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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

배는 사적 보험시장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공적연금의 중요한 기능에 해당한다. 또

한 이러한 분배의 문제는 연금제도의 수용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무엇보다 큰 영향

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은 누진적 급여산식이라는 재분배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으로는 제도가 목표한 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은 연금법 상 가입 대상인 소득이 있어도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은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제도 내 사각지

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목표 실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재분배의 기능 또한 한정된 국민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발생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정확한 소득정보가 없어 가입자들이 소득

을 일률적으로 낮게 축소신고 할 경우 노후소득의 적절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분배 기

능의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성실납부자와 기여금탈루자간의 가입

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이는 결국 재정적 지속가

능성 문제와 더불어 총체적인 제도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여금의 탈루 정도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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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해 왔다. 한국과 같이 소득미신고 및 소득축소신고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가 현실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

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여금에 대한 소득의 탈루가 연금정책이 목표한 

재분배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민가입 1세대인 1972년생부터 1981년생까지의 단일 코호트를 대

상으로 재정패널의 미시소득자료에 근거해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가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계층

별 가입기에 발생하는 탈루 행위 특성에 따른 수급기 연금액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기여금에 대한 소득의 탈루는 기여금탈루를 위해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은폐하는 

것으로 기여금 대상 소득의 탈루율은 법정소득 대비 탈루소득으로 정의된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탈루율의 모형추정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추정된 탈루모형을 적용해 탈루 전후 국민연금의 재분배에 주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재정패널의 5-6차 자료를 사용해 소득수준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라는 소득

원별, 성별, 학력별 그리고 연령별 기여금 책정 대상 소득에 대한 개별기여금탈루율을 

분석한다. 이러한 탈루율의 추정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과세소득 수준에 대한 가

정 별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재정패널의 2-6차 자료를 근거로 구한 항상소득에 대한 응

답축소보고율을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분석한다.  

또한 기여금 납부여부와 분배에 미치는 상이한 경로에 따라 탈루유형을 ‘소득미신고’

와 ‘소득축소신고’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전자는 가입자체를 하지 않은 경

우와 가입은 하였으나 납부예외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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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후자는 가입 및 납부는 하지만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기여금을 탈루하는 것을 

뜻한다.   

탈루율의 추정결과,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미신고자(100%)와 성실납부자(0%)를 모두 

포함한 개별탈루율은 비과세 20만원 가정 시 24.48%, 사업소득자의 경우 응답축소보고

를 반영했을 때 59.64%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12.32%로 가장 낮

으며 임시, 일용직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일용직의 경우 80.94%로 사업소득자에 비해

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이한 경제사회집단간 탈루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 결정요인이 상이하다. 즉, 근로소득자는 

소득과 교육수준 및 연령이 높을수록, 상용직에 해당할수록 소득신고의 확률이 증가한

다. 그러나 로짓 분석 시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은 유의미하지 않고 연령과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가구주에 해당할 경우, 18세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고용주에 해당할 경

우 유의미하게 소득신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신고 결정요인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신고율이 증가하나 일단 가입을 한 

후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축소보고율이 증가한다. 즉,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저

소득층의 소득신고율은 낮으나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의 가능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

가한다.   

셋째, 전가입대상자의 개별탈루율을 살펴보면 탈루율과 소득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서로 다르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이 감

소하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5분위를 제외하고 탈루율도 증가한다.  

넷째, 근로소득자는 연령과 전체적인 탈루율 간에 특별한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탈루율은 감소한다.  

다섯째, 로짓분석을 통한 기초분석의 결과와 비율변수의 특성을 반영한 최종적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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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추정 모형은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추정 결과 

0(성실납부)과 1(소득미신고)의 결정요인은 로짓분석과 유사하게 해석된다. 단, 사업소득

자의 소득미신고 결정요인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미신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소득축소신고자의 탈루율에서도 두 소득원별로 유의미한 변수가 다르다. 즉, 근로소득

자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의 탈루율이 높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탈루율은 증가한다.   

 

다음으로 위 모형에 근거해 분석대상 집단의 탈루 전후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제도의 

재분배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집단의 생애소득의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2년 이전은 재정패널 6차 직업이력 자료를 근거로 실제 소득이력을, 2013년 이후는 

1-6차의 소득자료를 통해 고정효과 패널회귀모델로 추정된 소득을 기반으로 생애소득

이력을 산출한다.  

이러한 연도별 소득에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우선 성실

납부(0)와 소득미신고(1)의 확률을 추정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가입 중 축소보

고율을 추정한다.  

횡단면적 시각으로 볼 때와 같이 단일 연도의 소득미신고자가 모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대상 집단은 가입과 미가입, 

축소신고와 성실납의 확률 변화에 따라 탈루로 인한 가입이력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

고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총 25명으로 가입대상자들로 구성된 분석대상자 996명 중 

2.5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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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금제도를 보험적 요소와 사회이전제도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연금-복지(annuity-welfare) 모델에 입각해 순이전의 개념으로 분배를 이해한다. 

그러나 순이전의 분석에 앞서 분배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효누진지수에 

의한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를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기능만을 가진 제도

로 인식하는 대다수의 보험모델의 시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익비 분석과의 비교

를 위해 이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효누진성지수(effective progressiveness index)를 통해 전체적인 분배에 미

치는 결과를 살펴본 결과 탈루로 인해 연금제도가 원래 목표한 소득재분배기능은 감소

된다. 이는 계층 간 탈루행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

대평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루행위의 반영에도 불구하고 제도반영 전후 

생애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유효누진성지수가 1보다 커 여전히 제도의 재분배 

기능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미신고와 소득축소신고는 연금의 재분배적 급여 산식의 경로를 따라 가입

자 평균소득인 A값과 개인 소득이력을 변화시켜 재분배에 영향을 준다. 수익비와 순이

전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이 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탈루로 인해 A값은 낮아지고 수익비와 순이전도 하락하게 되는데 이 때 순이전

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수익비는 고소득층의 하락 폭이 저소득

층에 비해 적다.  

넷째, 개인 소득이력의 변화로 인한 수익비는 증가하는데 중위소득의 증가가 가장 낮

고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순이전은 감소하는데 중

위소득의 감소율이 가장 높고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고소득층 보다 크다. 최고소득층인 

5분위에서는 오히려 증가의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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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전체적인 결과는 개인 소득이력변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의 측면에서는 3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익비 증

가의 폭은 1,2 분위의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순이전의 경우는 전 계층

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중위소득의 경우 가장 감소율이 높고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고소

득층의 감소율에 비해 더 크다.  

여섯째, 따라서 탈루로 인한 전체적 누진성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순이전 감소율이 고

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미가입률

이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가입률은 높으나 가입자의 탈루율이 높기 때문이다.  

일곱째, 이를 통해 수익비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보험의 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제도의 누진적 설계로 인해 탈루가 저소

득층의 수익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상이한 인구사회집단간 분배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

득자에 비해 높은 소득미신고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응답축소보고 반영과 가입자의 높

은 탈루율로 인해 순이전 감소의 폭이 작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에 해당

하는 상용, 임시, 일용직 모두 순이전은 감소하나 감소의 폭은 소득신고율의 차이에 따

라 임시, 일용직의 경우 더 높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순이전 감소율은 

근로소득자인 상용직, 임시, 일용직 보다 낮고 자영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신고율이 

높은 고용주의 경우 순이전은 양의 방향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탈루율의 증가와 탈루로 인한 연금급여의 하락은 소득신고율에 의해 크게 영향

을 받으므로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신고율 제고가 시급하다. 탈루로 인한 저소득 수

급자의 연금소득 감소는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의 담보를 어렵게 하고 이는 공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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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실현이라는 제도 정당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원에 따른 형평의 차원에서 소득파악률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사

업소득자의 경우 탙루로 인해 순이전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

업소득자에게 탈루의 가능성을 더 열어 둔다는 것은 소득원별 불평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원은 대체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라는 가입종과 유사하므로 가

입종별 불평등과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셋째, 일용직 근로자의 낮은 소득신고율은 이들이 자영업자 보다 더 공적연금 사각지

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소득파악률 및 소득

신고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신고와 소득축소신고의 결정요인을 위한 로

짓분석과 사업소득자의 축소신고자 탈루비율을 추정하는 베타 회귀분석에서 일관되게 

교육기간이 길수록 탈루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이는 소득파악률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해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가입 유도도 병행될 필

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기여금의 탈루가 미치는 영향을 미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큰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소득탈루, 소득미신고, 소득축소신고 

학  번 : 2010-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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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문제제기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공적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주요 두 기능은 생애소비평

탄화라는 저금통 기능과 빈곤구제 및 소득재분배라는 로빈훗 기능이다(Barr & Diamond, 

2008, p.35). 생애소비평탄화는 한 개인 생애에서 근로시기의 소득을 은퇴기로 이전하는 

소득의 재분배로 효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적 보험을 통해서도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구제 및 소득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는 사적인 보험시장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공적연금 고유의 기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에 비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증가시

키고자 하는 공적연금의 주 기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단기적 정치적 수용성과 개혁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중요한 문

제들은 재정적 요인보다 소득계층간의 분배구조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된

다(Mantovani, Papadopoulos, Sutherland, & Panos, 2005). 따라서 한국의 주된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의 기능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

요하다고 보여진다.  

 

국민연금은 급여산식 안에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정액부분과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대

체율을 반영하는 소득비례부분이 포함되고 전국민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금산식에 

누진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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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분배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자 계층까지 한 제도 안에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용하 & 

석재은, 1999, pp. 103–104).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기준 28.2%로 조사대상 OECD 36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5번째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4). 물론, 이러한 수치도 국민계정과 같이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가 드러난 경우에 해당한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의 단기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의 제 기능을 수

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우선, 가입누락 및 납부예외로 제도 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가입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폐해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

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도 한정된 계층간에만 제약

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와 같이 정확한 소득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가입대상자들의 소득탈루로 보험료

가 최저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다면 마치 정액급여제도와 같이 운영되어 결국 소득

재분배의 기능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Gillion, 2000, p. 253).  

생애소득평탄화 및 빈곤 구제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정확한 소득정보가 없어 당장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가능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생애소득평탄화의 기능이 제

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이는 곧 본인의 생애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가 지

급되어 급여의 적절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며(McGillivray, 2001, p. 3) 이들이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향후 노후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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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성실납부자와 기여금소득탈루자의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는 정치적 지속가능성

까지 위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여금 대상 소득의 탈루는 단순히 가입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소득원에 따라 소득이 공적 자료상에 어느 정도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사상 지위별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가입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총체적인 제도 정당성을 흔들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금 소득의 탈루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자료의 불충분이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 자체를 꺼리고, 응

답을 한다 해도 대상자들의 응답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그 중에서도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기여금의 탈루 정도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 실 보험료 납부정보를 반

영하지 못한 채 가입대상자의 조사소득에 근거해 예상연금액을 산출한 경우 조사소득이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여금 납부 시 누락은 알 수가 없

다. 또한 실 납부정보인 국민연금의 가입이력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따

라 기여금이 납부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미가입 및 축소납부율이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연구가 현실의 소

득재분배의 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신뢰하기 어렵고 그 분석의 의미 또한 

반감된다. 많은 경우 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여 소득정보가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기

여금의 납부가 이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들로 분석대상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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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의 일용, 계약직 근로자 등의 경우는 여

전히 미가입률이 높다는 문제와 이러한 제한적인 분석으로는 국가의 전체적인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없는 반쪽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 탈루가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을 

통해 어떻게 세대내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이어 경험

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２절 연구목적 및 의의 

 

계층별 상이한 소득 탈루 행위가 국민연금제도의 세대내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경험적 검토에 앞서 우선 상이한 탈루유형별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재분배를 변화시

킬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 가능성을 살펴본다. 즉, 탈루유형은 납부여부에 따라 소득발

생 자체도 신고하지 않은 ‘소득미신고’의 경우와 소득을 신고하여 납부는 하되 법정소득

을 낮춰 신고해 기여금을 탈루하는 ‘소득축소신고’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두 상이한 탈루유형이 소득수준별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의 가정에 따라 

수익비와 순이전의 분배지수의 변화를 검토한다.  

 

경험 분석은 사회계층별 탈루행위의 특성을 파악해 이를 모형화하고 이에 기반해 연

금제도 실시 전후 탈루를 반영했을 경우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 행위모형을 재정패널의 미시

소득자료를 통해 설계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입여부나 그 결정요인의 분석에 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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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납부 금액에 대한 조사자료와 법정기여금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

신고 및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의 결정요인에 더해 법정소득 대비 탈루소득의 개별탈루

율을 추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에 탈루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근로

소득자 내에서도 상용직과 일용, 계약직 등 종사상 지위에 따라 탈루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신규수 & 홍백의, 2014). 이에 더해 소득, 연령, 학력별, 성별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이러한 탈루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모형에 근거해 탈루행위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제도 원래의 재분배효과

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국민연금 전국민가입 1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내 종단분석에 의

해 알아본다. 연금제도와 같이 장기간의 납부와 수급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횡단면적 시

각에서만 볼 경우는 생애이력에 따른 기여금을 반영하지 못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과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득미신고’ 및 ‘소득축소신고’라는 상이한 기여금 탈루의 유형에 

의한 생애연금소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애종단분석의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금-복지(annuity-welfare)모델에 근거해 연금제도는 재무적 

성격과 비재무적인 이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로

서의 재분배적 기능은 수급연금액 총액에서 납부기여금 총액을 제외한 순이전을 기준으

로 측정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분배 효과의 확인을 위해 지니계수를 활용한 유효누진

지수의 분석과 공적연금제도를 단순히 노후를 위한 저축기능만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보

험모델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수익비를 통한 분석을 추가한다. 유효누진지수만

을 통해 볼 경우 재분배의 계층별 방향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수익비로만 재분배

를 측정하면 해석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절대적인 노후소득자원의 부족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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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곤 노인들의 수익비는 매우 높지만, 순이전액은 고소득자에 비해 오히려 적을 수 

있어 통합적인 재분배 기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연금의 세대내 재분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생애소득 추정 후 이에 따른 기여

금과 급여를 기준으로 수익비와 지니계수 등의 분배관련 측정지수로 제도 실시 여부에 

따른 생애소득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발생 사실을 누락시키거나 소득을 축

소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12년 현재 인구사회계층의 상이한 소득탈루율을 

반영하여 이것이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직적 재분배와 성, 소득원, 종사상지위별 수

평적 재분배의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유효누진지수로 전체적 분배의 방향을 

살펴본 후 이들 집단간 순이전을 통해 세부적 변화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중요한 기능이며 제도 정당성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측정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탈루 행위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영향과 그 함의에 대해 국내 최초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제

도 개선을 위한 제도설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 7 - 

 

제３절 연구의 구성 

연구목표 분석대상  분석방법 
      

1.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의  

정의 및 이론 

탈루수준 추정,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탈루가 분배에 미치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 

국내외 연구 동향 검토 및 

국민연금 세대내 종단분석 시 탈루가 

분배에 미치는 경로 분석 
    

2.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 

모형 추정 

1) 탈루율 산정  
-근로소득자 비과세 가정 별(0, 10, 20, 30 만원)  
-사업소득자 조사응답 시 축소보고율 반영여부 별 
 

 1) 재정패널 5-6 차 자료 상 기여금 
납부 내역과 법정 기여금 비교 분석 

→ 재정패널 2-6 차 자료를 근거로 
소득지출 분석법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항상소득에 대한 응답축소보고율 추정 

 

2) 로짓 분석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탈루 행위 특성 분석 
- 소득신고 및 소득축소신고 결정요인 
- 축소신고자 탈루율과 전체 탈루율 

 

 

 

사회경제적 지위(소득수준, 소득원, 종사상지위, 성, 연령, 학력)별 개별 탈루율 

산정 및 탈루유형별(소득미신고, 소득축소신고) 결정요인 분석 
     

 2) 탈루모형 추정 Zero and one inflated 베타 회귀 

   

 
산정된 탈루율과 분석된 특성에 근거하여  

소득수준, 소득원, 종사상지위, 성, 학력, 가구주여부, 자녀수, 연령에 따른 모형 구축 
     

     

3.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분석대상 집단 (전국민가입 1 세대) 

생애소득구성 

- 1999 년부터 2012 년 실제이력 

  

- 2013 년부터 만 60 세 전까지 추정소득   → 재정패널 1-6 차자료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 회귀로 구축된 모형 적용 
  

 

 

2) 연금 전 생애소득과 제도 적용 후 생애소득에 

근거한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비교 

 

2) 생애소득, 생애기여금, 생애예상연금액 

산정 후 여섯 가지 경우의 지니계수 

산출 

 

탈루 전후 두 가지 유효누진성 

지수비교 

(a- b’) vs (a-b)  

(a’-c’) vs (a‘-c) 

 

연금제도 반영 전 연금제도 반영 후 

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반영(a) 

탈루 반영(b) 

탈루 미반영(b’) 

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미반영(a’) 

탈루 반영(c) 

탈루 미반영(c’) 
 

 

 탈루로 인한 전체적 재분배의 방향 비교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재분배에 주는 영향 수익비, 순이전  

    

 소득수준, 소득원, 종사상지위, 성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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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음 장에서는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를 정의를 알아보고 기여금의 탈루와 소

득재분배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다. 즉, 탈루수준의 추정 및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그리

고 탈루와 재분배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도출한다. 이어 국민

연금의 세대내 종단 분석 시 ‘소득미신고’와 ‘소득축소신고’의 탈루가 재분배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다.  

 

다음은 2012년 현재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탈루모형의 추정을 

위해 재정패널 5-6차 자료를 통해 기여금납부내역과 조사소득에 근거한 법정기여금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분석대상집단은 재정패널 6차(2013년) 조사 상 작년 국민연금 가입이

력의 자료가 있고 이 가입이력의 근거가 되는 재정패널 5차(2012년)의 소득 자료가 있

는 자 중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확보할 수 있는 3,558명이다.  

이러한 비교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 조사소득에 대한 상이한 가정을 하

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조사소득이 실제소득이라는 가정만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조사소득이 실제소득이라는 가정에 더해 조사응답 시 축소보고의 가능성을 추가한다.  

