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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5개의 모형 모두에서 연간 사

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간 사회보

험금 수령액이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진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과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필자의 개인적 사고를 바

탕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사회

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금, 고용

보험금, 산재보험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금의 구성요소 각

각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량적으

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어 : 사회보험,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후광효과,

재정패널조사

학 번 : 2018-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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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내릴 때 그 대상이 지닌 한 가

지 혹은 몇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그 대상이 가진 다른 특성들까지 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어떠한 대상이 한 가지의 긍정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한 뒤 그 대상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어떠한 대상이 한 가지의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 대상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성은 비단 다른 사람이나 사물 등을 평가할 때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에도 동일하게 출

현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하나의 정책 사업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모든 부문에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평

가하는 반면 몇몇 사람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 실패사례

한 가지를 보고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사회보험금과 같은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정부가 보유한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자신에게 금전

급부를 행하는 대상이라는 긍정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가 지닌

다른 특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러한 특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

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뒤,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국민들

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이전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들

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인 다음, 거두어들인 세금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라는 특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여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인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감을 표할 것이

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측이 합당한 근거를 가진 논

리적인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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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산재보험금, 고용보험

금 등으로 이루어진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연구문제: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

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국내 사회보험제도 동향

인간이 삶을 살아가다보면 직장에서의 해고, 질병 발병, 노화 진행, 업

무 진행 중에 입게 된 상해, 급작스러운 사망 등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

여 개인이 보유한 노동능력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잃게 되거나 생활

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이란 상술한 요인들로 인해 개인이 어려움에 봉착

하였을 때 보험기술을 활용하여 보험 가입자인 개인에게 생활비를 지급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위험을 분산시키며,

사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개인이 상호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주

도의 강제적 보장제도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특수직역연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한 데 묶어 이른바 4대보험이라 칭한다. 그리고 특수직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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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

원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절에서는 4대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국

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특수직역연금 가운데 국민들에게 인지

도가 높은 편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최근 5개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2018년도의 자료

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개년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2018년도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연도의 동향을 살펴보

았다.

우선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4년도에 13조 7,799억 원에서 2015년도에

는 15조 1,840억 원으로 10.1% 증가하였다. 2016년도에는 17조 681억 원

으로 전년 대비 12.4% 늘어났으며, 2017년도에는 19조 838억 원이 지급

되어 2016년도와 비교하여 11.7% 커졌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급자들

에게 20조 7,526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지급액이 8.7% 상향되었다. 한편

수급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376만 9천여 명이 국민연금

을 수급하였으며 다음해인 2015년도에는 405만 1천여 명으로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 7.4%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도의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438만 8천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8.2% 상향된 수치이다. 이듬해인 2017

년에는 수급자수가 471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남으로써 7.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1.6%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수급자수가 소폭 증

가하여 479만 4천여 명이 국민연금을 수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급액과 수급자수 모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

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2013년도에 389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425억 원으로 9.2% 증가하였다.

2015년도에는 4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났으며, 2016년도에는

508억 원이 지급되어 2015년도와 비교하여 11.1% 커졌다. 그리고 2017년

도에는 수급자들에게 546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지급액이 7.4% 상향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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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천명

데이터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9). 2018년 제31호 국민연금통계연보. 전주: 국민연금공

단.

[그림 1]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 및 수급자수 동향

한편 지급건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13억 6,820만 7,434건

의 보험금 지급건수가 발생하였으며, 다음해인 2014년도에는 13억 9,391

만 2,709건으로 지급건수가 늘어나 1.8%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도의

보험금 지급건수는 13억 8,926만 6,897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4% 하향

된 수치이다. 그렇지만 이듬해인 2016년에는 지급건수가 14억 3,427만

6,197건으로 늘어남으로써 3.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도

1.2%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지급건수가 소폭 증가하여 14억 5,272만 186

건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 보험금 지급액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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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건수 모두 상승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위: 억 원, 건

데이터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

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그림 2] 연간 국민건강보험 보험금 지급액 및 지급건수 동향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2014년도에 7조 26억 원에서 2015

년도에는 8조 1,245억 원으로 16% 증가하였다. 2016년도에는 8조 8,672

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어났으며, 2017년도에는 9조 4,607억 원이

지급되어 2016년도와 비교하여 6.6% 커졌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급

자들에게 11조 5,778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지급액이 22.3% 상향되었다.

한편 피보험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1,193만 1천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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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혜 대상이었으며 다음해인 2015년도에는 1,236만 3천여 명으

로 피보험자의 수가 늘어나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단위: 억 원, 천명

데이터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8)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6)

[그림 3] 연간 고용보험금 지급액 및 피보험자수 동향

2016년도의 고용보험금 피보험자수는 1,265만 5천명으로 이는 전년 대

비 2.3% 상향된 수치이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피보험자수가 1,295만 9

천여 명으로 늘어남으로써 2.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3.6%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피보험자수가 소폭 증가하여 1,343만 2천여

명이 고용보험 수혜 대상자였다. 그러므로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금 지급



- 7 -

액과 피보험자수 모두 지속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단위: 억 원, 명

데이터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

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그림 4] 연간 산재보험금 지급액 및 수급자수 동향

산재보험금 지급액은 2013년도에 3조 7,954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3

조 9,265억 원으로 3.4% 증가하였다. 2015년도에는 4조 791억 원으로 전

년 대비 3.8% 늘어났으며, 2016년도에는 4조 2,800억 원이 지급되어

2015년도와 비교하여 4.9% 커졌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수급자들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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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4,360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지급액이 3.6% 상향되었다.

단위: 억 원, 명

데이터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g_data/cms_view.jsp?gm=a148&cate1=static&cate2=)

[그림 5] 연간 공무원연금 지급액 및 수급자수 동향

한편 수급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24만 5,399명이 산재

보험금을 수급하였으며 다음해인 2014년도에는 25만 2,106명으로 수급자

의 수가 늘어나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도의 산재보험금 수급자

수는 26만 9,893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7% 상향된 수치이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수급자수가 26만 9,510명으로 줄어듦으로써 0.2%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5.1%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수급자수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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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8만 3,514명이 산재보험금을 수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5년

간 산재보험금 지급액과 수급자수 모두 장기적으로 상향하는 양상을 띤

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2014년도에 12

조 6,157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13조 7,563억 원으로 9% 증가하였다.

2016년도에는 14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났으며, 2017년

도에는 14조 9,817억 원이 지급되어 2016년도와 비교하여 6.2% 커졌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급자들에게 15조 8,432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지

급액이 5.7% 상향되었다.

한편 수급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39만 5,630명이 공무

원연금을 수급하였으며 다음해인 2015년도에는 42만 6,068명으로 수급자

의 수가 늘어나 7.6%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도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45만 2,942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6.3% 상향된 수치이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수급자수가 48만 96명으로 늘어남으로써 5.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5.5%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수급자수가 증가하여

50만 6,550명이 공무원연금을 수급하였다. 따라서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

지급액과 수급자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경우 지급액이 2014년도에 1조 6,192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1조 8,440억 원으로 13.8% 증가하였다. 2016년도에는 2조

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늘어났으며, 2017년도에는 2조 1,813억 원이

지급되어 2016년도와 비교하여 8.4% 커졌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급

자들에게 2조 3,847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지급액이 9.3% 상향되었다.

