ 신용카드�사용�감소� 여부

(1,0)

(13) (14)

정부관료에�대한�부정적인식=0 -0.097

인지편의 정수형X ( ) (0.045)**

정부관료에�대한�부정적인식=1 -0.171

인지편의 정수형X ( ) (0.062)***

정부관료에�대한�부정적인식=0 -0.163

인지편의 실수형X ( ) (0.062)***

정부관료에�대한�부정적인식=1 -0.161

인지편의 실수형X ( ) (0.081)**

연령 0.262 0.213

(0.107)** (0.107)**

교육수준 -0.009 -0.008

(0.006) (0.006)

로그총소득 -0.080 -0.080

(0.056) (0.056)

세부담�대비�수혜인식 -0.044 -0.024

(0.060) (0.061)

신용카드�공제변경시�사용계획 -0.150 -0.150

(0.105) (0.104)

_cons(cut 1) -0.990 -0.728

(0.813) (0.813)

N 1,373 1,373

표�[ 29 신용카드�공제율�인하시�정부에�대한�태도와�교차�반응�분석]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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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인상시- (2012)

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인상시- (2012)

(15) (16)

천만원�초과3 천만원�이하3

인지편의 정수형( ) -0.009 0.215

(0.082) (0.057)***
인지편의 정수형( )2 -0.003 -0.083

(0.038) (0.030)***
로그총소득 0.050 0.964

(0.383) (0.206)***
연령 -0.041 -0.044

(0.016)*** (0.009)***
교육수준 -0.095 -0.215

(0.098) (0.078)***
세부담�대비�수혜인식 -0.175 -0.168

(0.115) (0.078)**
신용카드�공제변경시�사용계획 0.073 0.023

(0.194) (0.141)
상수항 2.020 -4.917

(3.331) (1.647)***

N 410 930

표�[ 30 소득수준별�합리적�반응에�대한�인지편의의�관계�추정� 결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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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인하시- (2013)

합리적반응여부

공제율�인하시- (2013)

(17) (18)

천만원�초과3 천만원�이하3

인지편의 정수형( ) -0.106 -0.106

(0.081) (0.047)**

인지편의 정수형( )2 -0.046 0.011

(0.040) (0.025)

로그총소득 0.593 0.259

(0.372) (0.176)

연령 -0.017 -0.004

(0.014) (0.007)

교육수준 -0.230 -0.007

(0.096)** (0.070)

세부담�대비� 수혜인식 -0.046 -0.034

(0.105) (0.074)

신용카드�공제변경시�

사용계획
0.027 -0.223

(0.184) (0.127)*

상수항 -3.056 -1.419

(3.076) (1.466)

N 447 936

표�[ 31 소득수준별�합리적�반응에�대한�인지편의의�관계�추정� 결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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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previous tax policies

have induced taxpayers’ behaviors by imposing tax incentives on

desirable behaviors or disadvantages on undesirable behaviors. These

policies assumed that human beings are rational and maximize their

profits. Therefore, policymakers expect that they can change taxpayers’

behaviors by providing enough incentives.

However, the taxpayers’ responses are different in the perspectives

of direction, degree, and speed. Although a broad group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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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s a similar economic situation, some people benefit from tax

system changes, but others don’t know or ignore these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cognitive bias on the tax system and taxpayers’

behavior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people who have lower

levels of cognitive bias are more likely to respond rationally to tax

policy changes. The rationality is understood as meaning that

individuals make choices based on their profits and they follow the

policymakers’ intention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degree of

interest or the accuracy of judgments on the tax burden is correlated

with the tendency of changing behaviors to meet their profit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effect of tax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income deduction by credit card usage from 2011 to 2013. The

deduction rate for the debit card usage increased 5 percent in 2012,

but the deduction rate for the credit card usage decreased by 5

percent in 2013. Accordingly, taxpayers are expected to rationally

behave that they increased the debit card usage and decreased credit

card usage. Therefore, they can enhance a tax deduction in the same

amount of consumption.

This article uses the rational response as its dependent variable,

which is measured by changes between credit card and debit card

usage. When an increase in debit card usage is beneficial to

taxpayers, if taxpayers increased the debit card usage to incom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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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seen ‘rationally reacted’ to tax system changes.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to the credit card usage.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s the cognitive bias on the tax

burden, which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tax

burden and perceived tax burden. Using the National Survey on Tax

and Benefit, this study measured the perceived tax burden based on

the question regarding the relative tax burden perception with 5-point

Likert-type scale. The actual amount of money measured the actual

tax burden. After changing the continuous measure, which is the exact

amount of money paid as tax, into the discrete variable, this study

estimated the cognitive bias on the tax burden by subtracting the

actual tax burden from the perceived tax burden.

To accommodate the study, this dissertation adopted a logit

regression analysis due to the binomial form of the 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also included the squared term of the cognitive

bias on the tax burden to debit whether the probability of rational

response would increase or not by the level of bias approaching to

zero. This study focused on the sample of those who apply to the tax

policy change and who have incentives to change their card usage.

Total observation for each year numbered around 1,300.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 that the squared term

of the cognitive bias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rational

response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is an inverted U-shap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bias and probability of 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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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he results are not significant except the model for the

taxation change in 2012. When the deduction rate was increased in

2012, the parameter estimate on the cognitive bias is positive and

significant. When the deduction rate was decreased in 2013, the

parameter estimate on the cognitive bias is negative and significan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obability of responses to the increase

or decrease on deduction rate may be asymmetric.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taxpayers'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n tax system are helpful to

enhance the effects of tax policy. Second, tax policy means (e.g.,

reduction or enlargement of deductions) or the delivery frames (e.g.,

tax increase or tax cuts) need to be effectively selected by

considering of the tendency of the subject taxpayer group.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the existing research in that it has

attempted to link taxpayer's behavior change to taxation change, which

is the main research theme of behavioral economics while inheriting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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