근로소득자의 조사소득은 세전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소득 수준에 대한 가정 별로 비과

세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와 10에서 30만원을 가정했을 때 탈루 수준을 산정한다.  

사업소득자의 조사응답 시 항상소득에 대한 축소보고의 경향은 재정패널 제2차에서 6

차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탈루수준에 반영한다. 분석 대상 집단은 만20세 이상 60

세 미만의 성인의 가구주와 배우자 2명과 미혼의 자녀로만 구성된 1,849가구이다. 

이를 통해, 가정에 따른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인 소득수준, 소득원, 종사상지위

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개별탈루율을 산정한다. 또한 상이한 탈루 유형인 ‘소득(미)신

고’ 및 ‘소득축소신고’의 결정요인을 로짓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자료의 특성에 

근거하여 Zero and one inflated 베타 회귀의 탈루 모형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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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탈루로 인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민가입 1

세대의 생애소득이력을 구성한다. 이들은 출생 년도 1972년부터 1981년 생으로 재정패

널 6차의 직업이력 상 1999년 이후 소득을 가지고 있는 996명에 해당하며 2012년까지

는 실제 소득이력을, 2013년 이후 만 60세 전까지는 추정 소득을 근거로 한다. 소득 추

정 모형은 재정패널 1에서 6차의 조사기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전 기간 조사자

료가 존재하고 1년이상 소득활동을 한자에 대한 고정효과패널회귀를 사용하였다.  

이제 위 전국민가입 1세대의 소득분배의 변화를 재분배 지수들을 통해 측정한다.  

우선, 분석대상집단의 탈루가 없었을 경우 연금제도 전후의 생애소득의 변화와 탈루가 

반영되었을 경우 연금제도로 인한 생애소득의 변화를 유효누진지수로 살펴본다. 여기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조사 응답 시 소득의 축소보고를 반영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하는데 축소보고 경향을 반영하게 되면 이들의 소득은 반영하기 전 조사

소득 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수익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 순이전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생애재분배적 요인을 제외한 공적연금의 재분배의 변화를 비교한다. 

이러한 순이전의 비교를 통해 탈루로 인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수준의 수직적 그리고 

소득원, 종사상지위, 성별 수평적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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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이론적 논의 

 

제１절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 

 

제１항 정의 

 

기여금에 대한 탈루와 회피는 국내외적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게 광의의 의미로 동일

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혼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국외의 경우 Manchester(1999, p. 

295)에서와 같이 기여금의 탈루란 회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

서는 광의의 회피(avoidance) 혹은 광의의 탈루(evasion)로 두 개념을 서로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contribution evasion”으로 표현하고 “기여금의 회피”로 번역하는 경

우가 많다(김상진, 2009a, p. 14). 

그러나 기여금의 탈루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상 납부의무를 어긴 탈루와 법적 의무를 

어기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기피하고자 통상의 경우와 다른 행동을 취하는 기여금의 회

피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사회보장법을 기준으로 위법 시 기여(금)탈루

(contribution evasion) 그리고 적법행위인 경우 기여(금)회피(contribution avoidance)

로의 구분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위법한 기여금의 탈루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기여금의 탈루는 세 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첫째는 국민연금법상 신

고대상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가 기여금탈루

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는 정해진 법정소득에 대한 기여

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격조건의 조작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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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시 지원대상조건의 허위신고에 의한 경우이다. 마지

막으로 고의적인 납부거부인 장기체납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의

무의 해태(海苔)에 의한 단기 체납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여의 탈루란 개별 사회보장법을 위반하여 소득 은폐와 기여금지원 자격조건 조

작 그리고 고의적 장기체납을 통해 법정 기여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것

이다.  

기여금에 대한 소득의 탈루라 함은 기여금탈루를 위한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은폐

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소득은 기여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상 상하한이 반영

된 법정소득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소득 대비 탈루소득을 기여금대상 소득의 탈루율로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탈루율의 추정에서는 전체 탈루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전체 탈루율 즉, 

가입대상자 전체 법정소득 대비 탈루소득을 의미하는 탈루율이 있을 수 있으며 가입자 

개별 탈루율의 평균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체탈루율의 추정 후 개별 탈루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평균 탈루 

수준을 통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２항 탈루수준의 추정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중요성에 비해 기여금 탈루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더구나 동일한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탈세의 경우 보다 기여금에 관한 연구가 

더 적은데, 이는 기여금이 직접 소득세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소득세의 일부로 간주되

고 있기 때문이다(Baumann et al, 200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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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의 탈루에 관한 국외의 경험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동

유럽 등의 체제전환국가와 같이 탈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세계은행(1994, pp. 319–320)에 의하면 88년 우루과이에서는 근

로시간 축소보고로 GDP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재정수입의 손실을 보았으며, 브라질은 

등록된 회사 중 5만 개소 이상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이러한 기여금의 탈루와 추정된 

회피의 누적금액은 한해 기여금의 5%에 이른다. Campbell(1994)은 칠레의 경우, 기여금

을 한번이라도 납부하였던 인구 대비 현재 납부 중인 인구의 비가 약 50%에 불과하다

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 

인구 중 50%가 기여금 대상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 전환국가들을 살펴보면 Stanovnik(2004)는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의 

동유럽국가의 경우 사회보장납부 대상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체납률의 비교

를 통해 90대년에 비해 2000년대에 보다 불응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Nyland, Smyth, & Zhu(2006)은 노동사회보장국(Bureau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의 2001년도 조사자료를 통해 세부자료를 알 수 있는 2,200개소의 사업장의 경우 연금, 

의료, 실업, 모성보험이 합산된 금액에 대해 70.99%의 사업장이 법정의무보다 적은 금

액을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이지 예외는 아니다(Baumann, Friehe, & Jansen, 

2009). Gillion(2000)은 일본의 경우, 1997년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계층과 

가입은 하였으나 최근 2년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계층이 총 가입대상의 4.6%에 해당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Blakemore et al(1996)에 의하면 일리노이주 실업보험

에 대한 감사자료를 통해 1987년 한 해 동안 실업보험 기여금의 불법적 기피금액은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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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 달러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Manchester(1999)에서는 총 납부되어

야 할 사회보장(연금과 의료) 기여금에서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를 불응률로 

정의하고,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불

응률을 87년 11.1%, 97년 10.3%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생산에 의한 경우이거나 과소 신고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소 추정된 것

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CD(2004)에 의하면 국민계정의 급여나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

의 납부의무 대 실제 납부된 기여금을 비교함으로써 추정한 결과, 불법적으로 납부되고 

있지 않은 기여금은 납부의무의 30%로 비교대상국가 OECD 27개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공적연금대상 근로자들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여기에서 밝히고 있

듯이, 국민소득 상 포함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것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내연구로 신규수 & 홍백의(2014)는 지하경제의 시각으로 기여금의 탈루

를 정의, 구분하고 위 OECD의 연구와 달리 재정패널의 미시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모두 보고소득이 실

제소득이라 가정한 분석과 근로자와 달리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소득조사 시 조세기관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축소 응답한다는 가정에 따라, 응답 축소보고율을 반영한 소득

이 실제소득이라고 본 경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기여금 대상 소득

의 탈루율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월 20만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액기준 

19.32%,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액기준 61.03%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위의 예를 제외할 경우 공적연금의 기여금 탈루액을 직접 추정하는 연구

는 없었으나 사실 기여금의 탈루 수준에 관련된 연구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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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즉, 이시원 & 하상근(2002, pp. 197-199)에서는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행태적 결과로 

불응을 일종의 조세불응으로 간주하고 Sorg(1983)의 불응 유형 가운데 능동, 참여적 순

응이나 불응을 제외한 미가입, 납부예외, 소득축소신고, 체납이라는 수동적 유형만을 대

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정책불응의 조작적 정의는 기여금의 탈루를 의미하고 있

다. 여기서는 2002년 4월 기준 경남지역 지역가입 대상자를 도시규모에 따라 층화추출

한 447명에 대한 조사결과, 14.1%가 미가입하였으며, 납부대상자 중 소득하향신고를 한 

경우는 376명 중 39.4%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이어서 하상근(2010, pp. 167-170)은 

2001년 말과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걸쳐 이루어진 두 시점의 조사대상자 302명

을 통한 종단 비교 결과, 미가입률이 15.2%에서 2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여금의 탈루에 대한 원인과 관련된 연구로 김상진(2009a, p. 16)은 복지패널 

2차년도(2007년)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기여회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전

체 평균인 32.7%에 비해 미가입과 미납자가 45.4%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중 저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낮으므로 탈루와 회피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기여의 회피를 ‘광의의 회피’로 사용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미가

입자와 미납자로 했을 경우와 여기에 납부예외자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로 나누

어 분석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축소납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기여금의 탈루 결과로서 국민연금의 적용사각지대에 관한 연구가 있다.
1  

이

                                           

1  사각지대의 주원인으로 이용하 외(2012, p. 12)에서는 기여금의 탈루 및 회피를, 

김원섭(2013, p. 20)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을 첫째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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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로 최현수(2002, pp. 231–234)는 2002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통해 연금제도의 제도내 사각지대, 즉, 미가입 및 납부예외자는 

전체 가입대상자의 27.5%인 4,517천명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석재은(2003, p. 293)에

서는 200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 18에서 59세의 경제활동 취업자 중 미납 및 

납부예외자는 5,871천명으로 적용대상자의 36.1%가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

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호 외(2008, pp. 79–85)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조건과 

경제활동인구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2008년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이중 47.1%만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08년 기준 가입연령의 취업자 중 납

부예외자로 분류된 대상 2,024천명만을 관리대상로 구분한다. 패널자료의 경우, 구인회 

& 백학영(2008, pp. 182–183)에서는 2006년 한국복지패널1차 자료를 통해 가입대상자 

중 29.2%가 미가입, 납부예외, 미납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는다.  

 

제２절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일반적으로 한 연금제도가 보험수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때 즉, 보험료의 합과 지급

되는 급여의 합이 일치하는 수지상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재분배적이라고 본다

(Abatemarco, 2006, p. 3). 따라서 가입과 납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적연금의 경

우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러한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재분배가 발생하기 마련

이다
2
(Barr & Diamond, 2008, p. 111). 

                                           

2  즉,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모든 연금은 불가피하게 세대간 분배의 문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빈곤한 노인계층의 은퇴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굳이 

조세기반의 최저소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공적 연금은 이러한 세대내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만일, 성(gender)에 따른 보험료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법적 규제가 



- 16 -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크게 세대간(inter-generational) 재분배와 세대내 

(intra-generation) 재분배 그리고 시간적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3.
  

세대간 재분배는 제도의 설계방식과 경제인구사회적 상황에 따라, 노인세대세대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세대간의 소득재분배이다.  

이와는 달리 세대내 재분배는 동일 세대 안에서 연금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간의 

소득의 재분배이다. 세대내 재분배는 다시 수직적(vertical) 재분배와 수평적(horizontal) 

재분배로 구분된다.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서로 다른 소득계층간의 이전의 문제이며 수평

적 소득재분배는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발생 확률이 낮은 사람으로부

터 위험 발생확률이 높은 사람에게로 소득의 이전이 발생하는 재분배이다. 예를 들어 건

강보험의 경우, 동일한 소득 및 재산으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발병확률이 높은 

사람에게로 건강한 사람의 소득이 이전된다. 연금의 경우도 생애 동일한 기여금을 납부

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대여명(장수 위험)으로 수급하게 되는 연금액이 달라짐으로

써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대간 재분배는 주로 인구구조와 재정적 위험에 대한 부분적 혹은 완전 보험을 목적

으로 하므로 이는 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다(Abatemarco, 2006, pp. 1–2). 

이에 반해 연금의 세대내 재분배는 노동기간 동안 임금의 불균등과 같은 사보험이 담보

                                           

있다면 사적연금에서 조차도 수명차에 의해 소득의 분배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Grammenos, Lefèbvre, Pestieau, & Perelman, 2006, p. 4). 

3  강병창(2011, pp. 19–20)에서는 소득재분배의 유형을 세대간, 개인간, 시기적으로 구분 

정리하고 개인간 재분배의 경우 수직 혹은 수평으로 분류한다. 이에 반해 석재은 & 

김용하(1999, p. 104)에서는 세대내 재분배 안에 수직, 수평 그리고 시간적 재분배를 담는다. 

본고에서는 세대내 재분배를 개인간의 분배로 한정하므로 시기적, 시간적 재분배는 

강병창(2011, pp. 19–20)에서와 같이 별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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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기능(Diamond, 2004, pp. 11–12)으로 연금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재분배는 한 개인의 생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시기로부터 소득

이 없는 노년기로의 소득의 배분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다른 경제주체간 분배의 문제가 

아닌 개인 생애 안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효용의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수지상등에서 벗어날 경우를 재분배라고 정의한다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재

분배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여기서는 보험수리적 정당성(actuarial fair)이라는 측면의 재분배만을 다루고자 한다. 

즉, 세대간 그리고 세대내 재분배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공적연금의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여유진(2009)에서는 이의 조작적 정의를 빈곤감소효과와 불

평등감소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과 관련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연

금의 노동시장 및 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의 효용을 

중심으로 한, 일반균형모형의 후생경제학적 분석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선행연구는 간

단히 짚어보고 상이한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른 공적연금의 세대내 재분배와 관련된 이

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１항 세대간 소득재분배 

 

Grammenos et al.(2006, p. 3)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를 분석 대상

에 대한시각과 분석기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연령집

단 간인 세대간(inter-generational perspective)분석, 두 번째는 연속적인 연령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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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ive cohort) 분석인 세대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에 해당한다. 세 번째

는 단일 분석 집단(cohort) 내에서 주어진 연령 층에 대한 그룹 혹은 개인들에 걸친

(across group or individuals) 분석을 하는 세대내 횡단분석(intra generational cross-

sectional perspective)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단일 분석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그룹의 생애소득의 재분배를 다루는 세대내 종단(intra generational longitudinal 

perspective)분석의 관점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연령집단인 세대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분

배에 관한 세대간 재분배라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

배는 대상 코호트 간 연금수리적 비교로 분배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부지출과 부채를 고

려한 출생 년도 별 연속(successive) 세대의 순조세 납부액을 비교하는 세대간 회계의
4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정 연령집단의 코호트별로 납부하는 기여금과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액의 비

교를 통해 연금수리적인 방법으로 재분배를 분석하는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

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과거 세대에 비해 현재와 미래세대로 갈수록 그 수익비는 점차 

                                           

4  이는 첫 번째 시각보다 새롭게 도입된 방법으로 Auerbach, Gokhale & Kotlikoff(1991, 

1992)에 의해 제시되었다. 전통적인 정부의 회계는 연간단위로 이루어지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정부이전의 크기를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세대간 회계는 기간간(inter-

temporal) 비교방법에 의존한다. 여기서 연령집단은 회계기준연도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둘로 구분된다. 연령집단의 전체 또는 그 대표 개인이 기준년도 이후 사회보장 

급여 등의 혜택에서 납부한 조세 및 보험료와 같은 부담을 제외한 순부담의 현가를 

세대계정이라고 하며 세대계정의 모임 자체 또는 표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세대간 회계라 

한다(최기홍, 201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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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한국 역시, 현재 연금제도가 모든 소득계층에게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지워져 있는 상황으로 세대간 형평과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다수의 연구들이(강성호, 2006, 2013; 김대철, 2013; 김상호, 

2004a; 문형표, 2003, 2005; 석재은 & 김용하, 2001, 2002; 안흥순, 2000; 오창수, 1994)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대간 발생하는 소득재분배의 형태인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패턴은 

일률적이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Moffitt(1984)은 미국의 1942년부터 1977년까지 

5년 단위 코호트들을 분석하며 월급여와 소득대체율이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한 가입자들의 집계된 연금액과 기여금액을 통

해 일인당 평균 순급여(급여현가에서 기여현가를 뺀 금액)인 순사회보장 부(Net Social 

Security Wealth)를 산출하고 그 절대값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절대

                                           

5 즉, Castellino(1995)는 이탈리아의 경우 1960 년부터 2020 년 60 년간 10 년 단위의 코호트의 

실질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높은 임금상승률로 과거에 지탱해오고 있던 수익률이 현재로 

오면서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Bandés & Cuenca(1999)는 

생애분석에서 개인의 보험적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 이전부분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초기 

가입자에게 보다 유리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Gil & López-

Casasnovas(1999)는 1935 년부터 65 년까지 10 년 단위로 스페인의 가상적인 코호트별 

대표근로자들의 내부수익률을 살펴보면서 1935 년 코호트는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누렸으며 65 년 코호트의 경우는 기여금에 대한 상하한의 적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로 

실질수익률의 낮은 증가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여기서는 국가별로 다른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의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대간 이러한 차이가 미국의 공적연금에 관한 Pellechio & 

Goodfellow(1983), Hurd & Shoven(1986), Boskin(1986) 그리고 네덜란드의 J. Nelissen(198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고 언급한다. 미국의 경우, 코호트의 구분 및 측정방법 등 여러 가지 다른 

가정 하에 많은 연구(Boskin, KOTLIKOFF, PUFFERT, & SHOVEN, 1987; Boskin & Puffert, 1987; 

Burkhauser & Warlick, 1981; Chen & Chu, 1974; Hurd & Shoven, 1986; Meyer & Wolff, 1987)가 

진행되어 왔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득대체율이 후세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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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변화와 증가율은 상이한데 이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자비율, 순소득대채율, 은퇴기 

급여성장률, 사망률 등의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주된 영향요인도 달

라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의 세대간 재분배와 관련한 연구는 경제성장의 둔화

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제기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90년대 많은 개혁이 이루어진 유럽에서는 개혁이 가져온 세대간 재분배의 변화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결국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증가는 결국 개혁 전 세대에 비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급여

수준의 감소를 의미하나 
6
 이러한 소득대체율의 감소는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은 유지, 혹은 오히려 증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Fonseca & Sopraseuth, 2004; Disney & Emmerson, 2005).
7
  

                                           

6  CeRPSIM(Center for Research on Pension and Welfare Policies 의 미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Borella & Coda Moscarola(2004)는 이탈리아의 확정급여에서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연금개혁이 가져온 세대간 재분배의 영향을 2010 년부터 2061 년까지 

살펴본다. 수익비의 현가(PVR)를 통한 비교분석에서 개혁 진행의 영향으로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차 수익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ilke(2005)은 장애 및 사망 

확률을 반영해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의 수익률을 예측한 결과 독일의 2004 년 개혁으로 

미래세대가 현재세대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가질 것이나 여전히 플러스의 수익률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7  전자에서는 2003 년 모수적인 개혁을 한 프랑스의 경우, 중고기술자의 은퇴시점을 늦춰 

내부수익률을 낮추었으나 낮은 기술을 가진 계층의 수익률은 의미 있는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난다. 후자는 영국의 2003 년까지 특징적인 개혁을 설명하면서 이들 

개혁들로 인한 과거, 현재, 미래세대의 부담을 성별, 소득 수준별 대표적인 근로자 집단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21 세기를 기준으로 중위 및 고소득층의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점차 감소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 저소득층은 1997 년 국가 

제 2 연금(State Second Pension)과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개혁의 영향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미래세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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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소득대체율의 감소로 부족한 노후소득은 근로기간의 연장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증대해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Flood, 2003).  