한편 수급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5만 3,040명이 사학연

금을 수급하였으며 다음해인 2015년도에는 5만 9,059명으로 수급자의 수

가 늘어나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도의 사학연금 수급자수는 6

만 3,782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7.9% 상향된 수치이다. 이듬해인 2017년

에는 수급자수가 6만 9,218명으로 늘어남으로써 8.5%의 증가율을 기록하

였고, 2018년에도 9.6%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수급자수가 증가하여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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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명이 사학연금을 수급하였다. 그러므로 최근 5년간 사학연금 지급액

과 수급자수 모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단위: 억 원, 명

데이터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9). 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나주: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공단.

[그림 6] 연간 사학연금 지급액 및 수급자수 동향

이를 통해 볼 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연간 지급액 및 수혜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

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이 국민

들의 삶에서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

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는 심리학 개념

인 후광효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다져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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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1. 후광효과의 개념

후광효과(halo effect)란 어떠한 대상이 보유한 특성 가운데 한 가지

혹은 일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 대상이 지닌 다른 특성들을 평가할 때 영

향을 주는 현상을 일컫는다. 후광효과에 대한 최초의 연구를 진행한 사

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손다이크(Edward Lee Thorndike)이

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떠한 대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그 대상이 취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일반적

인 견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손다이크는 군대에서 상관이 자신이 지휘 및 감독하는 부하 병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에 관해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후광효과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그는 장교들로 하여금 부하 병사들의 체

력, 지능, 성격 등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장

교들은 외모가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부하 병사들의 경우 지능이 높고

리더십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투 능력도 상당히 준수하다고 평가하였

다. 반면에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으며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부하 병사

들에 대해서는 지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리더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투 능력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부하 병사의 외모와 품행에

대한 평가가 지능과 리더십, 전투 능력 등 다른 요소를 평가하는 데 영

향을 미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후광효과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Nisbett, Richard E. & Wilson, Timothy D.(1977)의 연구

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에 해당한다. Nisbett과 Wilson은 강사가 학생

을 대하는 태도와 강사의 어투가 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험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한 집단에게는 강사가

상당히 친절한 태도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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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으며, 다른 집단에게는 강사가 딱딱하고 사

무적인 태도로 강의를 진행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

은 두 영상에 등장하는 강사가 동일인이라는 것이다.

영상 시청이 완료된 이후 Nisbett과 Wilson은 각 집단에게 강사의 외

모, 어투, 태도 등에 관해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사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영상을 본 집단의 경우 해당 강사가 매력적인 외모와

어투 그리고 훌륭한 태도를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강사가 학생들

을 사무적으로 대하는 영상을 본 집단은 해당 강사의 외모는 호감이 가

지 않으며, 그 강사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일 뿐만 아니라 무성의한 태도

를 지녔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Nisbett과 Wilson은 시청한 영상이 강

사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였고,

학생들은 자신이 시청한 영상이 강사에 대한 평가를 내림에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떠한 사람이 다

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투가 그 사람이 지닌 다른 특성을 평가할 때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으며, 후광효과의 존재가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후광효과의 사례는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

들은 인상이 선하며 깔끔하게 다림질을 한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을 보면

똑똑하고 품행이 단정한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인상이 험하며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옷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을 보면 공부에 재

능이 없으며 품행이 올바르지 못한 불량 학생으로 여기곤 한다. 즉, 어떤

학생의 인상과 옷차림이 지능과 품행 등 그 학생의 다른 특성을 평가하

는 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종 산

업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국민소득이 비교적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상품은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떠

한 상품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원산지라는 특성에 대한 평가가

그 상품이 지닌 다른 특성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이 지닌 특성 가운데 일부분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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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특성들까지 예단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

신의 주변인이나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발현된다. 정부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국정을 운영

하다보면 공적(功績)과 과실(過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몇몇 사람들은 정부의 공적을 보고 정부가 다방면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며, 일부 사람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근거로 정부의 총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니는 인식에 대하여 후

광효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후광효과와 정부에 대한 이전소득 수급자의 인식 간의

관계

2018년도에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대한민국이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에 관해 질

문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매우 그렇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50.6%는

그런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설문 응답자의 60.5%가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 이후 대한민국이 노인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생각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나이가 많다고 월급을 지급하니 얼마나 고마

운지 모르겠다.’, ‘매월 꼬박꼬박 25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니 정말 든든하

고 국가에 감사한다.’, ‘죽어가던 나를 정부가 살려주었다.’, ‘국가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돈을 주어서 깜짝 놀랐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와 같이 정부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견해와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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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상술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연

금 정책 시행 이전에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

니고 있는지 질문하였다면 위의 단락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와는 사뭇 다

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 정책 시행 이전에는 응

답자들에게 정부란 그들의 삶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응답자들에게 정부

란 그들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정부가 응답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다.

비유하자면 응답자들에게 정부는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졌으며, 말끔

한 정장을 착용하고 있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와 도움을 주

는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존재이다. 이 키다리 아저씨 역시 완벽한 존재

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모르는 치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응답자들

은 그러한 치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단지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키다리 아저씨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응답자들은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즉, 정부가 지닌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자

신에게 돈을 주는 존재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일을 잘하고, 자신

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존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후광효과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이전소득(transfer income)에 속하는

사회보험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인식에 대해서도 동

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보험금 수급

자들 입장에서도 정부는 자신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존재이며, 정부가 제

공한 금전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더 높은 효용(utility)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금전 급부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그

리고 정부가 자신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특성은 후광(halo)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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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정부가 지닌 다른 특성들 및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유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전 급부행위는 사회보험금 수급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

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 계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적연금 관련 연구

공적연금 관련 연구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적연금이 노년층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다.

김경아(2008)는 1996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의 가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노년층의 소득 및 빈곤현황을 알아본 뒤 공적연금이

노년층의 빈곤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

석을 통해 대한민국 노년층 가운데 여성가구주 및 독거가구의 빈곤문제

가 심각한 상황이긴 하나 공적연금이 빈곤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석재은(2010)은 2009년도 제1차 서울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이 노인빈곤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빈곤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연금제

도에 어떠한 개선전략이 필요할지를 고찰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

대전략 및 급여액 확대전략을 중심으로 확대전략을 세운 후 확대전략별

로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연금이 제도적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공적연금이 노인빈곤 완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은정(2011)은 유럽의 고령자 패널 SHARE와 미국의 HRS 자료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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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중차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

금이 노인의 빈곤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유주의 체제보다는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하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가 더 강력하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장현주(2013)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및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노년층의 빈곤완화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준실험적 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에 해당하는 이중차이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가구균등화소득과 빈곤율에 미친 정책개입 효과에 대해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연금수급집단의 가구균등화소득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

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공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대한 연구이다. 유경원,

유승동(2017)은 근래의 가계저축률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

아보고 국민연금이 가계의 사적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범주는 공적연금이 연금수급자의 생활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이다. 금현섭, 백승주(2014)는 공적연금제도

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소득안정화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공적연금

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대한민국 노인가구들의 소득 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을 얼마나 완화하고 있는지와 공적연금 소득 및 사적 이전소

득이 노인가구의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기능은 노인가구의 삶에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적 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기능은 노인들의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장현주(2019)

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이 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주관적인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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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으로써 연금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수준을 개선하고, 수급자들의 주관

적 후생을 높여야 하며,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연기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조세 및 세무행정 관련 연구

조세 및 세무행정 관련 연구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납세 관련 의식과 세무행정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이다. 이신남(2008)은 납세에 대한 인식이 납세자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납세인식 요인 가운데

조세부담 정도는 납세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제 인지도

와 납세기강은 납세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민

기홍, 서희열, 배수진(2011)은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진행한 결과 납세자가

조세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탈세범에 대한 납세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리고 남성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세

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보상

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배수진, 심태섭(2011)

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제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보상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그 결과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제재는 납세자