 

세대간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두 번째 방법론적 유형은 연속된 세대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세대간 회계를 통한 분석이다. Auerbach, Gokhale, & Kotlikoff(1992, 2006)는 각

각의 연구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사회보험 재정 전체에서 세대불균형을 지적하였으며 공

적연금만을 분석한 연구는 Boll, Raffelhüschen & Walliser(1994), 윤석명(2002), 전영준

(2003), 최기홍(2013)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재정의 세대간 불균형적 부담은 주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한다(Auerbach, Gokhale & Kotlikoff, 2006). 이 중 윤석명(2002), 전영준

(2003)에 의하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기홍(2013)은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모형을 이용하여 세대간 회계를 응용, 생애프로파일

의 가변성
8
이 반영되는 확장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초

기가입자와 현재가입자 간의 상당한 수지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２항 세대내 횡단분석 분석과 종단분석의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rammenos et al(2006, p. 3)의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의 

연구를 분석대상자 집단과 기간에 대한 시각으로 네 가지로 나누었을 때 세 번째와 네 

                                           

8 출생연도별 수입(급여), 지출(조세, 기여금)의 평균적 차이를 반영함을 의미한다(최기홍, 201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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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에 해당하는 연구는 세대내 재분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 즉, 한 시점에서 기준연령 

및 소득수준별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세대내 횡단분석과 연금

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근로기에 납부한 총기여금과 은퇴기에 수령하게 되는 총급여를 

비교하여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분배를 살펴보는 세대내 종단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세대내 횡단분석은 주로 급여 지급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의 감소

를 분석할 경우 많이 사용되며 종단분석에 비해 정치적으로 보다 매력적이고 방법론적

으로 보다 용이하다(Grammenos et al., 2006, pp. 3–4). 이는 뒤에 언급되는 생애분석에 

비해 분석 시 가정이 적게 필요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분명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생애분석인 세대내 종단분석의 경우 재분배의 측정이 세대내 횡단분석에 

비해 어렵다. 이는 생애근로소득분포가 개인별로 상이하고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의 경우

는 인구구조에 따라 기여와 급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료의 제약으

로 전 생애라는 장기간의 데이터가 부족하여 생애소득 등의 추정과 같은 많은 가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생애분석과 같이 서로 다른 시간 사이 

이전은 정신적 물질적인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사

람들은 보통 할인율을 가져오는 시간에 따른 가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

적이 있다(J. H. Nelissen, 1994, p. 9).  

그러나 Wolfson(1979)을 시작으로 일련의 연구들(Coronado, Fullerton, & Glass, 

2000; Davies, St-Hilaire, & Whalley, 1984; Falkingham, Hills, & Lessof, 1993; 

Harding, 1993; J. H. Nelissen, 1998)은 한 세대내 횡단 연구의 경우는 세대내 종단분석

인 생애분석의 경우보다 소득재분배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다. 즉, 개인이 

평생 동안 지불한 보험료부담과 급여 총액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한해 동안 근로자로

부터 퇴직자로의 소득이전만을 고려했을 때와는 달리 그 누진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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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io, 2005, p. 86; 홍백의, 2001, p. 248).  

또한 종단분석 시, 연간 일시 소득의 변동이 가져오는 영향을 제거해서 생애 전체의 

소득과 급여를 비교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애분석이 보다 합리적이며 이러한 모델

로 장기적인 변화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J. H. Nelissen, 

1994, p. 9) 학자들은 이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방법의 용이성이나 정확성의 차이점뿐 아니라 두 가지 분석방법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Grammenos et al(2006, pp. 3–4)은 대체적으로 생애(life-cycle, 세대

내 종단)분석의 경우는 연금수리적인 접근법에 의해 대립되는 두 그룹 즉, 여성과 남성, 

고학력과 저학력 등으로 구분하여 그룹간 수익비를 비교하는데 이에는 소득능력

(capacity)에 중립적이므로 형평(equity)의 개념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9
 예

를 들어 성별 분석에서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두 분석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다. 즉, 생애분석에서는 수명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납부한 것에 비해 남성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어, 남성으로부터 여성에게 소득이 이전된다고 보나 횡단 분석에서 여성

은 남성에 비해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다 더 빈곤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

고 소득도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노인빈곤이나 소득분배에 관한 생각에 더 부합

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미래에 도래할 높은 수익률이 현재의 빈곤을 없앨 수는 없다는 

생애분석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시점이 아닌 생애소득과 생애급여의 고려를 통해 위해 상이한 소득계층

                                           

9  물론, 최근의 연구에는 소득의 개념을 실제 소득이 아닌 잠재소득(potential earning)으로 

측정하는 경우 형평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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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분배를 과대평가 없이 측정하여 줄 수 있는 세대내 종단분석을 통한 재분배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연금제도라는 장기간에 걸쳐 기여금의 납부와 수급이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의 특징 상 근로기의 서로 다른 탈루행위의 특성에 의한 수급액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는 세대내 종단 분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세대내 횡단분석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이어서 세대내 종단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보다 상세히 진행하고자 한다.  

 

제３항 세대내 횡단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생애분석의 경우 가입자의 장기간 미시소득자료가 필요하므로 여러 

국가간 비교분석이 필요할 때 많은 경우 횡단면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먼

저 비교연구의 다양한 분석을 살펴본 후 개별국가의 연구를 추가로 논의한다.   

 

1. 국가간 비교 연구 

 

국가간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Behrendt, 2000; R. L. Brown & Prus, 

2004; Bruxelles, 2005; Casey & Yamada, 2002; Garfinkel, Rainwater, & Smeeding, 

2005; Heady, Mitrakos, & Tsakloglou, 2001; Munzi & Smeeding, 2005; Smeeding & 

Sandstrom, 2005)은 주로 EU(European Union)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선진국들 간, 현금이전 중 하

나인 연금의 역할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공적연금은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이한 공적연금의 질은 노인소득 불평등 수준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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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Heady et al(2001)은 1995년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의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니(Gini) 및 엔트로피(Entropy)와 같은 불평등지수들을 활용하

여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공적이전에 대한 지출의 크기가 큰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

드의 경우 불평등의 수준이 낮고 반대로 크기가 적은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 불평등

이 증가한다. 여러 소득원 중 공적연금이 분배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연금이 아닌 공적이전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고소득층에 대한 연금과 무관한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과가 재분배를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한다.  

Brown & Prus(2004)는 1996년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 중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소득을 균등화지수

로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 중 국가의 공적연금이전(public pension transfer)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을수록 노인소득 불평등이 낮아짐을 밝힌다. 즉, 스웨덴의 경우, 소득에서 

공적연금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적은 불평등을, 반대로 이스라엘과 미

국은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며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 수준과 은퇴세대의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만으로는 불

평등의 감소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기여금을 포함한 조세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위 Brown & Prus(2004)에서는 캐나다의 경우 보통 수준의 비중에도 높은 평등

지수를 보이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질 이외에 국가간 노후소득 불평등의 차이를 설명하

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힌다. 이러한 요인 중의 하나로 유럽연합

(EU) SSO(Observatory on the Social Situation)의 보고서인 Bruxelles(2005)에서는 국

가별 분배 상태를 고려함에 있어 기여금을 포함한 조세의 수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과

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1990년대 15개 EU국가에 대한 분배상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EUROMOD(EU국가 대상의 조세, 이전 중심 미시 시뮬레이션)를 사용하여 대상국

가의 불평등지수(Gini)와 소득분위(Quintile)에 따른 분배상태를 살펴본 결과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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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프랑스, 북유럽국가는 높은 수준의 분배상태를,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은 중간 수준 

그리고 영국과 그리스 등은 낮은 수준의 분배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노

후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아일랜드나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

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상위 20%에서 가처분 소득 중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수준은 낮은 편이고 최저연금제도를 운

영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고소득

층의 경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경우는 연

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조세에 

의해서 많은 부분 감소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기업연금의 역진적인 성격에 관한 논의가 있다.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기

업연금의 경우는 공적연금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고용주가 관여

된 기업연금은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크고 작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Behrendt(2000)은 1980년에서 95년 LIS 12개국 가구소득을 균등화지수로 개인소

득화여 분배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고용주가 관여된 사적 연금(기업연금)의 경우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남자, 젊은 세대, 고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연금에 의한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연금에 대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의 규제와 관리제도를 도입해 기업연금이 가진 역

진적 분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노인세대의 하위 그룹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Casey & 

Yamada(2002)는 노인세대 중에서도 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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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여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OECD 9개 국가의 90년대 중반 자료

를 통해 소득분위(quintile)별 분배상태를 진단한 결과, 노인계층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빈곤이 증가하며 개인별 가처소분득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이 차지하

게 된다. 또한 이들은 특히,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함을 강조한다.  

 

Gamer & Terrell(1997)는 체제 전환국가인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배 동향을 분석하

기 위해 공적이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심분석대상국가와 연구목적이 상이

하다. 세계은행의 96년 보고서와는 달리 러시아를 포함한 체제 전환국가의 분배동향이 

서로 다른 경로를 밟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이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1989년과 

1993년 FBS(Family Budget Survey)자료를 근거로 양국의 분리 독립 전과 후의 연금제

도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리독립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기였던 93년 체

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연금 소득은 불평등의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연금소득의 집중곡선을 비교한 결과 89년에 비하여 10분위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더 많

은 연금소득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실질 소득의 감소로 연금소득도 감소되는데 이러한 

감소는 슬로바키아의 경우 보다 더 컸다. 결국 중유럽 체제 전환국가인 체코와 슬로바키

아의 경우 다른 전환국들에 비해 불평등의 증가가 미미했는데 이는 바우쳐 민영화와 같

은 덜 급진적인 체제변혁의 시도와 함께 연금을 포함한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이전들과 

조세정책에 있어서 대상집단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비교연구로 임병인(2003)은 93년부터 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와 미국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활용하여 세후 지니계수의 분해기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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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의 재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국의 공적연금 역진성지수
10

가 한

국보다 낮고 보다 더 크게 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저자

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확충, 지출규모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유진 & 송치호(2010)는 가구주가 근로계층(15세에서 64세)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복지패널 2008년 3차 자료와 LIS의 독일, 스웨덴, 영국의 미시자료를 통해 공적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분석 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고 각 

분위별 시장소득, 이전소득과 조세, 사적 이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 결과, 스웨덴

과 독일에서 사회보험 분담금이 한국과 영국 보다 훨씬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에서 시장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공적이전의 

비중이 낮으며 이러한 공적이전도 사회부조에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개별 국가 연구 

 

개별국가의 연구로 우선, 미국의 경우 초기 연구는 주로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

하다 이후 기여금(tax)까지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모델의 합리성을 강화한다. 전자에 해

당하는 예로 Danziger & Plotnick(1977)에서는 65년 SEO(Survey of Economic 

Oportunity)와 75년 CPS(Current Population Survey)를 근거로 1965년과 1974년 10

년 사이의 각각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통해 공적이전의 눈에 띄는 재분배효과를 보여

준다.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 Choi(1991)는 1987년 CPS를 통해, Pattison(1995)은 

1993년 CPS 자료를 통해 단순히 급여에 의한 소득의 변화만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소

                                           

10 공적이전의 역진성지수의 값이 0 보다 크면 역진적인 성격, 0 이면 비례적인 성격, 0 보다 

작으면 누진적인 성격의 이전소득이라고 판정한다(임병인, 2003, p. 1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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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따른 납부자와 수급자의 비율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이

들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수급하

고 있으므로 공적연금이 누진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국가별로 수행된 연구로 영국(Johnson & Stears, 

1995), 덴마크(Danish Ministry of Finance, 2003), 네덜란드(Caminada, Goudswaard, 

& others, 2001), 프랑스(Math, 2002), 이탈리아(Castellino, 1995), 헝가리(Grootaert, 

1997), 폴란드(Grootaert, 1997), 포르투칼(Rodrigues, 2003)에서는 소득 분위별 수급비

율과 지니지수와 같은 불평등지수를 통한 분석에서 모두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급여

가 지급이 되어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공적연금만을 별도로 횡단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공적이전 중의 하나로 

공적연금의 상대적 분배효과를 비교, 언급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초기의 이들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으로 연금소득의 소득계층 간 

분배상태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불평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유사

하게 공적이전의 지니분배개선율은 사적이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가구

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10분위 분배율을 살펴본 김진욱(2004), 가구소비실태조사의 

2006년 자료를 통해 공적연금을 포함한 조세 및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한 

성명재 & 박기백(2008)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성명재 & 박기백(2008)에서는 공적연

금은 평균실효부담률 대비 소득계층별 부담률의 상대비에서 구간별 1을 중심으로 파동

을 치는 형태를 보인다. 우상향의 경우 누진성, 우하향의 경우 역진성을 나타내는 다른 

소득 및 수혜 항목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공적연금의 수혜구조가 구간

별 누진성을 가지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지니 개선 정도는 양의 방향이나 다

른 조세(소득세 0.0111)나 현물급여액(0,0222)의 추정치보다 그 개선의 정도는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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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0.0013)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2007년 2차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여유진(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상이한 결론이 도출된다. 즉, 공적연금이 정부이전의 세부항목(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의 효과는 0.012) 중에서 지니계수개선에 가장 큰 역할(0.0143)을 하고 있으며 10분위 

분배율에서도 양극단의 소득 비율을 가장 크게 줄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자는 여타 OECD국가와 비교에서 그 수준이 미미하며 사적이전의 크기가 앞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불평등도가 보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주장

한다.  

 

제４항 세대내 종단분석 

 

1. 사회경제적 지위(Axes)에 따른 분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내 횡단분석의 경우 주로 소득계층간의 부의 이전 및 빈

곤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으나 종단분석은 사회경제적 상이한 집단 간 수익비

나 순이전의 비교를 통해 분배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분배 평가의 기준으로서 

서로 다른 집단을 Grammenos et al.(2006)에서는 분배의 축이라 표현한다. 

 

이중 가장 많이 분석된 것은 물론, 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수직적 소득재분배

인, 상이한 소득계층에 따른 재분배의 문제일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의 국가별 시대별 

다양한 배경 하에 제도를 설계하며 디자인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제 4항 2의 제도에 설계된 소득재분배의 경로(channel)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국가별로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된 경로에 의한 분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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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분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연구 가정과 분석 방법의 차이

에 의해 발생되는 상이한 분배결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제 4항 3의 측정방법

에 따라 달라지는 분배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소득계층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집단간 분배의 문제는 성별 분석이다. 생애소득의 

수익비 측면으로 바라볼 때 예외 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납부한 것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대여명과 

유족연금 그리고 낮은 소득 및 노동형태에 기인한다.  

동일한 생애소득을 가지고 있어도 연금수급 기간에 따라 수급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

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긴 수명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재분배가 일어난

다. Borella & Moscarola(2006)는 가상패널을 통해 이탈리아의 1955년생부터 1995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90년대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으로 인한 수익비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

은 소득활동기간과 이른 은퇴시기 및 긴 수명의 차이를 통해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Gil & López-Casasnovas(1999)는 스페인의 1935년부터 1965년까지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대표 가입자의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유리하다고 밝힌다. 이러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프랑스(Colin, 

Legros, & Mahieu, 1999; Walraet, Vincent, Dupuis, & El Moudden, 2003), 영국

(Falkingham & Johnson, 1993), 네덜란드(Nelissen, 1995, 2000), 독일(Schnabel, 1998; 

Wilke, 2005) 등 지역 및 상이한 연금배경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론을 보인다.  

성별 기대여명과 함께 여성의 연금수급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유족연금제도이다. 이는 

대체로 여성의 경우 소득활동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아 연금 수급권의 확보가 어렵거나 

수급액이 적으므로, 가구주의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and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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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enca(1999)는 스페인의 92년 사회보장청 공적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여성의 경우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보다 더 유리해지고 있음을 밝힌다. 독일

의 Schnabel(1998)은 1930년대에서 80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포

함한 내부수익률의 비교를 통해 기혼자 중 특히 여성이 유족연금의 수급과 높은 기대여

명에 의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성을 생애소득의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유리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경로는 낮은 소득

에 대한 국가별 누진적 설계이다. 즉,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공

적연금제도의 목표인 노후소득의 안정화와 이를 위한 기능 중 하나인 소득계층간 재분

배의 요소는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Bandés & Cuenca(1999)의 연구

에서는 직역별 상이한 연금제도를 비교하였는데 이중 가내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제도의 

내부수익률이 가장 높고 최저계층일수록 보다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의 

가내노동자인 여성이 동 제도 하에 보다 유리한 분배의 결과를 얻게 된다.  Borsch-

Supan & Reil-Held(2001)은 독일의 1914년에서 1941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세대내 

이전을 비교한 결과 여성의 경우 최저연금을 통해 재분배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음을 보

인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자녀양육 및 돌봄노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지된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주로 여성에 대한 수급권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 위 Borsch-Supan & Reil-

Held(200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자녀 양육을 통한 추가적 가입기간의 보너스로 

순이전이 증가됨을 보여주고 Grammenos et al. (2006, p.28)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자녀 

당 2년까지 추가되는 가입기간의 연장으로 아이를 양육한 여성들의 수익률이 증가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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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분배의 대립되는 축으로 혼인 지위를 들 수 있다. 즉,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우 

주로 유족연금과 기대여명 등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 진다(Gil & López-Casasnovas, 

1999; Schnabel, 1998; Wilke, 2005). 이는 대체적으로 기혼자의 경우에는 미혼자에 비

해 수명이 보다 길고, 배우자의 사망 시 연금소득이 없거나 낮은 기혼자의 경우는 유족

연금의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Wilke(2005)에서는 확률적인 방법을 적용해 만든 인

구와 노동시장, 연금제도의 모형을 통해 독일의 노령, 장애, 유족의 공적 연금을 모두 

반영하여 기혼자와 미혼자의 재분배효과를 비교한다. 연구 결과, 기혼 남성의 경우 미혼

의 남성에 비해 보다 더 유리하고 미혼 여성과 비교해서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직업 종류에 따라서도 상이한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직업군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직업 군에 따른 소득과 기대여명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국가별로 직업에 따라 공적연금을 별도의 체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 예

로 공무원연금과 같이 공적 부문의 종사자와 민간부문의 종사자를 들 수 있다. 대체적으

로 사적부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체계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체계

가 수익률의 측면에서 보다 관대하다. 김태일(2004)에서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와 이와 

동일한 학력을 가진 사적 부분의 국민연금의 가입자라는 두 대표적 가입자의 생애소득

의 비교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노동시기의 보다 많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짧은 

근로기간과 공무원에 비해 적은 연금으로 생애소득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불리하다. 이와 동일한 결과를 Colin et al.(1999)은 프랑스의 경우, 

Borella(2004)는 이탈리아, Nelissen(1995, 2000)은 네덜란드의 체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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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rammenos et al.(2006, p. 29)은 이러한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사적부문의 근

로자에 비해 높은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기대여명이 사적 부

분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고 유럽의 경우, 퇴직시기도 빠르기 때문이라고 지적

한다.  

또한 사적부문 내에서도 직종간 소득의 차이에 의한 재분배의 문제, 그리고 상이한 사

망률에 의한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이 있다. 전자의 예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다룬 연구

(전병목, 2002)와 일반근로자와 가내노동자나 농민계층과의 수익률을 비교한 연구

(Bandés & Cuenca, 1999)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산업부문간 상이한 기대여명

을 반영해 소득계층별 상이한 사망률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Creedy, 

Disney, & Whitehouse(1993)과 Disney & Whitehouse(1993)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교

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주로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으

므로 재분배는 높은 교육수준에서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이탈리아

의 Borella(2004)는 사적부문 종사자 중 대학졸업자를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계층이 연금소득의 형평성을 

낮추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Nelissen(1995)은 네덜란드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으

로부터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축에서, 기대여명은 소득효과에 의한 재분배와 다른 방향으로 작용

한다. 즉,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수명은 길어지므로 수급하게 되는 예상연금도 커

진다. 따라서 이는 높은 교육수준으로부터 낮은 교육수준으로의 소득 이전을 감소시킨다

(Liebm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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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에 설계된 경로(Channel)에 의한 분배 

 

공적연금 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

도한 세대내 재분배의 경로로는 우선, 생애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연금액의 산정 시 

누진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월 연금책정의 기본이 되는 기

본연금액(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의 계산 시 굴절율(bend point)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연도별 재평가된 평균소득월액(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급 

시 전 3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연금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여금과 급여에 상하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여의 측면에서 상

한은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기여금을 한정하는 것이며, 급여 측면에서의 하한의 적용은 

최저연금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연금액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다. 물론 수익비가 1이 넘지 않을 경우 기여금의 상한의 설정은 고소득층에게 감면의 혜

택이 될 것이며 반면, 기여금의 상한이 없는 경우 급여에서의 상한의 설정은 고소득층에

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독일의 경우 35년 이상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기여에서 하한을 설정하고 수급 시 일정액을 보조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최저연금과 같

은 역할을 할 수 있다(Grammenos et al., 2006, p. 21). Castellino(1995)는 이탈리아의 

사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된 공적연금 제도의 1970년부터 90년까

지 세대내 재분배를 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여금의 상한과 최저연금제를 통해서 

누진적 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급여산식에 포

함되는 기본 소득연수의 책정방법과 조기퇴직제도로 인해 그 누진성이 감소되고 있다. 

Bandés & Cuenca(1999)도 스페인의 사회보장기관의 공적자료 상 92년 퇴직자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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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재분배를 평가하며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연금제도와 상하한의 반

영으로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내 노동자와 농부에게서 두드

러진다고 보고 한다.   

국민연금에는 위 두 가지 방법에 해당하는 요소로 첫 번째 산식에 포함된 균등부분을 

통한 재배분적 설계와 두 번째인 기여금의 상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재명(2005)에서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 1~6차 

자료를 활용해 기여금의 상한과 소득분배 모수 즉,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소득비례부분간의 비율을 조정하는 계수에 따른 분배의 효과를 분석한다. 자영업자를 포

함해 분위 회귀(Quantile Regression)로 예측한 생애소득을 기반한 분석 결과, 소득분배 

모수만을 조정한다고 해서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기여금의 

인상과 상한의 상향조정이 동반할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

기홍(2015)은 국민연금의 실제 가입이력자료를 통해 추출한 표본에 대해 정규화 소득과 

가입기간의 추정의 방법을 통해 생애평균소득분위별 예상연금을 분석한다. 미시모의실험

의 분석 결과 98년 연금개혁에서 소득비례 모수가 연금제도 재분배 기능을 지나치게 낮

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업이나 양육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

법
11

이 있다. 이러한 크레딧제도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노동기간의 단절로 가입기간이 

적고 무급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수급권의 증대를 목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급 시 가입기간이 

                                           

11 김수완(2012, pp. 15–16)에서는 연금 크레딧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정의하며 이에 가입기간 

추가산입뿐 아니라 선납, 추납과 같은 납부시점의 유연화 및 보험료 지원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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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산입된다.  

마지막으로 Grammenos et al. (2006, p. 18)에서는 한 제도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완

전연금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의도적 재분배 채널의 하

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분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생애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생애소득의 추정을 위해 대부분 모의실험(simulation)에 의존하

게 되고 재분배효과는 연구주제에 따라 설정된 측정방법과 다양한 가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Fullerton & Mast(2005)는 세대내 종단 분석을 중심으로 확정급여 형식의 공적연금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소득 측정법, 사망률, 기여금의 반영, 할인율, 은퇴연령, 

cohort 설정, 행위(behavioral)효과 반영여부의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 일곱 가지 영향요인의 틀로 관련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세대내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도적인 정책적 설계와는 달리 의도하지 않은 경로로 인한 

재분배나 연구방법에 따른 차이와 보다 더 관련된 것이다. 

 

1) 소득의 측정 

 

이는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적 소득과 

개별소득, 연간소득과 생애소득, 납부대상 소득과 총소득, 배우자 및 유족연금의 포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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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별 대 가구소득, 잠재소득 대 실제소득, 세전 및 세후 소득, 물가의 반영 여부의 

여덟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과 이에 따른 분배에의 영향에 관해 논한다.  

 

가장 먼저, Fullerton & Mast(2005, pp. 31–32)는 소득의 측정을 집합적 소득과 개별 

소득으로 나누고 있다. 집합적 소득이란 주로 초기의 연구의 경우에 사용된 방법으로 자

료의 제약으로 급여 산식에 따라 소득 수준 별 대표적인 가입자를 중심으로 분배 결과

를 측정하며 사용되었다(Boskin et al., 1987; Steurle & Bakija, 1994; Diamond & 

Jonathan, 1999; 김용하 & 석재은, 1999; 석재은 & 김용하, 2002; 안흥순, 2000; 연하청, 

1985). 

Boskin et al.(1987)은 미국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Average wage Series라는 연령별 자료를 사용하여 1985년 사회보장 소득세법을 기준으

로 가구구성과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 및 기여금의 현가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동

일 생애소득의 가정하에 홑벌이 부부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유족연금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독신여성의 경우 독신남성의 경우에 비해 높은 기대여명으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보인다. 또 가구 유형에 무관하게 저소득층의 수익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아, 높은 누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Steuerle & Bakija(1994)는 기여금 대상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1세부터 65세

까지의 생애소득을 저, 중, 고소득 계층으로 나누어 순이전(net transfer, 기여금과 급여 

현가의 차)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역진성을 제시한다. 즉, 1980년에 65세로 은퇴한 코호

트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에 비해 분명 수익률로 비교할 경우 더 높지만 절

대금액인 순이전으로 볼 때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거의 두 배의 금액을 받는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분배는 누진성의 원칙뿐 아니라 개

인적 형평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 개혁의 필요성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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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88년 국민연금이 10인 이상 사업장가입자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초기 10

여 년 간은 사업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금산식의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집합적 분

석에 제한 될 수 밖에 없었다. 임금대체율과 유효보험료율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

층으로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연하청(1985), 수익비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적

어지나 1보다는 크므로 사실상 수직적 재분배는 세대내보다 세대간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김용하 & 석재은(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기여금납부 등급별 

수익률을 비교한 안흥순(2000),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생애소득 증감유형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석재은 & 김용하(2002)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적(aggregate)이고 정형화(stylized)된 계층을 통한 소득이력의 가

정은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가정과 같이 완만하고 지속적인 소득이력을 갖는 개인은 매

우 드문 경우이다. 또한 동일한 생애소득이력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재분배효과

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의 경우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산식에 기반한 가상적 대표가입자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점차 패널과 같은 미시자료가 

구축되어감에 따라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개별 소득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분석으로 이

어진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경험자료를 근거로 한 지니계수를 통해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김상호(2002, 2004), 김준영 & 강성호(2005), 최병호 & 김태완(2005), 강성

호 & 김준영(2007), 강성호 외(2008)와 같은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김상호(2002)는 대우경제패널을 통해 고정효과 패널

회귀로 생애소득을 예측하고 재분배효과를 분석, 산식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이어 

이와 유사하게 전 계층이 이익을 보나 저소득층의 수익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 

강성호 & 김준영(2007)은 국민연금의 실제 납부자료를 통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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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포함하여 개별소득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지니계수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 10분

위 계층간 계층내 재분배의 변화 및 기여도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계층내 소득이 균등

하여 계층 간 불평등의 감소효과가 지니계수의 감소로 보는 재분배에 주로 기여하고 있

었으며 소득 차가 클수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의 역할은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법 개정안에 대한 세대내 재분배효과의 예측으로 김상호(2004)에서는 국민연금의 가

입이력 자료를 통한 패널을 구축하여, 김준영 & 강성호(2005)에서는 도시가계자료로 유

사패널(Pseudo Panel)을 구축해 살펴본다. 두 연구 모두 사업장 가입자에 한해 분석하

였으며 전자의 경우는 여전히 전 계층의 수익비는 1을 넘고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밝

힌다. 후자에서는 소득대체율의 변화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1세대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지

니계수를 통해 보인다.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소득대체율의 감소로 줄어드나 60%

에서 40%로의 대체율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강성호 외(2008)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포함하여 

2007년 개정 연금법을 노동패널에 적용하여 지니계수로 살펴본 결과 역시 소득재분배효

과가 미미하나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까지 보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를 전망한 최

병호 & 김태완(2005)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활용, 국민연금통계연보와 재정추

계 전망치를 근거로 소득분위별 가입기간 및 납부율을 반영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은 조세보다 우수하나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재분배기능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유사한 형태의 분석으로 중국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HIP(Chinese Household Income Project) 자료를 활용한 He & Sato(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고정효과 패널회귀로 추정된 소득을 근거로 분석한 연금소득을 통해 지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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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재분배 방향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은 중국 도시 노인 소득의 중요부분을 차지하

고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부격차의 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별소득에 대한 분석은 위와 같이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고 측정되지 않은 (전)

후 생애소득은 이를 기반으로 추정하여 재분배를 예측하는 방법과 일정한 인구구조의 

모형으로부터 시작한 완전한 가상적인 패널을 구성하여 예측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

다(Grammenos et al., 2006, p. 11).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유럽에서는 인구통계나 패널 자료를 근거로 인구,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완전한 가상적인 모델을 구축,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세대내 혹은 세대간 생애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에 걸쳐 예측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김혜원 외(2010)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출생, 

사망, 결혼)와 교육 및 노동시장(취업, 소득)에 대한 동태적 행위 미시시뮬레이션
12

 모델

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생애재분배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13

. 생애연금급여의 순이전

을 10분위소득계층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연평균급여액이 커지는 

                                           

12  매우 다양한 종류의 모델링 기술로 개인, 소득단위로 가구, 회사와 같은 미시적인 개별 

단위에 일련의 규칙이 적용되어 이들의 상태나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한 추정 결과를 

얻는다. 이러한 규칙들은 결정적 혹은 확률적인 것으로 개체간 상호 작용을 수반하는 많은 

단계에 의한 것일 수 있다(Figari, Paulus, & Sutherland, 2014, p. 4). Dekkers et al.(2008, p. 11)은 

중첩세대모형과 같은 대표적인 가입자의 경우 표준 모의실험(standard simulation), 개별 

미시단위의 분석의 경우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이라 정의, 분류한다. 거시적 

시뮬레이션이 경제조치의 재정적 결과를 예측하거나 인구전체적 발달을 살펴보기에 적합함에 

비해 미시적 분석은 소득의 분배나 빈곤의 문제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갖는다(Dekkers et al., 2008, p. 8).  

13  성명재, 전병목, & 전병힐(2008)도 가상패널을 구축하였으나 조세와 현금급여제도가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구축된 단기예측 모형으로 생애재분배의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서 가계의 연금수급액은 가계조사자료를 통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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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금의 경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연금급여가 저소

득 분위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생애전체를 볼 

때에는 재분배의 효과가 미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소득의 측정방법에 따라 소득분배의 결과가 달라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간 분석인가 생애분석인가와 같은 소득의 측정기간과 관련되어 있

다. Wolfson(1979)은 캐나다의 사회보장시스템의 기여금의 귀착 여부를 미시시뮬레이션

을 통해 생애소득의 시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연간 횡단분석의 경우보다 제도의 

누진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avies, StHilaire, & Whalle(1984)은 캐나다의 사

회보장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면서 제한적이고 제약이 있는 미시모델이기는 하나 횡단면

적 분석의 경우와 비교해서 생애분석의 경우 재분배의 효과가 감소함을 보였다. 이와 유

사한 결론으로 Harding(1993)은 십분위수와 집중지수를 통해 장애, 노령, 실업 등 몇 

개의 사회보장제도로 나누어 호주의 가상적 코호트에 대한 정태분석을 하였다.  

 

소득의 측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로 연금 기여금 납부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인가 혹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포함되는 항목의 설정에 의해서도 분배

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소득원 중에서 연금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

지 않은 소득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금대상 소득 중에서도 일정한 상하한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금대상 소득만 한정하여 분

배 정도를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는 상한의 설정

이 평균소득 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나(Bosworth, 

Burtless, & Steuerle, 1999, pp. 8–9) 미국의 경우 상한의 변화가 평균소득에 대해 일정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한국도 상한선이 ‘직전3년 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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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평균액’의 변동율에 연동하도록 된 2010년 7월 이전의 경우는 평균소득은 지속적으

로 상승해 왔으나 상한의 설정은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해 왔었다. 또한 동

일한 생애평균소득을 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한선의 변경 시기에 따라, 개별 근로 이

력에 따라 상한의 적용 여부 및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납부금액을 근거로 하는 공

적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기여금 납부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분배 여부를 검토한다면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왜곡의 정도는 분배측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일 분배의 절대금액

(순이전)을 통해서 비교한다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효과는 단순히 소득분위의 

상하 그룹으로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여금율(Social Security tax 

rate: 소득대비 순이전)로 측정한다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여금율이 감소하므로 보

다 높아진 실제 소득으로 인해 더 역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Coronado et 

al.(2000)에서의 결과와 같이 총액기준이 아닌 납부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의 정도

를 측정할 경우 상한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왜곡의 방향은 보다 더 누진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본인의 생애소득에 근거한 연금과 이에 부가적인 연금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것인

가의 여부는 미국과 같이 배우자 연금제도가 있는 경우 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미

국의 배우자 연금이란 가구 내 이차소득자의 연금이 배우자인 가구주 연금의 반보다 적

을 경우 배우자 연금의 반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배우자 연

금을 받는 이차소득자의 기여금은 추가적인 연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세금이 되고 만다. 

더구나 고소득층의 무소득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연금은 재분배에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오래된 관심사로 연구되어 왔다(Boskin et al., 1987; Steurle & Bakija, 1994; 

Gustman & Steinmeier, 2001; Liebm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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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oskin et al.(1987)과 Steurle & Bakija(1994)에서는 가상적으

로 설정된 대표적 가구구조별 분배를 살펴본 결과 동일한 생애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임에도 싱글, 홑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급여를 수급하게 됨을 

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효율적인 재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사한 결과로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와 사회보장소득이

력의 연계자료를 통해 1931년부터 1941년생을 대상으로 경험적인 분석을 한 Gustman 

& Steinmeier(2001)의 연구가 있다. AIME(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 기준 10

분위 소득별 분배효과를 순이전(net transfer)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 하위(1-5분위) 소

득계층의 경우 배우자와 유족연금을 포함한 경우 이전되는 급여는 대략 3분의 1 수준이 

감소(분배부분이 10.6%에서 6.8%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iebman(2002)은 90년과 91년 SIPP(Surveys of Income Program 

Participation) 자료와 공적연금 납부자료를 연계해 1921년부터 1929년생을 대상으로 

한 미시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배우자 및 유족연금의 지급이 가져오는 분배의 영

향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즉, 급여 단위 당 가져오는 부가연금의 증가라는 기준으

로 본다면 이러한 증가가 소득계층별로 동일할 경우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한다. 여기서는 AIME로 기준한 소득분위별 이러한 부가적 연금으로 인한 급여의 

증가율이 저소득층의 경우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장애나 유족연금을 고려할 때 재분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측정이 개인 단위

가 아닌 가구단위로 측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일 부부간 소득이 차이가 많은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의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차원이 아닌 가구내의 분배

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 기준의 소득분위로 재분배의 효과를 측정한다면 

이러한 재분배의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Gustman & Steinme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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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p. 2).  