의 조세순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

국의 보상이 비금전적 형태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금전적인 형태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배수진(2017)은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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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유

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

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조건별로 보상을 해줄 경우 납세

자들의 조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구축한 세무행정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와 납세순

응행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다. 배춘호, 서희열, 배수진

(2011)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가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진행한 결과 홈택스서비

스시스템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이끌

어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변정희, 김상헌(2014)은 국세청의 고객만족

센터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납세순응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세청의 고객만족센터서비스

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공적연금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노년층의 빈곤완화 및 연금수급자의 후생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

으며, 조세 및 세무행정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조세 및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과 정부의 세무행정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러나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존재라는 특성은 후광으로 작용하여 정부

가 지닌 다른 특성들 및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금 수급자들에게 정부가 사

회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핵심 업무 가운

데 하나인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끔 할 것이라 생

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후광효과의 존

재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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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 대상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재정패

널조사 데이터 가운데 10차년도 가구원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그리고 미국 StataCorp에서 개발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TATA 15버전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2 절 연구 설계

독립변수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

종속변수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통제변수

[그림 7]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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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패널조사 10차년도 가구원용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 가운데 정

부 관료에 대한 평가, 과세관청에 대한 평가, 세금집행에 대한 평가, 조

세부담에 대한 평가,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평가, 세금계산 및 납부절

차에 대한 평가, 과세관청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 이렇게 7개의 변수를

각각 역코딩한 변수를 만든 후 역코딩 변수들을 합하여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

문에 활용된 문항들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

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

여 이처럼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Likert 척도는 등간척도의 속성을 가진다(김광민, 2011). 따라서 Likert

척도는 통상적으로 등간척도로 취급된다. 등간척도는 덧셈과 뺄셈을 하

는 것이 가능하므로 등간척도인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생성된 몇 가지

변수를 합하여 하나의 변수를 생성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2. 독립변수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1년 동안 수령하는 사회보험금의 액수가 변화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과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간에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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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직접적 혹은 간

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모형 내에 포함시켜 통제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인상되며 정부에 납부하여

야 할 세액도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평가할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연간소득 총액의 크기에 따라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

족도가 달라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을 모형에 넣어 통제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변수는 응답자들의 연간 소득 총액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원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율이 높아지고 세액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무행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변수는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현재 은퇴 상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이미 퇴직을 한 응답자들이 납부하

는 세금의 종류 및 세액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은퇴한 응답자

들의 답변을 0,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1로 기록한 값

을 가지는 현재 은퇴 상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이미 퇴직을 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현재 직장생활

을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향이 있

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사람일수록 세무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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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가질 것이므로 현재 은퇴 상태 변수는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거주지역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ICT 기술의 발달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정

보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농촌 지역 주민들에

비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은 것

이 사실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이러한 정보 격차는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시(市)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0으로,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1로 기록한 값을 가지는 거주지역 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

였다.

이와 더불어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시(市) 지역에 거주

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정부가 국가재정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

는지에 대한 정보와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거주지역 변수는 정부의 세무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4) 본인 세금 납부 정도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며, 본인의 경제적 능력

보다 적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부가 세무행정

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여겨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세금 납부 정도 변수를 모형에 삽입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그리고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많이 납부한다, ②

약간 많이 납부한다, ③ 적절하게 납부한다, ④ 약간 적게 납부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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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게 납부한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

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기 때문

에 본인 세금 납부 정도 변수는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5)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현재 한국 사회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릴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소득재분배인

데,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

유로 한국의 계층 간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을 통제변수로 삼았다. 그리

고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크다, ② 약간 크다, ③ 보통이

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전혀 크지 않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한 수준

이라 생각할수록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

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6) 투표 참여 정도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의 수반을 선거를 통해 뽑으며, 국민들이 선출



- 24 -

한 행정부의 수반은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므로 투표는 정부

의 운영과도 연결되는 행위이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부의 운영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투표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관련

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투표 참여 정도를 통제변수로 활용하

였다. 또한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의 선택

지가 ‘① 적극 참여한다, ②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③ 잘 참여하지 않는

다, ④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⑤ 투표권이 없다(만 18세 이하)’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국정운영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

이라 볼 수 있으므로 투표 참여 정도 변수는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

민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7) 정치인에 대한 신뢰

상술하였듯이 행정각부의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정치인에 해당한

다. 그렇다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인 행정

각부의 장관에 대한 신뢰도 높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치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부의 세무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재

정부의 장관에 대한 신뢰도 높을 것이며, 해당 장관의 조직 운영이 정부

의 세무행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모형 내에 추가하여 통제변수로 삼는다면 좀 더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

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신뢰할 수 있다, ②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⑤ 전혀 신뢰

할 수 없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

딩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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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볼 때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신뢰 변수는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8)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에 대한 인식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가 자신

에게 해준 것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간에는 정부의 세무행정

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후자는 정부가 세무행정을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질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해당 변수

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

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③

적절한 수준이다,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와 같

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받

은 혜택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받

은 혜택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9)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과 개인

의 노력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 가운데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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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이며 이는 세무행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개인의 노력을 좀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갖는 견해가 서로 다를 것이다.

전자는 정부의 세무행정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며, 후자의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

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정부

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 변

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면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

었으나 ‘①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② 정부의 정책이 좀 더 중요

하다, ③ 양자의 중요성이 동등하다, ④ 개인의 노력이 좀 더 중요하다,

⑤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

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개인의 노력보

다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한국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

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

칠 것이다.

10) 사업소득 매출(수입) 유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세금

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

는 사람일수록 세무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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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은 ‘① 예, ② 아니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①번 응답치에 0, ②번 응답치에 1의 값을 부여

하여 원 자료의 변수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11)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 유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액

수의 세금을 내는 경향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세무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부

의 세무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은 ‘① 예, ② 아니

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①번 응답치에 0, ②번 응답치에 1의

값을 부여하여 원 자료의 변수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

다. 그러므로 본 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12)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인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두려운

마음에 세금을 더 잘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경미한 탈세도 허용하지 않을 정

도로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여겨, 정

부에서 세무행정을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대

체로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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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

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13)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

누군가가 본인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할수

록 공포심 때문에 세금을 보다 성실하게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자들 간의 상호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탈세가 일

어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정부에서 세무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

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

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대체로 영향을 준다, ③ 보

통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

다. 그러므로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간에

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14)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

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바탕으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와 공공서

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

신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하여 성

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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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혜택을 창출해내는 시스템인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

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대체로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

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를 꺼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할수록 세금

을 더 잘 납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재정 관리를 바람직하게

한다고 여겨,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

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대체로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

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6)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

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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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일반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자

는 자국민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자신도 그러한 수준 높

은 국민이 되기 위해 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하는 상황의 밑바탕이 되어준 세무

행정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다. 또한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대체로 영향을 준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같

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7)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

각할수록, 해당 납세자는 주변인들과 동화되기 위하여 좀 더 성실하게

납세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

실한 납세자가 되도록 한 정부의 세무행정 운영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

으로 바라볼 것이다. 또한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

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영향을 준

다, ② 대체로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

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한 국민 만족도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18)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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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정직성과 성실성이 높은 수준일수록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

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좀 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 생

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인의 도덕성이 높을수록 정부의 세무행정 운

영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눈에 더 잘 들어올 수가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국민들의 뜻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

결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의무를

부여한 정부는 여러 가지 흠결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세무행정에 대

해 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대

체로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

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9) 본인과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세금 부담 정도

본인과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이 세금

부담 정도가 높다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

며,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의 세무행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또한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 ② 세금 부담이

약간 높다, ③ 적절한 수준이다, ④ 세금 부담이 약간 낮다, ⑤ 세금 부

담이 매우 낮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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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특정한 액수의 연간 급여소득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인식은

적정한 수준의 세액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되

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변수에

해당한다. 급여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소득세액의 크기가 적당한 수

준이라면 국민들은 정부가 세무행정을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

할 것이며, 급여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세액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

다면 국민들이 세무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가질 것이기 때문

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은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가상의 사례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지만, 적정한 크기의 세액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와

그러한 견해를 기반으로 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10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가구원용 설문지에는 총 8개의 사례가 제

시되어 있었으나 다중공선성 발생의 우려 때문에 7개의 사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사례들은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인 경우,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인 경우,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

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연간 급

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인 경

우,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인 경우,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연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인 경우이다.

비과세금액이 없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은 4만



- 33 -

4,400원가량이 된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세액인 2만원은 현행 근로소득

세액의 45% 수준이다. 이 사례의 근로소득세액이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고 보는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소득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도 너무 크다고

생각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근로소득세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가진 응

답자들은 사례에 제시되어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인 현행 근로소득

세액에 대하여 액수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

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적절

하다,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분석

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

이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

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볼 수 있다.

21)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비과세금액이 없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은 92만

640원가량이 된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세액인 40만원은 현행 근로소득

세액의 43.4% 수준이다. 이 사례의 근로소득세액이 높은 수준에 해당한

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소득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도 너무 크다

고 생각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근로소득세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가진

응답자들은 사례에 제시되어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인 현행 근로소

득세액에 대하여 액수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할 것이

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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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적절하다,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

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액이 4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22)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비과세금액이 없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은 349만

8,720원가량이 된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세액인 200만원은 현행 근로소

득세액의 57.2% 수준이다. 이 사례의 근로소득세액이 높은 수준에 해당

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소득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도 너무 크

다고 생각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근로소득세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가

진 응답자들은 사례에 제시되어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인 현행 근

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액수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할 것

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적절하다,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

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

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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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비과세금액이 없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은 582만

3,120원가량이 된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세액인 400만원은 현행 근로소

득세액의 68.7% 수준이다. 이 사례의 근로소득세액이 높은 수준에 해당

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소득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도 너무 크

다고 생각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근로소득세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가

진 응답자들은 사례에 제시되어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인 현행 근

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액수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할 것

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적절하다,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

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

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 할 수 있다.

24)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비과세금액이 없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은 1,069만

3,200원가량이 된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세액인 700만원은 현행 근로소

득세액의 65.5% 수준이다. 이 사례의 근로소득세액이 높은 수준에 해당

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소득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도 너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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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근로소득세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가

진 응답자들은 사례에 제시되어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인 현행 근

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액수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할 것

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적절하다,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

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5)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

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

식

비과세금액이 없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은

2,205만 8,760원가량이 된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세액인 1,600만원은 현

행 근로소득세액의 72.5% 수준이다. 이 사례의 근로소득세액이 높은 수

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소득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도

너무 크다고 생각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근로소득세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견

해를 가진 응답자들은 사례에 제시되어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인

현행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액수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

식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

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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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③ 적절하다,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

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 할 수 있다.

26)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

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비과세금액이 없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은 1

억 1,031만 7,560원가량이 된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세액인 1억 원은 현

행 근로소득세액의 90.6% 수준이다. 이 사례의 근로소득세액이 높은 수

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소득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도

너무 크다고 생각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근로소득세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견

해를 가진 응답자들은 사례에 제시되어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인

현행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액수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

식할 것이며, 정부의 현행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

항이 Likert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적절하다,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와 같이 선택지가 구성되

어 있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

득세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 할 수 있다.

27)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국

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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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현금 소득에 대하여 전액 혹은 대부분의 금

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극히 일부분 혹은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 간에는 정부의 세무행정

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를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세청을 믿

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의 대부분 혹은 전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는 곧 한국 정부의 세무행정을 신

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국세청을 신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현금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커질

수록 정부의 세무행정을 신뢰하는 것이므로, 본 변수는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에 활용된 문항의

선택지가 ‘① 현금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현금소득의

10% 정도, ③ 현금소득의 20% 정도, ④ 현금소득의 30% 정도, ⑤ 현금

소득의 40% 정도, ⑥ 현금소득의 50% 정도, ⑦ 현금소득의 60% 정도,

⑧ 현금소득의 70% 정도, ⑨ 현금소득의 80% 정도, ⑩ 현금소득의 90%

정도, ⑪ 현금소득 전액’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 원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

였다.

28) 본인의 기대 수명

기대수명이 길수록 삶의 말미에 정부의 보살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할 수 있으며, 후광효과에 근거할 때 자신을 보살펴주는 대상인 정

부가 수행하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라 생각

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변수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변수는 응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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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대 수명 수치를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 자료를 그대로 활

용하였다.

29)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만원)

노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공적연금 수급액을 바탕으로 풍

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어렵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실제로 생활에 필요로 하는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적은 액수가 지급되어 이른바 용돈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월

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공적 연

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이며, 본 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본 변수는 응답자들

이 본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월평균 최소 생활비 액수를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4.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가설 및 분석모형들

1) 가설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양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분석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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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 현재 은퇴 상태

 : 거주지역

 : 본인 세금 납부 정도

 :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 투표 참여 정도

 : 정치인에 대한 신뢰

 :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3) 분석모형 2





 :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 현재 은퇴 상태

 : 거주지역

 : 본인 세금 납부 정도

 : 투표 참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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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에 대한 신뢰

 :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

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

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

 :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4) 분석모형 3




 :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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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은퇴 상태

 : 거주지역

 : 정치인에 대한 신뢰

 :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

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

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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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모형 4






 :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 거주지역

 : 정치인에 대한 신뢰

 :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

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

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

 :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 44 -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

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

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본인의 기대 수명

 :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6) 분석모형 5







 :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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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역

 : 정치인에 대한 신뢰

 :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 사업소득 매출(수입) 유무

 :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 유무

 :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

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

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

 : 본인과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세금 부담 정도

 :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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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

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

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국세청

에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 본인의 기대 수명

 :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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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료 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표 2]에는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변수의 평균은 19.534, 표준편

차는 3.744, 최솟값은 9, 최댓값은 31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정부의 세무

행정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 변수의 평균은 1,003만 8,030원, 표준편차는 1,254.942, 최솟값은

19만원, 최댓값은 1억 1,24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

변수의 평균은 1,824만 7,690원, 표준편차는 2,763.692, 최솟값은 19만원,

최댓값은 3억 6,420만원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93%는 현재

은퇴한 상태이며, 7%는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91.5%는 시(市)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8.5%는 군(郡) 지역에 살고 있

다.

다음으로 본인 세금 납부 정도 변수의 평균은 3.169, 표준편차는 0.603,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응답자들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변수

의 평균은 4.312, 표준편차는 0.618, 최솟값은 2, 최댓값은 5이다. 이는 응

답자들이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약간 크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투표 참여 정도 변수의 평균은 4.540, 표준편차는 0.654, 최솟값은 2,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 변수

의 평균은 2.236, 표준편차는 0.835, 최솟값은 1, 최댓값은 4이다. 이는 응

답자들이 정치인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

식 변수의 평균은 2.790, 표준편차는 0.736,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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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로

부터 받은 혜택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가리킨

다.