Gustman & Steinmeier(2001)에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유족연금을 반영하였을 때 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총 재분배되는 이전의 양을 살펴본다. 이 경우 6.8%에서 5.0%로 

4분의 1 수준이 감소되며 이러한 감소는 십분위 최저 두 계층을 제외한 3-5분위의 소득

의 분배율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ronado et al.(2000)에서도 유효누진성

(Effective Progression)으로 살펴본 분배의 정도가 동일한 잠재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

였을 때 가구별 소득으로 측정할 경우 보다 더 감소됨을 보인다.  

 

다음으로 잠재소득과 실제소득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드러난 소득을 기준

으로 소득의 계층을 구분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이 발

생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다른 활동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의 차이

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들의 생애소득이력 중에는 소득이 

발생되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의 단기간 노동에만 종사

하는 기간들이 포함되어 있다(Fullerton & Mast, 2005, p. 36). 또한 저소득 가구에 속하

지 않는 많은 여성 중에는 AIME로 측정되는 주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상당기

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Gustman & Steinmeier, 2001, pp. 9–11).
14

  

따라서 이러한 실제소득과 잠재소득의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으며 학자

들 마다 이를 반영하는 방법은 상이하다. Coronado et al.(2000)에서는 22세에서 66세까

지의 경제활동기에 연도별 임금률에 4,000시간의 노동시간을 곱한 금액을 잠재소득으로 

정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자원을 공유하므로 동일한 물질적 복지(well-being)

                                           

14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주된 소득(significant earning) 종사기간이 5 분의 3 정도로 

나타나나 분석대상이 1931 년에서 1941 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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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리는 것으로 보아 가구소득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이

러한 방식의 잠재소득은 가내생산이나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장애, 노동시장 접근에의 

제한 등의 문제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불완

전함에도 서로 다른 능력을 반영 하였을 경우 분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Lynn & Don, 2011, pp. 5–7). 한편, Gustman & 

Steinmeier(2001)에서는 잠재소득을 저임금의 임시적 혹은 파트타임과 같은 일에 종사

한 기간을 제외하고 생애평균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해 구한다. 즉, 주된 소득

(significant earning)을 생애최고 5년간 소득의 25%이상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소득만을 반영해 생애평균소득을 산정한다. 그런가 하면 Liebman(2002)은 대체로 가구

주의 경우 35년 이상 전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구 중 최고 소득의 가구주의 AIME

만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분석할 경우 위 두 연구에서의 잠재소득의 개념과 동일한 효

과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결과는 어떠한 잠재소득의 정의를 사용하건 실제소득으로 측정한 

경우보다 재분배의 효과는 감소된다. 실제 소득의 경우보다 저소득 배우자의 소득계층을 

상승시키고 소득분포를 보다 더 완만하게 하므로 연금의 재분배 효과는 그만큼 작아지

게 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른 세금과 공적 이전을 포함하게 되면 분

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Fullerton & Mast, 2005, pp. 37–38). 어떤 계층에게

는 연금소득도 조세대상일 수 있으며 세금과 다른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 각기 소

득의 기준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전(gross) 소득으로 분석 시 정부의 개입이 있기 전 소득에 대한 공적연금이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세전 소득이나 연금을 제외한 이전(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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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함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에 더한 이전에 공적연금이 어떻게 차별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금과 이전을 포함한 세후(net) 

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는 연금이전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조세와 이전을 통한 복

지의 수준을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미치는 영향의 측정은 매우 어렵다. 소득에 대한 과세와 이전은 연간 

결정되며 연금제도에서의 가정과 달리 그 부담(incidence)이 모두 근로계층에게서만 발

생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요섭 & 이정화(2008)는 보험료의 소득공제와 수급 시 연금과세를 고려할 경우 한계

세율의 변화를 통해 연금제도가 목표한 누진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금산

식과 세율을 적용해 보여주고 있다. 즉, 연금에 대한 세제를 적용했을 경우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익비의 비율인 IR의 값은 소득세 경감효과가 전혀 없는 1.0에서 가장 

큰 1.63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후자는 보험료 납부 시 최고소득자였다가 수급 시 소득

이 감소되어 비과세 소득자가 된 경우이다. 저자들은 연금 수급 시 소득이 줄어들어 보

험료 불입시의 한계세율보다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이 최소한 한 단계 이상 떨어질 경

우가 많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IR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연금세제는 연금제도가 목표한 세대내재분배효과를 일정부분 줄일 가능성이 높다

고 결론짓는다. 이어 임병인(2010)에서는 2006~2008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보험

료 공제제도의 세부담 경감액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고, 그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았

는데 사회보험에서의 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여 세후 소득의 불평

등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위 이론적인 주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소득의 측정과 관련하여 마지막 주제로 생활비(cost of living)의 차이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Fullerton & Mast, 2005, pp. 38~39). 생활비용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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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련이며 세대내 재분배를 고려할 경우 지역에 따른 물가의 차이가 기여금의 납부기

와 연금수급 시 상이할 경우 분배에 미치는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 즉,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낸 상대적 효과를 가져오며 연

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 

대체적으로 한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활동기에는 직장이 많은 고비용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은퇴 후에 저비용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의 이동으로 

생활비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은 상쇄되는 효과가 있으나 이동 가능성에 따른 이러한 차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2) 사망률의 반영 

 

공적연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서 소득의 측정 방법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온 것은 생애 납부된 소득과 급여산식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어

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급하는가 하는 수급기간, 즉 수명과 관련된 것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에 따른 상이한 사망률과의 상

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Fullerton & Mast(2005, pp. 22–28)에서는 사실 

소득과 수명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육, 성, 인종, 

소득의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연관되어 수명이 결정된다고 보면서도 공적연금의 소득

재분배를 밝히는데 소득에 따른 수명의 반영은 매우 결정적(crucial)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초기적인 연구로 Creedy, Disney, & Whitehouse(1993)과 

Disney & Whitehouse(1993)는 FES(Family Expenditure Survey)의 78년부터 86년 자

료에 기초한 미시 시뮬레이션을 들 수 있다. 산업 내 소득에 따른 사망률은 반영하지 못

하는 등 제한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산업별 소득에 따른 사망률을 반영, 고소득층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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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으로의 재분배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J. H. Nelissen (1995)에 

의하면 영국과 같은 베버리지 사회보험국가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의 정액연금의 경우, 고

소득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누진성이 

저소득층의 젊은 시기 높은 사망률로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어, 전형화된 대표 가입자에 대한 분석으로 Steurle & Bakija(1994)와 Garrett(1995)

은 소득에 따른 사망률이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효과를 줄인다는 것을 보인다. 

Coronado, Fullerton, & Glass(2000)은 미국 PSID(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1,778명의 개인 생애소득이력을 활용하여 상이한 기대여명의 반영으로 재

분배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이들은 연간 소득에 따른 사망률은 

급격한 소득변화 시 갑자기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애소득에 따른 

사망률을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보험 자료 상 실제 소득자료를 통한 분석

으로 Goda, Shoven, & Slavov(2011)는 생애소득과 수명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Cristia 

et al., 2007; Waldron, 2007)을 반영하여 살펴본 결과 증가하는 소득에 따른 수명의 불

평등은 직접적으로 연금수급에 있어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힌다. 즉, 1931년에

서 1939년 출생한 남성의 경우 소득 25%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소득 75%에 해당

하는 수급자에 비해 수익률의 관점에서 더 이상 좋은 조건이 아니며 여성의 경우 남아

있는 누진성도 소득계층간 수명차이를 반영할 경우 상당부분 감소하게 된다. 

한편, 소득에 의한 사망률은 건강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라는 역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인내심이나 자기조절 능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수명에 주는 

영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Liebman(2002)은 소득의 대리변수로 교육수준에 따른 

수명 차이를 반영한다.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수명의 차이는 연금의 

재분배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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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이상은(2006)은 소득의 대리변수로 교육수준을 통해 재분배효과를 분석

한다. 소득 추정 자료로 노동패널 1-6차 자료를,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은 통계청의 

2003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와 사망원인통계원자료 그리고 2000년부터 2050년의 생명표

를 이용하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소득(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크지는 않으나 수익비의 증가율로 살펴본 재분배 효과를 일정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노인세대들의 경우 교육수준의 차이가 미미하여 향후 동일한 방법

을 적용하여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할 경우 이러한 영향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정림 & 이항석(2014)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연금수급자의 실제 사망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저중고의 셋으로 나눈 소득계층별 사망률에 따른 

재분배효과를 살펴본다. 예상대로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확률이 반영되

어 소득이 높을수록 기대여명도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의 기대여명 차이는 약 2.94년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 보다 약 3년 정도 노

령연금을 더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기대여명 차이는 약 2.18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소득계층을 통합한 수급자의 생명표를 적용했을 경우보다 

2.68~4.83%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정도 높게 

나타났다. 

양재환 외 (2010a)에서는 1970년도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개인효용의 측면에서 사

회계층에 따른 수명의 차이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30년간 단일한 소득

을 가지는 가상적 대표자의 종신연금의 재무적 가치인 MW(Money’s Worth: 생존확률을 

반영한 기대연금 수령액의 총합의 현가를 연금납입액 현가로 나눈 비)를 통해 계산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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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금이 가지는 소득계층에 따른 누진적 재분배 효과가 계층내의 학력별 사망률
15

로 

인해 상당 정도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이에 반해 효용측면의 가치인 AEW
16

 (Annuity Equivalence Wealth: 연금시장에 접

근할 수 있는 권한에 부여하는 가치)로 살펴볼 경우 소득계층간 누진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력별 사망률의 차이로 인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대효용 측면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소득계층에 따른 차

별적 사망률이 연금제도의 누진성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Harris & Sabelhaus(2005)는 단일 세대에 대한 동적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인 

COBOLT(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Long-Term model)를 사용하여 차별적인 

사망률이 연금제도의 재정과 분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살

펴 본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장애발생 확률과 장애연금수급 가능성 그리고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사망률을 별도로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장애의 확률은 사망률과 

소득과도 관련이 있는 바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못하였다는 문제

가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 하위그룹간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함으로

써 사망률이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감소됨을 보인다. 또한 소득에 따른 사망률의 

                                           

15  횡단면 자료인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사망원인통계를 근거로 성별 교육수준별 

사망확률을 구하고, 1960~2050 년 남녀 추계인구자료를 통해 1970 년 생에 대한 계층별 코호트 

사망률로 전환한다(양재환, 여윤경, & 김혜경, 2010, pp. 269–270). 

16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연금의 가치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로서 표현, 재무적 가치가 아닌 효용적 가치를 나타낸다. 연구대상의 상대적 위험기피도 및 

소득과 연금 외 자산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최적화 모형을 해를 

구하기 위해 DP(Dynamic Programming) 기법이 활용된다(양재환 et al., 20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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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경우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실시한

다. 연구 결과 계층별 사망률의 차이로 발생하는 재분배의 약화현상은 존재하나 재분배

를 결정하는 다른 분석방법인 할인율이나 소득의 측정 방법(가구 혹은 개인, 잠재소득과 

실제소득)의 선택에 비해 그 변화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미약하다는 것을 밝힌다.   

J. R. Brown et al.(2009)은 PSID의 전 기간 자료를 사용하되 1968년 기준 가구주의 연

령이 5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가능성이 있는 만성적 장애가 있는 응

답자를 제외하고 교육수준과 인종에 따른 사망률에 따라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저자들은 사회경제적 특성(교육과 인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명의 차이

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유효누진지수와 기여금율(contribution rate)로 본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하며 이는 위 Harris & 

Sabelhaus(2005)의 연구결과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

유로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생애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하나 실제로 평균수명보다 긴 

기혼의 여성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차별적인 사망률 적용이 개인이 속해있는 소

득분위에 많은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연구대상자의 98%가 5분위 소득

에서 동일한 소득 구간에 남아 있었다고 밝힌다.  

 

3) 기여금 납부 정도 

 

이제 세 번째 요인은 기여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는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련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coverage) 그리고 기여율(contribution rate)의 반영 방법 및 기여

금 납부 대상 소득 상한에 따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여금 납부대상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측정에서 상한의 반영과 관련이 있다. 기여금 

상한의 설정은 역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대한 상한 소득의 인상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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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누진적으로 변화시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한 계층의 기준 설정 시 상한이 

반영된 소득을 근거로 할 경우 실제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을 통한 분배의 평가보다 누

진성을 과대 평가하게 될 것이다(Fullerton & Mast, 2005, p. 41). 따라서 아래에서는 적

용범위와 기여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적용범위는 제도의 단계적인 도입으로 인한 업종별 연령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분

배문제와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지하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분배의 왜곡을 포함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대개의 경우 공적연금의 도입은 정치경제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단계

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넓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가입세대에게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즉,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가 상이하므로 보험료 책정의 기본이 되는 가입연

수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이 경우 짧은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가능하도록 초기 

가입자들에게 이행기간의 혜택이 부여된다면 확대시기와 출생연도에 따라 초기 가입자

들 간에도 의도하지 않은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채운 가

입자에게서 초기 혜택이 부여된 이들에게 소득이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늦게 가입한 

고소득자영자에 비해 가입기간을 상대적으로 모두 채운 계층이 저소득의 근로자가 많다

면 이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는 초기가입자에 대한 제도의 누진성을 과대평가한 

것이 될 것이다.  

지하경제의 문제는 보다 더 복잡한 문제이다. 본인의 소득이력에 따른 가입기간을 모

두 채우지 않거나 소득의 일부만을 납부하고도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가 될 경우 

이러한 대상자들에게로 소득의 이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연금제도에 대한 정

확한 인식에 기반해 수급에 유리하도록 미리 계산된 탈루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확한 이해로 완전 연금의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많다면 재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위의 상황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 연금제도의 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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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요소가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따라서 또한 분배와 소득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이루어지는 조세와는 달리 단

순히 탈루가 고소득층에게서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역진적이며 저소득층에게서 더 많이 

이루어질 경우 누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단정을 지을 수 없다.  

 Fullerton & Mast(2005, p. 65)에서는 아직까지 지하경제가 Social Security의 재분배

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관련해 일반균형을 통해 국민연금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

는 벗어나나 전영준(1999)은 99년 지역가입자 확대 시 국민연금의 소득파악률을 반영하

여 다경제주체 중복세대 모형을 통해 분배결과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소득파악률을 반영

함에 있어서 이철인(1998)의 대우패널을 통한 분석법을 원용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업

장의 근로자와 고용주로 구성된 기존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당국의 소득파악률은 

약 98%,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구

성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약 50%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우패널 

4차 년도 자료(1996년)에 나타난 두 집단 별 연령에 따른 임금률을 가정하여 분석한다. 

이때 평균적인 소득이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다 더 높으나 표준보수월액의 수준이 낮게 

잡혀서 단위기여금 현가에 대한 급여현가를 통해 본 자원재분배가 기존가입자에게서 신

규가입자에게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파악률의 차이는 노동과 

저축시장의 왜곡을 유발, 후생의 비용도 기존의 가입자가 더 많이 지불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소득파악률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연금수급액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그리고 저소

득 자영업자가 5인이상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우의를 가진자라 볼 수 없고 고소

득의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소득상한의 영향으로 소득분배에 미치는 정도를 가늠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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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결국, 평균소득에 대해 소득탈루율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소득

계층별 탈루율을 알아야만 총체적, 수직적 그리고 집단간 수평적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소득파악률로 사용된 실제소득과 보고소득의 차이는 소득세를 의

식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축소보고율이며 기여금에 대한 축소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일

반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탈루는 불법성을 인식하나 기여금의 탈루는 상대적으로 불법이

라는 문제 의식이 적고 위 연구의 근거가 된 조사는 신규가입자의 확대가입 이전에 조

사된 것으로 기여금 납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석훈 & 박찬용(2003)의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소비함수를 활용하여 

소득함수를 도출하는 경우, 독립변수와 오차 간 독립이라는 가정이 어긋나 최소자승추정

에 의해 구해지는 소득은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고 고소득의 경우 과대, 저소득의 경우

는 과소추정의 경향을 보인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기여금율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

주와 근로자가 기여금 부담을 일정비로 나누고 이를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

의 경우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증액되는 입법예가 많다. Fullerton & Mast (2005, pp. 40–

41)는 미국의 현 연구들은 이러한 상이한 기여금율을 반영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재분배에 대한 상향왜곡을 가져왔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체적으로 이들 자영업

자의 소득이 근로자의 경우보다 더 많은데 근로자들에 비해 늦게 가입하고 적은 보험료

를 지불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안흥순(2000)은 이러한 가입종별 보험료를 반영, 기준소득월액 등급에 

따라 99년 4월부터 가입, 12년 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수익율을 비교하

여 가입종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병목(2002)에서는 국민연금통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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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가입자들의 소득 분포를 통해 기여금과 급여를 추정한 결과 사업장가입자의 초과

혜택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낮으나 수익비는 1이 넘으므로 가입종별 소득 이전이 발생하

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25세부터 55세까지 

5년 단위의 세대별 수익률을 산출한 동 연구에서도 가입기간이 부족한 지역가입자에 대

한 감액과 특례연금 수급을 가정, 지역가입자에 대한 상이한 보험료율을 반영하고 있다.  

안흥순(2000)의 연구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한 가상적인 가입자의 평탄한 소득을 

가정해 수익률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결과를 포함하지 못한 아쉬운 면이 있다. 반면, 전

병목(2002)의 연구는 가입자들의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 이들 종별 실제 소득과 신

고소득의 차이를 감안하였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왜곡은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4) 할인률 

 

네 번째 주제는 할인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인율은 장기간에 걸친 연금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먼저 지급한 기여금과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

급여 중에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분배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어떠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 간 의견은 상이한데 이는 연금

제도가 가지는 금융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연금급여가 물가를 반영

해 주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세혜택이 있으므로 안전한 제도라고 인식할 

경우(Steuerle & Bakija, 1997, p. 100) 할인율은 낮아야 한다. 반면 연금제도가 장기간에 

걸친 금융자산으로 인구, 실질성장률, 입법 여하와 물가인상에 민감하므로 불안정한 자

산이라고 판단(Caldwell et al., 1999, p. 118)하게 되면 할인율은 증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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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경우 연구자들은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Coronado et 

al.(2000)에서는 잠재 가구소득 기준에서 할인율을 4%로 증가시켰을 경우 Social 

Security가 더 이상 누진적이지 않고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할인율 적용은 기금운용수익률(강성호 & 김준영, 2007), 임금상승률(강성

호 & 김영옥, 2012; 강성호, 전승훈, & 임병인, 2008) 혹은 3년 만기 회사채(김상호, 

2004b; 전병목, 2002)나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설정하는데 주로 재정추계 시 사용된 공

적 자료를 기반으로 기금운용수익이나 임금상승률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김상호(2002)에서는 대우패널자료를 통해 88년 25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소득을 

도출하고 국민연금의 세대내 재분배를 분석하면서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과는 이자, 할인율이 기준보다 높으면 다소 누진성이 낮아지고, 낮아질 경우 누

진성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연금을 통한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있다. 다시 김상호(2004b)에서는 개정안이 미칠 세대내 

재분배를 국민연금 전산이력 중 2000년 기준 25세에서 55세까지의 사업장가입자를 대

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누진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인율의 민감도 분

석 시 이러한 형태는 변화하지 않으나 누진성이 개선되는 시점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보

다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은퇴시기 

 

다섯 번째 주제인 은퇴시기는 사망시기인 수명과 더불어 총 수급급여액의 산정에 있

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완전연금 수급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은퇴연령이 곧 연금수급시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

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연금 수급 시를 소득 있는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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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은퇴 시기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연령은 경제상황이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시기와 법정퇴직연령 등의 사회적 환경

에 의해 세대별로,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차이

를 보일 수 있다(Fullerton & Mast, 2005, pp. 44–50).  

또한 은퇴의 정의 및 측정 방법에 따라 평균적인 은퇴연령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한계레 뉴스에서는 서울복지재단의 55세 이상 서울 거주자 천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균 은퇴연령이 53세로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을 

싣는다(“평균 은퇴연령 53살…갈수록 빨라진다,” 2012). 그러나 2년 뒤의 중앙일보의 기

사는 2012년 기준으로 작성된 OECD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 한국의 경우 가

장 은퇴 연령이 높아 남성 평균 71세라고 말하고 있다(“남성 평균 은퇴연령 71세 … 한

국인 일 가장 많이 한다,” 2014).  

한국노동연구원(2008)에서는 조사자료(한국노동패널 2003년 고령자 부가조사자료) 상 

은퇴 나이와 OECD(2002)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 나이의 차가 무려 14년이나 발생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원인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연령과 노동시장에서 완

전히 은퇴하는 나이와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전자를 ‘퇴직’ 후자를 ‘은퇴’라고 정의한다.  

장지연 & 호정화(2002, p. 4)에서는 개인적(individual)의 수준에서 은퇴를 정의할 경

우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이 있음을 제시한다. 전자는 당사자에 대한 질문을 통

해, 후자는 일정연령의 사람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현재 은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소일거리를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은퇴연령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될 가

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집합적인(aggregate) 수준에 의한 분석에서는 개인

들의 현재 시점에서 관찰되는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은퇴

연령을 추정한다. 즉, 현재 15에서 20세 연령 집단이 앞으로 보여줄 경제활동참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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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위연령 집단의 그것과 같으리라고 가정한 후 은퇴연령을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

서 위의 14년의 차이는 은퇴연령에 대한 개인적 조사 방법과 집합적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이기도 하다.   

집합적 조사방법에 의한 장지연 & 호정화(2002)에서는 노동력 생명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87년에서 2001년까지 각각 15세, 45세 달한 사람의 예상 은퇴연령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9년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기준으

로 15세의 경우 60.9세 45세의 경우 63.8세에 해당된다
17

.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99년에 증가하던 은퇴연령이 다소 낮아지나 2001년 다시 증가하여 15세 기준 47.5세, 

45세 기준 58.7세가 된다.     

또한 여기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은퇴연령의 차이를 OECD/ILO방법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98년까지 보이다가 감소세로 돌

아서고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연도별 변화가 큰 편이다. 이는 노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작

고 노동시장의 영향을 보다 잘 받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성별 은퇴연령의 차이는 

87년(2.6세)에서 2001년(1.7세)까지 점차 감소한다. 이와 유사하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은퇴연령의 차이도 점차 감소하는데 2001년 기준으로는 비임금이 74.1세, 임

금 63.6세로 10.5세의 차이로 87년(12.2세)에 비해 약 1.7세 감소했다. 이에 비해 농가

와 비농가의 은퇴연령은 지속적으로 차이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1년 현재, 농가의 은퇴

연령(77.4세)은 비농가(65.3세)의 은퇴연령에 비해 12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17 45 세인 사람이 15 세인 사람보다 예상 은퇴연령이 높은 것은 생명표의 계산 방식이 45 세 

이전에 은퇴하게 될 위험요소를 모두 겪고 나서 45 세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기대되는 

근로기간에 이미 지나온 근로기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장지연 & 호정화, 

2002, p. 14). 또한 여기서는 Scherer(2002)의 OECD/ILO(Latulippe)의 보고서에서 활용한 방법과 

같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한 방법에 비해 연령별 인구 사망률을 포함하여 반영하므로 

은퇴연령은 보다 낮게 추정된다(장지연 & 호정화, 200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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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은퇴연령을 반영할 경우 재분배의 결과에 적지 않

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은퇴시기의 적용도 연구자 별로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법정퇴직연령(남 

60세, 여성 55세)을 반영한 경우(연하청, 1985)와 일반적인 은퇴연령인 60세를 남녀 구

분 없이 반영한 경우(강성호 & 김준영, 2007; 김준영 & 강성호, 2005; 안흥순, 2000; 전

병목, 2002)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상 2013년부터 완전 연금의 수급연령이 5년마다 1

세씩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이를 은퇴시기로 정한 경우(김상호, 2002, 2004b; 이상은, 

2006) 그리고 주된 직업에서의 퇴직으로 주관적 은퇴시기로 볼 수 있는 55세를 기준으

로 한 경우(석재은 & 김용하, 2002) 등이 있다.  

Fullerton & Mast(2005, p. 51)에서는 미국의 경우 완전연금수급연령 전에 은퇴하는 것

으로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본다. 또한 개혁에 따른 분배의 변화를 예측할 

경우 개혁 이전의 평균적인 퇴직연령을 반영한다면 결과에 정확성을 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은퇴연령은 연금의 전체적인 관대성이나 기여 증가에 따른 급여인

상 정도, 세제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혁이 노동시장에서 은퇴 

시기의 선택을 변화시킨다면 이에 따라 분배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6) 코호트의 설정 

 

여섯 번째 주제는 분석 코호트와 관련된 것이다.  

세대내재분배는 어느 세대를 대상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그 결과에 많은 차

이가 발생한다. 이는 연금제도의 법제도적 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이유에 의해 기인하기

도 하고 시간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요인에 의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나 기여금 대상 소득의 상하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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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크레딧의 도입과 같은 연금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

한 개정사항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간접적인 요인의 예를 살펴 본다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동시장 참가율이나 수

명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배우자 및 유족연금과 관련이 있는 결혼지위에 영향을 주는 

가족구조 구성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elissen(1994, p. 12)은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국가의 경제적 상황 하에서 생애단계별 상이한 경제적 발전의 기회가 

부여 되므로 이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출생 코호트 별로 재분배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특정한 세대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를 통해 단일 세대만의 분배를 

바라보는 것은 한정된 결과로 현재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단일 

세대의 상황을 전 세대로 확대함으로 발생하는 왜곡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Fullerton & 

Mast, 2005, p. 55).  

 

7) 행위 영향 

 

일곱 번째, 마지막 주제는 행위영향(behavioral effect)의 반영 여부이다.    

앞서 은퇴시점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제도가 가입자들의 행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로시간과 은퇴시기 그리고 저축에 관한 영향은 오래 전부터 관

심이 되어온 연구분야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인한 재분배의 변화를 보다 정

확히 예측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와 수급과 관련된 이러한 행위의 변화

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의 변화로 인한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선택과 

같은 선호행위변화를 반영한 미시 모의실험을 행동 미시 모의실험(behavioral micro-

simulation)이라 한다(Figari, Paulus, & Sutherland, 201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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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주제에 더해 Fullerton & Mast(2005, pp. 60–63)에서는 순이전을 얻기 위한 

노력에 드는 비용과 일반균형의 문제, 불확실성과 같은 요인을 추가하고 있다. 먼저 순

이전을 얻기 위한 노력에 드는 비용이란 현재의 소득 순이전을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위

한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나 순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인 지대 회피

(rent avoidance) 행위 시 발생 비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반균형을 통해 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면 부분균형에서 반영할 수 없는, 정책이 가져온 요소시장의 가격 변

화를 통한 분배의 변화까지 반영할 수 있다. 즉, 저축이나 노동시장의 왜곡이 가져온 요

소가격 변화와 이로 인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분배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현재의 선택이 변화하게 될 가능성의 반영이다. 불확실에 대한 대처가 소

득 계층별로 상이하게 발생한다면 재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와 저축 결정을 포함한 일반균형의 모델은 본고의 논의에서 벗어나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개혁이 분배에 준 영향을 분석한 Fonseca & Sopraseuth(2004)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은퇴 결정과 저축 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거시경제의 프레임

이 통합된 동태적
18

 일반균형의 미시 기반 시뮬레이션(dynamic micro founded 

simulation)을 사용한다. 즉, 은퇴결정과 저축행위는 연령별로 변화하는 확률적으로 주

어지는 상이한 노동시장 지위별 소득과 상속 유산의 제약하에, 가구별 효용극대화를 가

져오는 소비와 자산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결정된다는 내생성을 갖는다. 일반균형의 모델

을 설계하며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노동의사뿐 아니라 회사의 고용 확률 또한 반영하

                                           

18  동적 특징은 인구모듈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생률에 따른 가구 내 새로운 

자녀가 출생하고 연령 그리고 업종(프랑스) 혹은 학력(이탈리아)에 따른 상이한 사망률이 

반영되어 인구가 변화하고 노동시장 모듈에서는 단위 기간에 따라 개별단위의 고용기회 등 그 

특성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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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며 자산의 축적과 관련해서는 이타적인 중복세대 모형으로 유산 

상속을 가정한다. 분석결과 2003년 모수적인 개혁을 한 프랑스의 경우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2년 증가시켜 중고기술자의 은퇴시점을 늦추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증가한 수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수익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낮

은 기술을 가진 계층은 소득진입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르고 소득재분배효과에 의해 저소

득측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높으므로 수익률의 경우 의미 있는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완전한 기여체제로 전환한 

이탈리아의 경우 은퇴의 분포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전환이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는 아직 예비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이

라 밝힌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와 관련해 산식을 통한 

의도적 재분배의 경로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의도하지 않은 수직적 수평적 재분

배 경로에 관한 이론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외적인 요인인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가 한국 공적 노령연금이 

목표한 세대내 소득계층별 수직적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소득원별, 종사상지위

별 수평적 재분배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５항 연금제도 인식에 따른 재분배 측정 

 

어떠한 상태가 더 나은 분배의 상태인가 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가치판단이 전제된 개

념이다. 따라서 분배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어떠한 방법에 의한 측정이 

보다 더 정확하다거나 정의에 부합한 방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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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연금제도의 분배 개선이나 변화방향을 확인하는 분배지수의 선택에서도 

연금제도를 어떠한 성격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조세-전

이(tax-transfer)모델, 보험(insurance)모델 그리고 연금-복지(annuity-welfare)모델의 

세가지로 구분(Hong, 2001; Choi, 1991; Wolff, 1987; Thompson, 1983)하는 시각이 있

어 왔다.   

조세-전이모델(Choi, 1991; Danziger & Plotnick, 1977; Pattison, 1995; Pattison & 

Harrington, 1993; Pechman, Aaron, & Taussig, 1968)은 연금제도를 하나의 공적이전

제도로 간주함으로써 기여금은 한해 동안의 세금이고 젊은 근로자계층의 이러한 세금을 

기반으로 은퇴 후 노인들의 연금을 지급, 이전하는 제도로 인식된다. 반면 보험모델은 

은퇴기를 대비한 저축기능이라는 보험으로서의 측면으로 공적연금을 바라보는 것이고 

연금-복지 모델은 연금이라는 재무적 성격과 이전이라는 복지제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세-전이모델은 한 해의 횡단면 적인 분석에 의존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익비

나 순이전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 초기 연구는 주로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

(Danziger & Plotnick, 1977)하다 이후 기여금(tax)까지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모델의 합

리성을 강화한다(Choi, 1991; Pattison, 1995). 후자의 경우 미국의 CPS 자료를 통해 단

순히 급여에 의한 소득의 변화만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납부자와 수급자의 

비율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이들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

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수급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이 누진

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이와는 달리 개인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자원의 이

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사적 연금과 동일하게 개인이 퇴직, 장애,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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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망과 같은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저축제도로 간

주한다(홍백의, 2001). 대부분의 연금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납부한 기여금 

총액의 현가와 수급하게 되는 급여의 현가의 비교인 수익비를 통해 제도를 측정, 평가하

고 있다.   

반면, 연금-복지 모델로 본다면 공적연금은 연금의 재무적 요소와 복지제도로 서로 다

른 집단 간의 소득의 이전인 비재무적 요소를 분리해 순수한 이전적 성격을 기준으로 

분배를 바라 본다. 즉, 개인의 생애 소득의 재분배라는 효과를 제외한 이전의 정도를 측

정하는 순이전을 통해 연금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한다. 순이전은 생애기여금현가와 

수급하는 연금현가의 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의 경우 Burkhauser & Warlick(1981)을 시작으로 한 일련의 연

구(Mayer & a Wolf, 1987, Wolf, 1987)들은 단순히 수익비의 측면이 아니라 실제 추가적 

이전을 기준으로 볼 때 공적연금의 누진성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도 수익비의 측면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이

전된 절대금액이 고소득층이 높다면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복지 모델에 입각한 시각으로 분배를 바라본다. 이는 수익비 측면에

서 유리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노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제３절 소득탈루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여금의 탈루가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기여금 탈루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조세탈루 이론을 기본으로 하나 탈세의 

경우도 결정이론 중심으로 모형연구가 있어 왔으며 탈세가 조세제도의 재분배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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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본 절에서는 기여금 탈루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소득에 따른 탈루의 

정도와 분배결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탈루결정이론과 이에 탈루로 인한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

른 탈루의 정도가 소득수준에 따른 분배의 경로를 통해 연금의 재분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１항 이론적 검토와 경험분석 

 

소득의 탈루가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은 소득 탈루의 결정이론부터 시작

한다.   

우선, 기여금탈루의 기본이 되고 있는 탈세의 결정이론과 이러한 탈세가 재분배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기여금과 세금의 차이를 검토한다.  

 

1. 탈세의 결정이론과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고전적인 Allingham & Sandmo(1972)의 탈세의 이론 모형에서는 비례소득세 부과 시 

아래와 같이 위험기피적인 납세자가 실제소득(W)과 세금(θ),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p)

과 벌금률(π)의 기대효용함수 E(U)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신고소득의 규모(X)를 정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납세자가 X라는 금액을 신고한다면 미신고된 금액은 W-X가 되

고 이것이 발각될 경우, θ보다 높은 π의 벌금률에 의해 추징이 된다. 따라서 적발되지 

않았을 때 가처분소득은 Y=W- θX이며 탈세가 적발되었을 때 가처분소득은 W − θX −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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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X)이 되고 각기의 확률하의 기대소득이 최대화되는 X를 선택한다.  

 

E(U) = (1 − p) U (W −  θX) +  pU[(W − θX − π(W − X)]  

 

이 모형에서 탈세율은 결국 에로우-프라트(Arrow Pratt) 위험기피척도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본다. 우선 과세후 소득과 탈루소득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불확정적이며, 그 방향은 

절대적 위험기피도와 벌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때 소득증가에 따라 탈루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적 위

험기피도(Relative Risk Aversion)
19

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제 소득이 증가할 때 상대적 

위험기피도가 체증, 불변, 체감함에 따라 신고소득의 비중은 증가, 불변, 감소하게 된다

(이상영, 1997, pp. 53-54).   

 

탈세와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Kakwani & Bank(1980)는 Allingham & Sandmo(1972)

의 비례세모델을 통해 간단하게 보고소득과 드러나지 않은 소득의 분포에 대해 언급하

였다. 즉, 만일 상대적 위험기피도가 부의 수준에 증가함수라면 로렌츠 기준에 의해 세

전 실제소득분포는 세전 보고소득분포에 비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19 절대적 위험기피(Absolute Risk-aversion: A.R.A)는 부의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구조(투자량)가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으나 상대적 위험기피(Relative risk 

aversion: R.R.A.)는 부의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이다(김형진, 1987, pp. 37–42).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RA=-U''(w)/U’(w), 

RRA=-U''(w)·w/U'(w)RR 즉,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절대위험회피는 부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되며, 상대위험회피는 절대위험 회피에 부의 수준을 곱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위험회피도”, 2015).  

식 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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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한 Persson & Wissen(1984)에서는 이론적으로 불응이 수직적 분

배에 미치는 영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본다.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효용 가정하에서는 실제 소득분포가 보고소득의 분포보다 더 불균등 하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Freireserén & Panadés(2008)는 Allingham & Sandmo(1972)의 모델을 

기본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이론적 증명을 한다. 즉, 누진적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는 탈

세행위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절대적 위험기피의 가정하에서는 어

느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제도의 실제(unobserved actual)소득 재분배를 감소시키고 상

대적 위험기피를 가정할 경우 DRRA(Decreasing Relative Risk Aversion)의 효용함수일 

때 조세제도의 관찰된(observed) 소득의 재분배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단비

교의 경우 혹은 개혁 전후 그리고 국가간 비교의 경우 이러한 납세자의 탈세행태의 가

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 왜곡되지 않은 조세제도의 누진성의 비교가 가능하

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상영(1997, p. 57)은 한국의 경우 탈세의 적발확률과 이에 대한 벌금과 관련

된 가정의 배경이 국외의 경우와 상이하다고 본다. 즉,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세무

조사를 당할 가능성은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인지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당국에게 탈루가 적발될 확률과 그로 인한 벌금이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적어 

이러한 모형의 도입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그런데 기여금의 경우는 탈세에 비해 

보다 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조세

당국의 소득파악 정보에 의존하며 미납의 경우에도 실질적 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여금의 계층별 탈루율은 상이한 계층별 탈루의사의 차이이며 이러한 탈루의사의 차

이는 사실 많은 부분 탈루 가능성의 차이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즉, 가입과 미가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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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 자체의 발생여부가 드러나는가의 여부에 의해, 가입 중 축소납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이 공적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소득의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느냐의 차이

에 의해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가입대상자의 탈루의사가 반영될 것이다.    