이와 더불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가운

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3.889, 표준편차

는 0.952,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

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2.4%는 사업소득 매출(수입)이 있

으며, 97.6%는 사업소득 매출(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자의 16.3%는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이 있으며, 나머지 83.7%는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이 없다.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의 평균은 3.226, 표준편차는 1.082, 최솟값은 1, 최댓값

은 5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보통 수준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의 평균은 3.222, 표준

편차는 0.936,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

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

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보통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의 평균은

3.519, 표준편차는 0.941,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

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의 평균은

3.581, 표준편차는 1.023,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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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명

LS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AS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I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T 본인 세금 납부 정도

IG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V 투표 참여 정도

TP 정치인에 대한 신뢰

B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S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RAI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RAN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RAP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RAE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

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RAH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

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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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RAS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

TBP
본인과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세금 부담 정도

PQ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PT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PC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PS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PV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PZ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

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PR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

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CTR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국

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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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본인의 기대 수명

ML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만원)

[표 1] 기초통계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

변수명 평균(Mean) 표준편차(S.D.) 최솟값(Min.) 최댓값(Max.)

LS 19.534 3.744 9 31

AS 1,003.803 1,254.942 19 11,240

I 1,824.769 2,763.692 19 36,420

T 3.169 0.603 1 5

IG 4.312 0.618 2 5

V 4.540 0.654 2 5

TP 2.236 0.835 1 4

B 2.790 0.736 1 5

S 3.889 0.952 1 5

RAI 3.226 1.082 1 5

RAN 3.222 0.936 1 5

RAP 3.519 0.941 1 5

RAE 3.581 1.023 1 5

RAH 3.436 1.008 1 5

RAF 3.521 0.953 1 5

RAS 3.750 0.975 1 5



- 52 -

TBP 3.134 0.559 1 5

PQ 2.555 0.822 1 5

PT 2.859 0.756 1 5

PC 3.121 0.743 1 5

PS 3.200 0.745 1 5

PV 3.323 0.809 1 5

PZ 3.378 0.982 1 5

PR 3.590 1.146 1 5

CTR 5.981 4.159 1 11

L 85.972 5.531 70 100

ML 162.449 79.199 30 500

[표 2]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이를 통해 볼 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

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 변수의 경우 평균은 3.436, 표준편차는 1.008, 최솟값은 1, 최

댓값은 5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

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보통 수준의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

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의 평균은 3.521, 표준편차는 0.953, 최솟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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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

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뿐 아니라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의 평균은 3.750, 표준편차는 0.975,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본인과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

의 세금 부담 정도 변수의 평균은 3.134, 표준편차는 0.559,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본인과 경제적 능

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세금 부담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2.555, 표준편차

는 0.822,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연간 급

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급여소

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2.859, 표준편차는 0.756, 최

솟값은 1, 최댓값은 5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은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당 세

액의 크기가 비교적 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3.121, 표

준편차는 0.743,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응

답자들이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

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3.20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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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는 0.745,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 응답자들이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

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가 적절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

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3.323, 표준편

차는 0.809,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연간 급여소득

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이 적절한 액수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3.378, 표준편차는 0.982, 최솟값

은 1, 최댓값은 5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연간 급여소

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

우 해당 세액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

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3.590,

표준편차는 1.146,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은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

득세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

고 있다.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국세청

에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변수의 평균은 5.981, 표준편차는 4.159,

최솟값은 1, 최댓값은 11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

득의 50% 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인의 기대 수명 변수의 평균은 85.972세, 표준편차는 5.531, 최솟값은

70세, 최댓값은 100세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변

수의 평균은 162만 4,490원, 표준편차는 79.199, 최솟값은 30만원, 최댓값

은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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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이 절에서는 5개의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독립변수인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종속변수인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독립변수의 강건성(robustness)

을 테스트하여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고자 한다.

1. 모형 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표 3]에는 9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종속변수인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

나 있다. 우선 F-값이 10.79이고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R-squared 값이 0.170으로 제시되었

는데, 이는 이 회귀모형이 종속변수 변동량의 17.0%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이 1만원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0801단위 감소한다. 그러나 p-value가 0.207이기 때

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 은퇴하

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 비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726단위만큼 낮다. 그렇지만 p-value가 0.225이므로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市)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정부의 세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616단위만큼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value가

0.255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본인 세금 납부 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40단위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p-value가 0.875이기 때

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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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계수 표준오차

(상수) 21.396** 1.999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0.0000801 0.0000634

현재 은퇴 상태 -0.726 0.597

거주지역 -0.616 0.541

본인 세금 납부 정도 0.040 0.258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0.714** 0.263

투표 참여 정도 -0.138 0.237

정치인에 대한 신뢰 0.785** 0.187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0.833** 0.217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0.641** 0.168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0.0003748** 0.0001372

Observations 537

F 10.79**

R-squared 0.170

Adjusted R-squared 0.154

** p<0.01, * p<0.05

[표 3] 모형 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

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714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p-value가 0.007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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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1단위 늘어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138단

위만큼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value가 0.562이기 때문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785단위 높

아지게 된다. p-value가 0.000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833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가운데 어

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641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p-value가 0.000이

므로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1만원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3748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07이므로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이 지

지되며,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2. 모형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표 4]에는 15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종속변수인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

되어 있다. 우선 F-값이 9.74이고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R-squared 값이 0.231으로 제시되었

는데, 이는 이 회귀모형이 종속변수 변동량의 23.1%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이 1만원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0807단위 감소한다. 그러나 p-value가 0.193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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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 은퇴하

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 비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508단위만큼 낮다. 그렇지만 p-value가 0.382이므로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市)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군(郡) 지역에 거주하

는 사람들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786단위만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144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다. 본인 세금 납부 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73단위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p-value가 0.772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

야기할 수 있다. 한편 투표 참여 정도가 1단위 늘어나면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17단위만큼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p-value가 0.165이기 때문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

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822단위 높아지게 된다. p-value가 0.000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

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835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가운데 어떠한 것

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663단위만큼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

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123

단위만큼 높아지지만 p-value가 0.528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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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계수 표준오차

(상수) 14.787** 1.859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0.0000807 0.000062

현재 은퇴 상태 -0.508 0.580

거주지역 -0.786 0.537

본인 세금 납부 정도 0.073 0.251

투표 참여 정도 -0.317 0.228

정치인에 대한 신뢰 0.822** 0.182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0.835** 0.21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0.663** 0.159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

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123 0.195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

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579** 0.214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431 0.230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

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051 0.210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09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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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324 0.251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152 0.210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0.0003948** 0.0001341

Observations 537

F 9.74**

R-squared 0.231

Adjusted R-squared 0.207

** p<0.01, * p<0.05

[표 4] 모형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또한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

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579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p-value가 0.007이기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

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431단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062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는 0.051단위만큼 증가하게 된다. p-value가 0.807이므로 이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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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

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면 정

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91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p-value가 0.679이므로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

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커지

는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24단위만큼 높아지게

되지만, p-value가 0.198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는 0.152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469이

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1만원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3948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03이므로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이 지

지되며,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3. 모형 3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표 5]에는 13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종속변수인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

나 있다. 우선 F-값이 7.79이고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R-squared 값이 0.173으로 제시되었는

데, 이는 이 회귀모형이 종속변수 변동량의 17.3%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이 1만원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08단위 감소한다. 그러나 p-value가 0.206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 은퇴



- 62 -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 비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696단위만큼 낮다. 그렇지만 p-value가 0.247이므로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市)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세

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572단위만큼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value

가 0.294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

민 만족도는 0.840단위 높아지게 된다. p-value가 0.000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

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

민 만족도는 0.867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가운데 어떠한 것

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745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p-value가 0.001이므로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

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476단위 증가한다. 또한 p-value가 0.056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

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134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그렇지만

p-value가 0.671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

야기할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

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402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192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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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계수 표준오차