 

2. 기여금과 세금의 차이 

 

기여금회피의 결정요인은 탈세의 결정요인과 상이하므로 앞서 살펴본 탈세가 분배에 

미치는 분석의 이론적 가정은 상이하다. 즉, 사회보장의 기여금은 장래에 그에 해당하는 

급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aumann, Friehe, & Jansen, 2009). 전술한 바

와 같이 효용중심의 경제학적 시각인 Allinggham과 Sandmo의 고전적 탈세 이론에서

는 탈세가 적발될 확률과 그로 인해 예측되는 재정적 손실 및 위험기피도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보나 기여금의 경우는 장래의 급여 예측이 포함되므로 더 복잡하다(Gillion, 2000, 

p. 255). 물론 경험적 연구결과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급여가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의 납부에 대한 기피가 감소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

   

Perotti(2012)는 급여와 기여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탈루가 적어지는 이론을 

모델화하고 불가리아의 미시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개인의 급

여에 대한 예측에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선호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별로 사업장 가입자의 기여금의 일정 비율은 고용주가 부

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지 가입자 본인의 의도뿐 아니라 고용주의 가입의사도 

                                           

20 McGillivray(2001, pp. 6–7)에서는 기여와 급여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DB 에서 DC 제도로 

변경된 국가들에서 순응도가 높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을 예시하고 있다. 

Perotti(2012)는 급여와 기여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탈루가 적어지는 것을 모형을 

설정하고 불가리아의 미시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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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다는 점도 상이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고용주의 의사에 

의해 사업장가입자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연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그 분배효

과가 연간 변화하나 사회보험 중 연금의 경우는 생애전체의 결과를 통해서만 그 분배효

과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연간 기여금 납부의 경우는 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해도 생애소득으로 분석할 경우는 소득재배분적 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분배의 축(axis)에 따라 다른 

탈루행위와 국가별로 설계된 소득에 따른 재분배의 경로(channel)에 따라 재분배에 미

치는 영향이 상이해진다는 점은 동일할 것이다.  

 

3.   경험분석 

                 

탈세로 인한 분배영향에 관한 경험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몇몇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Bishop, Chow, Formby, & Ho(1994)와 이어 Bishop, Formby & 

Lambert(2000)는 탈세정도와 분배와의 관계는 소득계층별 탈세율과 소득분배제도의 설

계에 따라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의 미시자료를 근거로 조세집중도와 지니계수를 통해 탈세유무에 따른 수직, 

수평적 재분배 효과의 변화를 연구했다. 분석 결과,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

우 적으나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조세제도의 재분배의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제도 순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Bloomquist(2003)는 확장된 기

대효용모델 하에서 미국의 1947년부터 2000년 까지 소득축소보고와 소득불평등과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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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탈세와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된 연구로 Bayar & Frank(1987)는 OECD 국가의 

지하경제와 관련 탈세, 조세회피, 조세 지출 등을 조사하면서 벨기에의 경우 소득에 따

라 탈루가 증가하면서 조세불응이 재분배에 역진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atsaganis & Flevotomou(2010)은 2004/5년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그리스의 탈세

정도를 분석하고 이것이 분배의 역진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낮춘다는 것을 지니계수와 

카크와니지수 등을 통해 확인한다. Benedek & Lelkes(2011)은 미시소득자료를 통해 헝

가리의 탈세율을 추정하고 이것이 조세의 누진성을 왜곡시키고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

음을 보이고 있다.  

 

기여금의 탈루로 인한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이상영(1997)은 대우경제패널 93년 자료를 활용해 조사소득을 근거

로 납부의무세금과 조사된 납부소득과의 차이를 직접 계산, 자영업자의 탈루율을 구한다. 

여기서 조사소득이 실제소득이라고 볼 때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과세표준의 

81.4%에 달하고 분석대상자의 91.9%가 탈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탈루율

을 근거로 소득세의 재분배효과에 소득탈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방법

을 사용한 선행연구에 비해 지니개선도지수(PO)
21

가 3.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조의 경우 그 대상자가 적고 지급 금액이 적지만 국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소득에 일정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상한이 존재하여 역진성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탈루로 인한 소득세의 누

                                           

21  페크만-오크너지수로 과세후 지니계수에서 과세 전 지니계수를 뺀 전후의 지니계수의 

차이를 과세 전 지니계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 값이 0 보다 작으면 누진적이고 0 이면 비례적, 

0 보다 크면 역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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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회보험료의 부담은 직접세의 역진성을 현저히 심화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위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탈루율은 소득세 부과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정

되었으므로 국민연금의 기여금의 탈루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탈루율을 반영하여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저소득층의 탈세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소득세의 

비중도 낮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러한 탈루율의 분포에서는 누진성이 과

대 평가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횡단면 분석이므로 국민

연금제도가 갖는 재분배 효과 및 탈루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고 보여진다.  

 

제２항 국민연금 세대내 종단 분석 시 탈루가 재분배에 미치는 경로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한 탈루가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경험분석은 아

직까지 시도된 바 없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납부와 수급이 이루어지는 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항

에서는 소득계층별 상이한 탈루율을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이론적인 방향을 간단한 가정을 통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탈루 행위는 기여금의 납부여부와 그에 따른 재분배에 미치는 방향이 상이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미가입과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소득이 있음에도 제도에 가입하지 않거나 혹은 가입하였어도 소득을 신고해 기

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가입은 하였으되 본인의 소득을 하

향 신고하여 기여금을 낮게 납부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전자를 소득활동 자체를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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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은 탈루행위의 특성에 따라 “소득미신고”로 후자의 경우 가입하였으되 소득신고

를 낮게 하여 본인이 원래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적게 납부하는 탈루 유형으로 “소득

축소신고”로 기술하고자 한다.  

전자의 해당할 경우 이들 중 근로기 전체에 걸쳐 탈루가 용이한 소득원 및 종사상 지

위 등의 배경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높은 탈루성향을 가졌다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간으로 보았을 경우 소득미신고자 모두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

는 것은 아니다. 생애 일부 소득미신고의 경우는 가입은 하되 소득을 낮게 신고한 소득

축소신고와, 전체 생애소득 중 일부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애소득보다 훨씬 낮게 추가적으로 가입한다면 가입기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급하게 될 연금은 낮아질 수 있어 역으로 개인의 생애소득이력에

서 일부 소득미신고가 반드시 연금소득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들 탈루 유형의 서로 다른 특성에 의해 수익

비와 순이전이라는 분배지수에 미칠 상이한 경로에 대해 간단한 가정에 의해 이론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미신고 

 

국민연금의 급여 산식인 기본연금(Basic Pension Amount)의 결정 구조는 아래와 같

다.  

여기서 전국민 평균소득인 A값은 전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개별 생애평균소득 B값이 

이보다 높은 경우 A값의 수준에 따라 본인의 급여가 낮아지게 되고 이에 미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급여가 보다 상승하게 되어 재분배가 발생한다. 따라서 β는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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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에 해당한다. 또한 B값은 가입자의 연도별 상하한이 적용된 법정소득에 재평가율로 

조정된 평균값이므로 연도별 상하한에 의한 재분배가 여기서 반영된다. 

α는 소득대체율(조정) 계수이며 n을 통해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의 증감이 이루어진다.

즉, 20년을 초과할 경우 5%씩 기본연금액은 증가하고 반대로 20년에 부족한 가입기간 n

만큼 5%씩 감소한다.  

 

BPA = [α (A + βB)] × (1 + 0.05n)  

단, n= 20년 기준 초과(+) 혹은 부족(-) 연수 

 

다음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분배 경로에 있어 소득미신고의 경우 분배에 미칠 영향

에 대해 수급 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에 해당하는 A값과 가입자 개인

의 가입이력의 변화를 통해 미치게 될 영향을 나누어서 살펴보자 한다. 

 

1) A값 변화에 의한 영향 

 

B값이 생애 전체라는 긴 시간을 두고 결정되나 A값은 상대적으로 수급 전 3년이라는 

단기에 의 해 결정이 된다.  

소득미신고가 A값에 주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고소득층의 소득미신고가 많다면 평균소득인 A값은 하락할 것이다. 반면 저소득

층에서 미가입 미신고가 많다면 A값은 상승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 이러한 A값의 상승과 하락이 소득계층별 수익비와 순이전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간단한 가정을 통해 결과를 살펴 본다.  

첫째, 소득계층은 A값의 일정비가 되는 생애평균소득 B값으로 구분하여 다섯 계층을 

식 ２-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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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  

둘째, 전 계층의 가입기간은 탈루가 없었을 때 25년이고 60세 도달 후 20년 간 수급

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가입 시 소득은 임금인상률로 상승하며 현재 가치 할인률은 임금인상률과 동일

하게 5%를, 그리고 동 기간 물가상승률은 2.6%를 적용하였다. 

넷째, 소득대체율(조정)계수는 2028년 이후 고정되는 1.2로 일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가입기간 25년 동안 90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재평가율과 상하한을 적

용한다.
22

 

 

기본적으로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값의 증가는 계층과 무관하게 상승 시 급여

가 상승하고 하락 시 급여는 이에 따라 하락하게 된다.  

만일, 저소득층의 소득미신고가 많아 이러한 기여금의 탈루로 인해 A값의 증가할 경

우 계층에 따른 증가율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아래 표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순

이전의 증가 폭은 커지고 수익비의 증가율은 작아지고 있다. 

 

표 ２-１ A값 증가 시 소득계층별 순이전 및 수익비의 증가율 

단위(만원) 

B 

A=200  A=230  
순이전 

증가율 

수익비 

증가율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0.75A(150) 525 4144 1.89  570 4899 2.05  0.182 0.085 

A(200) 600 3847 1.62  645 4601 1.74  0.196 0.074 

1.5A(300) 750 3260 1.35  795 4014 1.43  0.231 0.059 

                                           

22  가입기간 A 값의 탈루로 인한 증가 혹은 감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재평가율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 76 - 

 

2A(400) 900 2645 1.21  945 3399 1.27  0.285 0.050 

2.5A(500) 1051 1953 1.12  1095 2707 1.17  0.386 0.045 

1. BPA 기본연금액{1.2*(A+B)*1.25} 

2. A값은 2015년 기준 200만원에서 변화 가정.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미신고의 경향이 많다면 가입자 평균소

득은 낮아질 것이다. 이 경우 순이전의 감소율은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수익비

의 감소율은 감소한다. 

 

표 ２-２ A값 감소 시 소득계층별 순이전 및 수익비의 감소율 

단위(만원) 

B 

A=200  A=170  
순이전 

감소율 

수익비 

감소율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0.75A(150) 525 4144 1.89  480 3390 1.73  0.182 0.085 

A(200) 600 3847 1.62  555 3092 1.5  0.196 0.074 

1.5A(300) 750 3260 1.35  705 2505 1.27  0.232 0.059 

2A(400) 900 2645 1.21  855 1890 1.15  0.285 0.050 

2.5A(500) 1051 1953 1.12  1005 1198 1.08  0.387 0.036 

1. BPA 기본연금액{1.2*(A+B)*1.25} 

2. A값은 2015년 기준 200만원에서 변화 가정. 

 

정리하면, 소득미신고라는 탈루로 인한 A값에 대한 영향은 이들 탈루 유형이 고소득

층에서 발생한다면 A값이 하락, 저소득층에서 보다 발생한다면 A값의 상승으로 이어진

다. 

A값이 높아지면 전 가입자의 급여 결정액은 증가하며 낮아지면 감소한다. 그 증가나 

감소의 비율은 수익비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보다 증감의 폭이 크나 순이전 금액은 

고소득층의 변화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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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 개인 소득이력변화에 의한 영향 

 

전 가입기간에 걸쳐 소득미신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

우는 납부한 보험료도 수급하게 될 연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분배

를 논할 수 없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받게 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부한 것도 

수급할 급여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미신고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른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금과 같이 장기에 걸친 납부와 수급을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에

서 소득미신고가 생애소득 중에서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급여에 미치는 결

과도 달라질 수 있다. 

먼저, <표 2-3>과 <표 2-4>에서는 이러한 탈루로 인한 가입기간의 감소가 생애소득 

전반기에 이루어졌을 경우 소득에 따른 상이한 탈루 행위로 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표 2-3>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미신고로 인한 가입기간 감소가 많이 발생한다

고 가정할 경우이다. 생애 일정한 임금상승률에 따라서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전제되

었으므로 순이전은 당연히 전 계층 감소한다. 감소의 폭은 납부한 기여금액총액과 수급

하게 될 연금액의 감소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최고소득계층의 경우 상하한의 반영에 의해 바로 이전 계

층에 비해서는 다소 작아진다.  

수익비의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낮은 소득미신고율을 적용

하였을 경우 수익비가 감소한다. 그러나 높은 소득미신고율의 고소득층의 경우 수익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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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익비의 변화율은 소득과 미가입기간의 

증가에 따라 수익비가 커지는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익비의 증가는 소득미

신고에 의한 납부기여금의 감소율이 연금수급결정액의 감소율보다도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 ２-３ 상반기 소득미신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 시) 

단위(만원) 

소득미신고가 없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미신고 증가  순이전   수익비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미가입 

기간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감소율   증감율 

0.75A(150) 525 4144 1.89  3 146 458 3578 1.88  0.137 0.009 

A(200) 600 3847 1.62  6 197 453 2863 1.61  0.256 0.008 

1.5A(300) 750 3260 1.35  9 304 483 2141 1.36  0.343 -0.007 

2A(400) 900 2645 1.21  12 405 472 1556 1.25  0.412 -0.027 

2.5A(500) 1051 1953 1.13  15 424 374 1228 1.24  0.371 -0.105 

1. A값은 2015년 기준 200만원 가정. 

2. B값은 소득미신고 없을 경우에서 임금상승률과 재평가율 반영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함. 

3. BPA(기본연금액)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혹은 증가율 반영 됨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미신고 기간이 증가할 경우로 당연히 전 계층 순

이전이 감소하며 감소의 폭은 가입기간의 감소 수준에 비례, 저소득층일 경우 보다 크다.  

적은 가입기간의 저소득층의 경우 수익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증가 경향은 감소, 고소득층에 가서는 수익비가 감소하고 있다. 이들 미가입기간

이 긴 저소득층의 경우 급여액의 감소비보다 기여금 납부금액의 감소비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고소득층의 경우 적은 미가입기간으로 기여금 감소효과보다 급여 

감소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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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４ 상반기 소득미신고(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 시) 

단위(만원) 

소득미신고가 없는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미신고 증가  순이전   수익비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미가입 

기간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감소율   증감율 

0.75A(150) 525 4144 1.89  15 157 214 1731 1.93  0.582 -0.021 

A(200) 600 3847 1.62  12 207 317 2083 1.65  0.459 -0.016 

1.5A(300) 750 3260 1.35  9 304 483 2141 1.36  0.343 -0.007 

2A(400) 900 2645 1.21  6 391 674 1891 1.20  0.285 0.009 

2.5A(500) 1051 1953 1.13  3 478 895 1494 1.11  0.235 0.012 

1. A값은 2015년 기준 200만원 가정. 

2. B값은 소득미신고 없을 경우에서 임금상승률과 재평가율 반영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함. 

3. BPA(기본연금액)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혹은 증가율 반영 됨 

 

결과적으로 상반기 소득미신고의 영향은 탈루기간에 따라 순이전의 감소와 수익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향을 보인다. 가입 초기에 소득미신고의 탈루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

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이러한 확률이 더 높다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순이전의 감소율

을 경험하게 되나 수익비의 측면에서는 보다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예와 

같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절대적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단순히 수익비가 높

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표 2-5>와 <표 2-6>은 소득미신고의 탈루행위가 하반기에 이루어졌을 경우를 비교

해 본다. 

<표 2-5>는 다시 탈루로 인한 가입기간의 감소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우

이다.  

순이전과 수익비 모두 감소하고 있다.  

순이전은 여전히 미가입 기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율도 증가한다. 최고 소득계층에서 

순이전이 상반기 탈루의 경우와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하반기 소득상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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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하한의 제한이 미가입으로 인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비의 경우는 미가입 기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 시 감소율이 커

진다. 이는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로 갈수록 임금인상률에 연동해 증가, 하반기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생애평균소득의 감소효과가 기여금의 감소효과 보다 더 작용하여 연금

결정액의 감소 영향을 상반기 보다 크게 받아 발생한 결과이다.   