(상수) 18.693** 1.349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0.00008 0.0000632

현재 은퇴 상태 -0.696 0.600

거주지역 -0.572 0.545

정치인에 대한 신뢰 0.840** 0.190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0.867** 0.214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0.745** 0.162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476 0.249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134 0.315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402 0.308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05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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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204 0.323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331 0.296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

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381 0.233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0.0003674** 0.0001377

Observations 537

F 7.79**

R-squared 0.173

Adjusted R-squared 0.151

** p<0.01, * p<0.05

[표 5] 모형 3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

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54단위만큼 감소하게 된다. p-value가

0.872이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늘어나면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204단위만큼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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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가 0.528이기 때문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31단위 낮아지게 된다.

p-value가 0.263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81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103이

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1만원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3674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08이므로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이 지

지되며,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4. 모형 4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다음으로 [표 6]에는 20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종속변수인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F-값이 7.02이고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R-squared 값이 0.223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이 회귀모형이 종속변수 변동량의 22.3%를 설명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이 1만원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1039단위 감소한다. 그러나 p-value가 0.097이기 때

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시(市)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정부의 세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808단위만큼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value

가 0.137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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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

민 만족도는 0.946단위 높아지게 된다. p-value가 0.000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965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

족도는 0.149단위만큼 높아지지만 p-value가 0.453이므로 이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

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617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p-value가 0.005이기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

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423단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073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

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92단위만큼 증가하게 된다. p-value가

0.671이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106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p-value가 0.633

이므로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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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계수 표준오차

(상수) 7.121* 2.738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0.0001039 0.0000626

거주지역 -0.808 0.543

정치인에 대한 신뢰 0.946** 0.184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0.965** 0.214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

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149 0.198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

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617** 0.217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423 0.235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

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092 0.217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106 0.223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30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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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153 0.216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566* 0.247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274 0.314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053 0.306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025 0.328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351 0.320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341 0.291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

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48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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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대 수명 0.029 0.028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만원) 0.004 0.002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0.0003349* 0.0001422

Observations 537

F 7.02**

R-squared 0.223

Adjusted R-squared 0.191

** p<0.01, * p<0.05

[표 6] 모형 4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커지는 경

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07단위만큼 높아지게 되지

만, p-value가 0.235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153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477이기 때

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간 급

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

한 국민 만족도는 0.566단위 증가한다. 또한 p-value가 0.025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

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274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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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가 0.383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

야기할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

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53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862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25단위만큼 증가하게 된다. p-value가 0.939이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늘어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51단위만큼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p-value가 0.272이기 때문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이 연간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

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41단위 낮아지게 된

다. p-value가 0.242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

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

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485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36

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기대 수명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

민 만족도는 0.029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value가

0.254이기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월평균 최

소 노후 생활비가 1만원 커지는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는 0.004단위만큼 높아지게 되며, p-value가 0.304이므로 이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1만원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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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3349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19이므로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이 지

지되며,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5. 모형 5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한편 [표 7]에는 24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

액이 종속변수인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있다. 우선 F-값이 6.17이고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R-squared 값이 0.232으로 제시되

었는데, 이는 이 회귀모형이 종속변수 변동량의 23.2%를 설명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이 1만원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0754단위 감소한다. 그러나 p-value가

0.255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시(市)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741단위만큼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렇지만 p-value가 0.176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953단위 높아지게 된다. p-value가 0.000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966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00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업소득 매출(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업소득 매출(수입)이 있

는 사람에 비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974단위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value가 0.325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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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계수 표준오차

(상수) 4.771 3.019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0.0000754 0.0000661

거주지역 -0.741 0.547

정치인에 대한 신뢰 0.953** 0.185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0.966** 0.216

사업소득 매출(수입) 유무 0.974 0.989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 유무 0.703 0.425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

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151 0.199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

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591** 0.219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443 0.236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

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069 0.217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1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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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332 0.260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0.177 0.216

본인과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세금 부담 정도
0.333 0.279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567* 0.247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258 0.314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067 0.306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045 0.328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323 0.320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309 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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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

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0.470* 0.231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인식

-0.028 0.036

본인의 기대 수명 0.029 0.028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만원) 0.004 0.002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0.0002918* 0.0001463

Observations 537

F 6.17**

R-squared 0.232

Adjusted R-squared 0.194

** p<0.01, * p<0.05

[표 7] 모형 5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이 있는 사

람에 비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0.703단위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있다. p-value가 0.099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

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151단위만큼 커지지만 p-value가 0.447이므

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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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

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591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p-value가 0.007이기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

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443단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p-value가 0.061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는 0.069단위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p-value가 0.752이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

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하면 정

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104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p-value가 0.642이므로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

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커지

는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32단위만큼 높아지게

되지만, p-value가 0.201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는 0.177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412이

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인과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세금

부담 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33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p-value가 0.232이기 때

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연간 급

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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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

한 국민 만족도는 0.567단위 증가한다. 또한 p-value가 0.022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3,500

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는 0.258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p-value가 0.411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

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67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p-value가 0.828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

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

식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45단

위만큼 감소하게 된다. p-value가 0.892이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

단위 늘어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23단위만큼 하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value가 0.314이기 때문에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309단위 낮아지게 된다.

p-value가 0.290이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470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42이

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편 증

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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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

족도는 0.028단위만큼 낮아지게 된다. p-value가 0.448이므로 이 결과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기대 수명이 1단위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

민 만족도는 0.029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value가

0.303이기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월평균 최

소 노후 생활비가 1만원 커지는 경우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는 0.004단위만큼 높아지게 되며, p-value가 0.054이므로 이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1만원 증가하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0.0002918단위 증가한다. p-value가 0.047이므로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이 지

지되며,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은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 활용된 5개의 모형을 분석한 결

과 모든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종속변수인 정

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

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정부

의 세무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 활용된 5개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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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종속변수인 한국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의 후광효과(halo effect) 개념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아 ‘정부가 자신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특성은 후광

(halo)으로 작용하여 정부가 지닌 다른 특성들 및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유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전 급부행위는 사회보험금

수급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세무행정에 대해서

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한국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 계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라는 논지로 논의를 진행하였

고, 데이터 분석 결과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과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

한 국민 만족도 간에 선형 관계(linear relationship)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후광효과의 개념에 부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과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

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필자의 개인적 사고를 바

탕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사회

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금, 고용

보험금, 산재보험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금의 구성요소 각

각이 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량적으

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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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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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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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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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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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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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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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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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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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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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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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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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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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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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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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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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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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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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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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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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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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panel/data/user_Quest/paQue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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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I R H T IG V TP B 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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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모형 1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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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I R H T V TP B S RAI RAN RAP RAE RAH RAF RA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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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모형 2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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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I R H TP B S PQ PT PC PS PV PZ P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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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모형 3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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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모형 4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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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0.03

(0.53)

0.01

(0.75)

0.04

(0.38)

AS
0.07

(0.11)

0.49*

(0.00)

-0.01

(0.77)

-0.04

(0.40)

-0.12*

(0.00)

-0.02

(0.62)

-0.03

(0.55)

-0.02

(0.70)

0.01

(0.90)

0.08

(0.07)

0.04

(0.31)

* p<0.05

모형 4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2



- 123 -

RAS PQ PT PC PS PV PZ PR L ML AS

RAS 1.00

PQ
-0.08

(0.06)
1.00

PT
0.01

(0.77)

0.64*

(0.00)
1.00

PC
-0.02

(0.65)

0.34*

(0.00)

0.63*

(0.00)
1.00

PS
-0.01

(0.81)

0.21*

(0.00)

0.43*

(0.00)

0.64*

(0.00)
1.00

PV
-0.06

(0.20)

0.07

(0.13)

0.23*

(0.00)

0.45*

(0.00)

0.70*

(0.00)
1.00

PZ
-0.04

(0.32)

-0.11*

(0.01)

0.02

(0.57)

0.24*

(0.00)

0.44*

(0.00)

0.68*

(0.00)
1.00

PR
-0.05

(0.27)

-0.25*

(0.00)

-0.08

(0.06)

0.12*

(0.00)

0.31*

(0.00)

0.56*

(0.00)

0.80*

(0.00)
1.00

L
-0.09*

(0.04)

0.16*

(0.00)

0.12*

(0.01)

0.01

(0.80)

0.05

(0.21)

0.04

(0.34)

-0.01

(0.84)

-0.07

(0.08)
1.00

ML
-0.04

(0.31)

0.01

(0.78)

-0.03

(0.55)

-0.04

(0.36)

0.05

(0.26)

0.10*

(0.02)

0.04

(0.32)

0.03

(0.48)

-0.08

(0.06)
1.00

AS
0.07

(0.08)

-0.04

(0.35)

-0.02

(0.57)

-0.03

(0.47)

-0.02

(0.67)

0.01

(0.85)

-0.01

(0.84)

-0.02

(0.68)

0.08

(0.05)

0.39*

(0.00)
1.00

* p<0.05

모형 4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3



- 124 -

LS I H TP B BI RI RAI RAN RAP RAE RAH

LS 1.00

I
-0.03

(0.55)
1.00

H
-0.08

(0.06)

-0.04

(0.31)
1.00

TP
0.27*

(0.00)

-0.04

(0.37)

-0.10*

(0.02)
1.00

B
0.22*

(0.00)

-0.10*

(0.03)

0.05

(0.24)

0.19*

(0.00)
1.00

BI
0.10*

(0.02)

-0.12*

(0.00)

-0.08

(0.06)

0.00

(0.98)

0.05

(0.21)
1.00

RI
0.08

(0.07)

-0.24*

(0.00)

0.01

(0.83)

0.06

(0.13)

0.11*

(0.01)

0.13*

(0.00)
1.00

RAI
0.20*

(0.00)

-0.01

(0.76)

0.02

(0.71)

0.03

(0.56)

-0.01

(0.85)

0.10*

(0.02)

-0.07

(0.13)
1.00

RAN
0.25*

(0.00)

-0.03

(0.43)

0.03

(0.54)

0.03

(0.48)

0.01

(0.89)

0.08

(0.08)

-0.06

(0.20)

0.65*

(0.00)
1.00

RAP
0.24*

(0.00)

0.00

(0.95)

0.00

(0.99)

0.00

(0.91)

0.10*

(0.02)

0.02

(0.60)

-0.03

(0.44)

0.43*

(0.00)

0.45*

(0.00)
1.00

RAE
0.15*

(0.00)

-0.04

(0.36)

0.15*

(0.00)

-0.09*

(0.03)

0.03

(0.44)

0.07

(0.13)

-0.30

(0.50)

0.44*

(0.00)

0.40*

(0.00)

0.69*

(0.00)
1.00

RAH
0.16*

(0.00)

0.01

(0.84)

0.07

(0.09)

-0.01

(0.78)

0.00

(0.99)

0.07

(0.11)

-0.04

(0.32)

0.54*

(0.00)

0.42*

(0.00)

0.51*

(0.00)

0.51*

(0.00)
1.00

* p<0.05

모형 5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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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I H TP B BI RI RAI RAN RAP RAE RAH

RAF
0.20*

(0.00)

0.05

(0.22)

0.07

(0.11)

0.00

(0.99)

0.04

(0.30)

0.09*

(0.04)

-0.10*

(0.02)

0.45*

(0.00)

0.45*

(0.00)

0.51*

(0.00)

0.49*

(0.00)

0.69*

(0.00)

RAS
0.09*

(0.00)

0.08

(0.08)

0.14*

(0.00)

-0.05

(0.26)

0.03

(0.45)

0.03

(0.43)

-0.03

(0.55)

0.43*

(0.00)

0.35*

(0.00)

0.38*

(0.00)

0.41*

(0.00)

0.55*

(0.00)

TBP
0.03

(0.56)

0.21*

(0.00)

-0.05

(0.25)

-0.07

(0.12)

-0.16*

(0.00)

-0.07

(0.10)

-0.12*

(0.01)

0.04

(0.33)

0.06

(0.19)

0.03

(0.48)

0.04

(0.32)

0.05

(0.23)

PQ
0.05

(0.23)

-0.07

(0.09)

-0.06

(0.16)

0.06

(0.20)

-0.05

(0.22)

0.00

(0.94)

0.01

(0.91)

0.00

(0.99)

0.00

(0.94)

-0.06

(0.18)

-0.09*

(0.04)

-0.03

(0.52)

PT
-0.03

(0.55)

-0.01

(0.90)

-0.01

(0.76)

0.02

(0.59)

-0.02

(0.70)

-0.08

(0.07)

0.04

(0.39)

0.02

(0.63)

-0.03

(0.54)

-0.01

(0.78)

-0.08

(0.07)

-0.03

(0.50)

PC
-0.09*

(0.04)

-0.01

(0.85)

0.01

(0.76)

0.00

(0.96)

-0.04

(0.37)

-0.07

(0.09)

0.01

(0.18)

-0.10*

(0.03)

-0.08

(0.06)

-0.09*

(0.04)

-0.10*

(0.02)

-0.09*

(0.04)

PS
-0.05

(0.24)

-0.02

(0.66)

0.02

(0.57)

0.04

(0.31)

0.00

(0.98)

-0.06

(0.20)

0.09*

(0.04)

-0.09*

(0.03)

-0.03

(0.53)

-0.02

(0.58)

0.00

(0.92)

-0.05

(0.20)

PV
-0.02

(0.64)

-0.03

(0.53)

0.00

(0.98)

0.11*

(0.01)

0.06

(0.16)

-0.07

(0.10)

0.06

(0.13)

-0.06

(0.13)

0.02

(0.68)

-0.04

(0.38)

0.00

(0.96)

-0.07

(0.10)

PZ
0.01

(0.81)

-0.05

(0.21)

-0.02

(0.59)

0.18*

(0.00)

0.04

(0.35)

-0.05

(0.24)

0.05

(0.22)

-0.05

(0.25)

-0.01

(0.76)

-0.02

(0.61)

0.03

(0.42)

-0.03

(0.49)

PR
0.06

(0.14)

0.00

(0.95)

-0.05

(0.22)

0.16*

(0.00)

0.12*

(0.00)

-0.07

(0.12)

0.04

(0.36)

-0.07

(0.10)

-0.03

(0.43)

0.01

(0.88)

0.00

(0.93)

-0.04

(0.36)

CTR
0.00

(0.97)

0.08

(0.06)

-0.10*

(0.02)

0.11*

(0.01)

0.05

(0.29)

0.04

(0.39)

-0.05

(0.23)

-0.01

(0.85)

-0.09*

(0.04)

-0.01

(0.79)

-0.05

(0.22)

0.02

(0.57)

L
0.06

(0.17)

-0.03

(0.44)

0.01

(0.86)

0.04

(0.36)

0.05

(0.28)

-0.02

(0.67)

-0.01

(0.78)

-0.02

(0.72)

0.01

(0.81)

-0.03

(0.42)

-0.10*

(0.02)

-0.04

(0.37)

ML
0.06

(0.15)

0.33*

(0.00)

-0.08

(0.07)

0.00

(0.99)

-0.21*

(0.00)

-0.01

(0.86)

-0.16*

(0.00)

-0.01

(0.73)

-0.02

(0.670

-0.01

(0.74)

-0.03

(0.53)

0.01

(0.75)

AS
0.07

(0.11)

0.49*

(0.00)

-0.01

(0.77)

-0.04

(0.40)

-0.12*

(0.00)

0.04

(0.35)

0.02

(0.67)

-0.02

(0.62)

-0.03

(0.55)

-0.02

(0.70)

0.01

(0.90)

0.08

(0.07)

* p<0.05

모형 5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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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 RAS TBP PQ PT PC PS PV PZ PR CTR L ML AS

RAF 1.00

RAS
0.67*

(0.00)
1.00

TBP
0.05

(0.24)

0.04

(0.34)
1.00

PQ
-0.13*

(0.00)

-0.08

(0.06)

0.02

(0.70)
1.00

PT
-0.11*

(0.01)

0.01

(0.77)

0.05

(0.22)

0.64*

(0.00)
1.00

PC
-0.16*

(0.00)

-0.02

(0.64)

0.07

(0.11)

0.34*

(0.00)

0.63*

(0.00)
1.00

PS
-0.12*

(0.01)

-0.01

(0.81)

0.07

(0.11)

0.21*

(0.00)

0.43*

(0.00)

0.64*

(0.00)
1.00

PV
-0.10*

(0.02)

-0.06

(0.20)

0.02

(0.58)

0.07

(0.13)

0.23*

(0.00)

0.45*

(0.00)

0.70*

(0.00)
1.00

PZ
-0.03

(0.48)

-0.04

(0.32)

-0.06

(0.18)

-0.11*

(0.01)

0.02

(0.57)

0.24*

(0.00)

0.44*

(0.00)

0.68*

(0.00)
1.00

PR
0.01

(0.78)

-0.05

(0.27)

-0.02

(0.57)

-0.25*

(0.00)

-0.08

(0.06)

0.12*

(0.00)

0.31*

(0.00)

0.56*

(0.00)

0.80*

(0.00)
1.00

CTR
0.01

(0.89)

-0.05

(0.26)

-0.07

(0.11)

0.06

(0.18)

0.05

(0.29)

0.01

(0.84)

-0.01

(0.85)

0.03

(0.46)

0.00

(0.94)

-0.01

(0.82)
1.00

L
-0.05

(0.27)

-0.09*

(0.04)

0.04

(0.31)

0.16*

(0.00)

0.12*

(0.01)

0.01

(0.80)

0.05

(0.21)

0.04

(0.34)

-0.01

(0.84)

-0.07

(0.08)

0.00

(0.96)
1.00

ML
0.04

(0.38)

-0.04

(0.31)

0.20*

(0.00)

0.01

(0.78)

-0.03

(0.55)

-0.04

(0.36)

0.05

(0.26)

0.10*

(0.02)

0.04

(0.32)

0.03

(0.48)

0.05

(0.20)

-0.08

(0.06)
1.00

AS
0.04

(0.31)

0.07

(0.08)

0.07

(0.10)

-0.04

(0.35)

0.02

(0.57)

-0.03

(0.47)

-0.02

(0.67)

0.01

(0.85)

-0.01

(0.84)

-0.02

(0.68)

0.09*

(0.04)

0.08

(0.05)

0.39*

(0.00)
1.00

* p<0.05

모형 5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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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VIF Tolerance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1.39 0.722

현재 은퇴 상태 1.03 0.968

거주지역 1.04 0.966

본인 세금 납부 정도 1.10 0.910

한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1.19 0.837

투표 참여 정도 1.08 0.923

정치인에 대한 신뢰 1.10 0.905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1.13 0.884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1.15 0.867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1.34 0.747

Mean VIF 1.16 .

모형 1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VIF Tolerance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1.41 0.710

현재 은퇴 상태 1.04 0.961

거주지역 1.09 0.919

본인 세금 납부 정도 1.10 0.905

투표 참여 정도 1.07 0.939

정치인에 대한 신뢰 1.11 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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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1.15 0.873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1.11 0.904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

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13 0.469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

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93 0.518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27 0.441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

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23 0.449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36 0.424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76 0.362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 0.497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1.36 0.734

Mean VIF 1.63 .

모형 2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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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VIF Tolerance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1.37 0.730

현재 은퇴 상태 1.04 0.962

거주지역 1.04 0.958

정치인에 대한 신뢰 1.13 0.885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1.10 0.91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의 정책 vs 개인의 노력)
1.07 0.932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1.87 0.534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55 0.392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35 0.426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75 0.363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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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80 0.264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

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22 0.310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1.34 0.745

Mean VIF 1.98 .

모형 3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VIF Tolerance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1.41 0.710

거주지역 1.09 0.918

정치인에 대한 신뢰 1.12 0.894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1.15 0.872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

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17 0.461

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

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96 0.511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3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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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

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32 0.430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38 0.421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86 0.350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7 0.482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1.93 0.518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65 0.377

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44 0.410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81 0.356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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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86 0.259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

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30 0.303

본인의 기대 수명 1.11 0.901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1.35 0.741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1.50 0.666

Mean VIF 2.14 .

모형 4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VIF Tolerance

가구원별 연간소득 총액(만원) 1.58 0.634

거주지역 1.11 0.901

정치인에 대한 신뢰 1.13 0.883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인식
1.18 0.849

사업소득 매출(수입) 유무 1.10 0.913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 유무 1.16 0.859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본인

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1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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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본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

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99 0.502

본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화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세

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33 0.429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부패 없

이 집행한다는 신뢰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34 0.428

일반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38 0.420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는 믿음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90 0.345

본인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9 0.479

본인과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세금 부담 정도
1.15 0.870

연간 급여소득이 1,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1.94 0.516

연간 급여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만원일 경우 해

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67 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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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45 0.409

연간 급여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2.83 0.354

연간 급여소득이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7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18 0.314

연간 급여소득이 1억 3,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90 0.257

연간 급여소득이 3억 7,000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액이 1억 원일 경

우 해당 세액의 크기에 대한 인식

3.32 0.301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인식

1.08 0.927

본인의 기대 수명 1.12 0.891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1.40 0.715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만원) 1.60 0.627

Mean VIF 2.00 .

모형 5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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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nnual Social Insurance

Receipts on the People’s

Satisfaction in Korean

Government’s Tax

Administration

Kim, Hwanjo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nnual social

insurance receipts have an positive effect on the people’s satisfaction

in Korean government’s tax administration or no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5 models which are u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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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t is turned out to be true that annual social insurance

receip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 on the

people’s satisfaction in Korean government’s tax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ay that when annual social insurance

receipts increase, the people’s satisfaction in Korean government’s tax

administration rises.

However, there are just few precedent studies which deal with the

relation between annual social insurance receipts and the people’s

satisfaction in Korean government’s tax administration so the models

of this study are designed according to personal thought of the

author. This is the limit of this study.

In spite of the limit,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based on

recent data, it empirically verifies that annual social insurance receip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the people’s

satisfaction in Korean government’s tax administration. From now on,

it would be desirable that studies which cope with relations between

each components of social insurance receipts like National Pension

receipts, National Health Insurance receipts, Employment Insurance

receipt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ceipt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ceipts, Korea Teacher’s Pension

receipts and the people’s satisfaction in Korean government’s tax

administration are going to be carried out.

keywords : Social Insurance, the People’s Satisfaction in Korean

Government’s Tax Administration, Halo Effect,

NaS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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