 

표 ２-５ 하반기 소득미신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 시) 

단위(만원) 

소득미신고가 없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미신고 증가  
순이전 

감소율 

수익비 

감소율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미가입 

기간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0.75A(150) 525 4144 1.89  3 148 459 3590 1.88  0.134 0.005 

A(200) 600 3847 1.62  6 195 450 2815 1.59  0.268 0.019 

1.5A(300) 750 3260 1.35  9 290 470 1930 1.32  0.408 0.022 

2A(400) 900 2645 1.21  12 396 465 1189 1.18  0.550 0.025 

2.5A(500) 1051 1953 1.13  15 457 374 1228 1.07  0.754 0.045 

1. A값은 2015년 기준 200만원 가정. 

2. B값은 소득미신고 없을 경우에서 임금상승률과 재평가율 반영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함. 

3. BPA(기본연금액)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혹은 증가율 반영 됨 

 

반면, 이러한 생애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소득미신고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면 상반기와 동일하게 순이전의 감소율은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수익비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미가입기간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할수록 

감소율은 낮아진다. 상반기와 비교해 미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의 경우 기여금 감소율

이 급여 감소율 보다 크게 작용하다 고소득층과 동일하게 급여 감소율 보다 작아져 동

일한 방향이 된다. 그만큼 급여의 감소율의 영향은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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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６ 하반기 소득미신고(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 시) 

단위(만원) 

소득미신고 없는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미신고 증가  
순이전  

감소율 

수익비  

감소율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미가입 

기간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0.75A(150) 525 4144 1.89  15 146 207 1614 1.87  0.611 0.011 

A(200) 600 3847 1.62  12 194 306 1915 1.59  0.502 0.019 

1.5A(300) 750 3260 1.35  9 290 471 1930 1.32  0.408 0.022 

2A(400) 900 2645 1.21  6 397 681 1770 1.18  0.331 0.025 

2.5A(500) 1051 1953 1.13  3 513 941 1468 1.1  0.248 0.018 

1. A값은 2015년 기준 200만원 가정. 

2. B값은 소득미신고 없을 경우에서 임금상승률과 재평가율 반영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함. 

3. BPA(기본연금액)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혹은 증가율 반영 됨 

 

종합하면 소득미신고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순이전의 감소가 발생하고, 

수익비의 경우 이러한 소득미신고가 생애 소득의 전반기에 이루어지는지 하반기에 이루

어지는지에 따라 즉, 생애소득의 형태에 따라 그 증감은 달라질 수가 있다.  

상반기의 경우 미가입기간이 증가하면 수익비 증가율도 이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

으나 하반기의 경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미가입 기간이 증가한다면 미가입기간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수익비는 더 크게 감소한다. 이는 기여금감소의 영향보다 연금소득의 감

소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감소효과가 증가해 수익비의 감

소율도 증가한다.  

위 결과는 가입 시 A값의 일정배수가 되는 생애소득 B값을 갖는 계층별, 생애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임금상승률로 증가하는 모델로, 시작소득이 지속된다고 본다는 가정에 의

했을 경우이다. 따라서 다양한 생애소득의 패턴과 상이한 소득미신고의 탈루 시기에 따

라 생애소득별 순이전 및 수익비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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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축소신고 

 

소득축소신고도 소득미신고와 마찬가지로 A값과 개인 가입이력에 변화에 의한 B값과 

납부금액에 영향을 주어 설계된 재분배의 경로를 변화시킬 것이다. 단 가입기간의 변화

에 의한 연금결정액의 변화는 없다. 여기서는 소득축소신고가 소득재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위 제2항의 1에서와 같이 각기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A값 변화에 의한 영향 

 

소득미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의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가 A값에 미치는 영향

은 한가지 방향, 즉 A값의 하락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동일한 탈루율을 가정할 경우 가입자 개인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경

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보다 큰 평균소득의 하락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A값의 저평가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제 

2항 1에서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A값의 감소는 고소득층에게 보다 더 큰 이전의 

감소를 보일 것이고 저소득층에 더 큰 수익비의 하락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입자 개인 소득이력변화에 의한 영향 

 

가정은 위와 동일하다. 여기서는 소득미신고와 달리 가입기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없고 전 계층 25년의 동일한 가입기간이라는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 

가입 중 개인소득에 소득계층별 일정비의 탈루율을 반영하여 순이전과 수익비의 변화

를 살펴본다. 언급한 바와 같이 순이전과 수익비는 급여 총액과 기여금 총액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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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을 받는데 개별 소득 계층별 탈루율에 따라서 급여 총액과 기여금 총액이 변

하고 순이전과 수익비도 달라진다. 따라서 전체 분배에 주는 영향은 상이한 소득수준에 

따라 보이는 상이한 탈루의 경향에 의해 결정된다. 

표 2-7은 먼저 이러한 소득축소신고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질 경우를 가정했다.  

탈루로 인해 생애 평균소득과 기본연금액 그리고 기여금 총액은 당연히 감소한다. 또

한 기본적으로 연금산식이 A값에 의해 재분배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 계층에서 수

익비와 순이전은 증가한다.  

수익비의 증가는 A값을 기준으로 생애평균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마지막 계층에서 상하한의 적용으로 감소하고 있다.  

순이전도 전 계층 증가하고 있는데 A값을 기준으로 생애평균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 

탈루율의 증가와 함께 그 증가의 폭도 커진다.  

 

표 ２-７ 소득 증가 시 축소신고(탈루)율 증가 

단위(만원) 

소득축소보고가 없을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축소보고 증가 시  순이전  수익비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탈루율 

(%)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증가율  증가율 

0.75A(150) 525 4144 1.89  5 146 514 4899 2.05  0.182 0.085 

A(200) 600 3847 1.62  10 181 571 3965 1.71  0.031 0.056 

1.5A(300) 750 3260 1.35  15 255 683 3525 1.45  0.081 0.074 

2A(400) 900 2645 1.21  20 327 791 3102 1.31  0.173 0.083 

2.5A(500) 1051 1953 1.13  25 418 927 2524 1.19  0.292 0.062 

1. A값은 2015년 기준 200만원 가정. 

2. BPA 기본연금액{1.2*(A+B)*1.25} 

 

표 2-8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역시 전 계층에서 기본연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의 감소효과에 의해 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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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익비는 증가하고 있다.  

수익비는 탈루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다.  

순이전은 탈루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계층을 제외하고 증가율의 폭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２-８ 소득 감소 시 축소신고(탈루)율 증가 

단위(만원) 

소득축소보고가 없는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축소보고 증가 시  
순이전 

증가율 

수익비 

증가율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탈루율 

(%) 
B BPA 

순이전  

현가 
수익비  

0.75A(150) 525 4144 1.89  25 113 469 4365 2.25  0.053 0.190 

A(200) 600 3847 1.62  20 160 541 4083 1.82  0.061 0.123 

1.5A(300) 750 3260 1.35  15 255 683 3525 1.45  0.081 0.074 

2A(400) 900 2645 1.21  10 367 851 2862 1.25  0.082 0.033 

2.5A(500) 1051 1953 1.13  5 486 1030 2050 1.13  0.050 0.009 

1. A값은 2015년 기준 200만원 가정. 

2. BPA 기본연금액{1.2*(A+B)*1.25} 

 

개별생애이력에서 소득축소신고는 소득계층 전체에게 수익비와 순이전의 증가를 가져

온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은 소득계층별 탈루율에 따라 순이전과 수익비의 경우 상이하다. 

수익비에 있어서는 탈루 정도가 크게 작용하여 탈루 수준이 커짐에 따라 수익비가 증

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순이전에서는 탈루율보다 소득의 영향이 보다 커 소득수

준의 증가에 따라 순이전 증가율도 커지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소득축소신고의 영향이 반드시 수익비와 순이전의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개별소득의 순이전 및 수익비의 변화는 이러한 탈루로 인한 

개인 가입이력 B값과 생애기여금의 영향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수급 전 A값이라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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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탈루행위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순화된 설계에 의해 탈루로 인한 순이전이나 수익비의 변화가 어떻게 연

금제도의 분배 경로를 따라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계층

별 소득 수준의 변화와 시기에 따른 탈루 형태 및 탈루수준에 따라 그리고 현가의 비교

를 위한 이자율이나 물가상승률의 적용과 맞물려 다양한 요소가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5-6차 자료를 사용하여 2012년 현재 탈루행위 특성

을 반영하여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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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연구방법 

 

제１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2차부터 6차 자료를 통한 항상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자의 소

득탈루율을 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5, 6차 자료를 통해 소득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의 기여금 탈루율을 추정한다. 다시 재정패널 1차에서 6차 자료와 재정패널 6차 부가조

사인 직업이력을 근거로 개별 가입자의 생애소득 곡선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생애 총기

여금과 총급여액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탈루 전후의 유효누진성으로 측정하는 지니개선

도와 오분위 소득별 순이전의 수준을 비교한다.  

재정패널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

는 실증적인 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주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로 

2008년 구축된 5,014개 가구와 2009년에 구축된 추가표본 620개 가구를 원표본 가구로 

총 5,634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패널에서는 소

득이 있는 15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가구원 설문 중 소득정보와 함께 공적연금 

납부금액까지 조사되어, 소득 및 근로형태에 따른 국민연금의 가입 및 납부금액에 관한 

전 연령의 정보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자료이다.   

실제 소득자료를 근거로 한 생애분석에서는 주로 패널자료(강병창, 2010; 강성호, 전승

훈, et al., 2008; 김상호, 2002; 이상은, 2006)를 사용하거나 국민연금의 내부자료인 납부

이력(강성호 & 김영옥, 2012; 강성호 & 김준영, 2007; 김상호, 2004b; 한정림 & 이항석, 

2014)이 사용되어 왔다.  

국민연금 전산자료는 실제 국민연금 납부이력을 반영하고 있어 분석에서 여러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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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아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여금의 납부 대

상으로 결정된 소득과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패널자료로 98년부터 15차에 걸친 가장 오랜 기간의 소득이력을 확보할 수 있어 

한국노동패널(KLIPS)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한국복지패널(KWPS)과 같이 동 자료상에

는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 개인별로 조사되지 않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반면 2005년부터 격년으로 5차에 걸쳐 실시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의 경우는 납

부금액과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비에 관한 정보가 있으나 조사대상이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이라는 연령제한이 있다. 즉, 기여회피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김상진, 

2009b; 구인희 & 백학영, 2008; 석재은, 2003; 이시원 & 하상근, 2002)에서는 연령이 낮

을수록 회피가 증가하는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만 50세 이상의 중고

령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 자료를 근거로 탈루율을 추정할 경우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 

 

제２절 분석방법 

 

제１항 사업소득자의 소득조사 시 응답축소보고율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지하경제의 추정은 연구에 따라 가정과 분

석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통계자료상 지출자료가 실제 지출을 정확하게 

대변하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한다는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한다(안

종석 외, 2010, pp. 32–33). 이는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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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출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으로 결국 사업소득자의 소득탈루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대한 상대적인 추정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강석훈 & 박찬용(2003)에서는 가계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를 활용해 소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역소비함수(소득함수)를 통한 추정법의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함수를 활용하여 역으로 소득을 최소자승추정에 의해 구한 소득은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으며 고소득의 경우 과대, 저소득의 경우는 과소추정의 경향을 보

인다. 이에 반해 소득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통계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비

가 소득에 근거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선형추정에 의해 발생되

는 문제로 고소득자의 경우 과소 추정, 저소득자의 경우는 과대 추정된다는 한계를 가진

다.  

따라서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역으로 적용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하지 않고 축소보고율

을 추정한 연구로 전병목 & 안종석(2005)에서는 2004년 가계조사자료로 Lyssiotou et 

al(2004)의 방법을 원용한다. 여기서는 소비식 안에 소득의 축소보고율 정보를 직접 계

수로 반영하고 근로자 가구와 사업소득자의 소비재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재

화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 소비함수를 연립방정식 체계로 분석한다. 또한 사업소득가구와 

근로소득가구분류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가구에서 차지하는 사업소득의 비중을 반영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성명재(2008)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가계조사자료를 통

해 역소비함수로 소득을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강석훈 & 박찬용(2003)에서 제기한 단순

회귀에서 발생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소추정과 저소득자에 대한 과대추정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추정오차의 분산을 구한 후 랜덤으로 발생시킨 오차를 추정에 포함하였다. 

소득보고율은 2006년 80.9%, 2004년의 경우 82%로 전병목 & 안종석(2005)의 소비함수 

변형모델의 2004년 78%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봉근, 정철 & 박명호(2008)에서는 노동패널(2000~2005)을 이용하여 AIDS(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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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 demand system)의 수요함수를 통해 엥겔곡선을 도출, 집단간 소득 축소보고율을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식료품 소비식에 외식비를 추가해 사업소득자와 근로자의 식품소

비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하였고 패널자료를 활용, 사업소득자의 소득변동성과 축소보고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3

. 이러한 소득변동성의 통제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

와 유사한 Pissarides & Weber(1989)의 식료품 소비함수를 통한 소득보고율 추정법과 

맥을 같이 하는 연구에서 축소보고율의 범위만 제시가 가능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단일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득곡선 잔차의 분산 정보를 통해 축소보

고율을 추정하므로 이 분석 역시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역으로 적용하여 실제소득을 추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의 자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김봉근, 정철 & 박명호

(2008)의 연구방법을 원용하여 집단간 소득보고율 차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보고소득은 실제소득과 같으나 사업소

득자의 경우 과세소득을 축소신고 하기 때문에 보고소득은 실제소득 보다 낮다는 것이

다. 두 번째 가정은 식료품 지출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정확하게 조사에 

응답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아래 AIDS 수요추정식은 개별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비중과 식료품

의 비식료품에 대한 상대가격 및 실질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엥겔곡선으로 해석된다. 

ω
i
는 i가구의 지출 중 식료품 비중을 나타내고 PF와 PN은 식료품, 비식료품 가격수준을, 

                                           

23 위 연구에서는 사업소득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상이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는 바 선행연구에서 자영업자의 가구는 사업소득을 근거로 구분하므로 여기서는 

사업소득자로 일관되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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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P 는 i 가구의 실질항상소득을 의미한다. X는 식료품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가구의 특성변수들의 벡터이다. 여기서 ϵit는 확률오차를 뜻한다.  

 

ω
i

= φ + γ(lnPFt − lnPNt) + βlnyi
P + X′θ + ϵit  

 

이 때 가구 i의 t년도 실제소득을 yit , 보고소득을 yit
∗ , 항상소득을 yi

p 라고 할 때 세 

소득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즉, kit  는 축소보고 정보를, git는 소득변동성을 의

미한다. (식 3-2, 3)에 로그를 취하고 로그 보고소득으로 표현하면 (식 3-4)과 같이 항상

소득과 연결된다.  

 

yit = kity
∗

i
,     kit ≥ 1,  

yit = gityi
P  

⇔ lnyit
∗ = lngit + lnyi

P − lnkit   

    

여기서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하게 kit  와 git는 다음과 같은 log-normal 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 각각의 평균과 오차를 표현할 수 있다. υ
it

와 uit 는 각각 평균은 0, 분산은 

σ
υ

2

, σ
u

2

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lnkit = μ
k

+ υ
it
 ~ N(μ

k
, σ

ν

2

) 

lngit = μ
g

+ uit ~ N(μ
g
, σ

u

2

) 

 

따라서 kit와 git의 평균을 각각 k̅와 g̅라고 한다면 lnk̅와 lng̅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식 ３-1 

식 ３-2 

식 ３-3 

식 ３-4 

식 ３-5 

식 ３-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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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k̅ = μ
k

+
1

2
σ

ν

2

  

lng̅ = μ
g

+
1

2
σ

u

2

  

 

근로자의 경우 응답 축소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μ
k
와 σ

ν

2

는 0이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모두 0보다 크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보므로 가

정에 의해 g̅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동일하지만 사업소득자의 σ
u

2

가 보다 크다.  

 

(식 3-5), (식 3-6)과 (식 3-4)를 (식 3-1)에 대입하면 식료품 수요곡선은 아래와 같이 

바뀐다.  

 

ω
i

= φ + γ(lnPFt − lnPNt) + βlnyi
∗ + β (μ

k
− μ

g
) + β(ν

i
− ui) + X′θ + ϵit    

 

한편 보고소득 yit
∗ 는 식료품 지출비와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구변수들 

X’을 사용하여 (식 3-10)과 같이 축약된 회귀식으로부터 추정된다. 추정된 보고소득을 

(식 3-9)에 사용하여 2단계 추정방정식(2SLS)을 통해 엥겔식을 구한다. 소득의 오차항 

ζ
it
에는 소득의 변동성과 축소보고 경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2SLS 추정 시 두 집단

간 소득과 소비에 있어서 분산이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한다.  

 

lnyit
∗ = Z′π + X′+ζ

it
  

 

식 ３-7 

식 ３-8 

식 ３-9 

식 ３-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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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식 3-9)를 사업소득자의 축소보고를 추정하기 위해 사업소득자 더미변수를 사

용한 i가구의 t년도 엥겔곡선의 회귀방정식
24

으로 표현하면 (식 3-11)과 같이 변경된다.   

   

ω
it

= φ + γ(lnPFt − lnPNt) + βlnyit
∗ + δDit + X′θ + ϵit   

  

(식 3-11)에서 ω
it
는 i가구의 t년도 지출 중 식료품 비중을 나타내며 PFt와 PNt은 t년도 

식료품, 비식료품 가격수준을 yit
∗ 는 t년도 가구의 보고소득을 의미한다. Dit는 사업소득자 

여부의 더미 변수이다.  

이 때, (식 3-9)에서 가구특성 X와 응답소득 yit
∗ 의 수준이 동일한 사업소득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 간의 식료품 소비 추정치의 차이가 β (μ
k

− μ
g
)에 반영된다. 따라서 Dit 의 

계수인 δ 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즉, 이는 한계소비성향 β와 사업소득자와 근

로자 간의 축소보고율과 소득변동성의 차이의 곱을 의미한다.  

 

δ =  β [(μ
kSE

− μ
kEE

) − (μ
gSE

− μ
gEE

)] = β [μ
kSE

− (μ
gSE

− μ
gEE

)] = β [μ
kSE

+
1

2
(σ

uSE

2

− σ
uEE

2

)] 

   

여기서 하첨자 SE와 EE는 각각 사업소득와 근로자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축소보고 정

보를 가진 μ
kSE

는 0이 되어 두 번째 등호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8)과 가정에 의해 

g̅는 두 집단간 동일하므로 이를 통해 세 번째 등호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식 3-12)의 네 번째 항목은 (식 3-7)과 연결되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4  AIDS 수요추정식은 Hamilton(2001)을,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오차분산, 항상소득과 

보고소득 그리고 실제소득간의 관계를 이용한 축소보고율식의 도출은 Pissarides & 

Weber(1989)을 참조. 

식 ３-11 

식 ３-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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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k̅ = μ
k

+
1

2
σ

ν

2

=
δ

β
+

1

2
[σ

νSE

2

− (−σ
uSE

2

− σ
uEE

2

)]   

 

결국, 축소보고정보를 갖는 k̅는 (식 3-11)에서 보고소득과 사업소득자 더미 계수인 β

와 δ 그리고 (식 3-7), (식 3-8)의 집단 간 분산의 차에 의해 나타나 진다. 전자는 수요

식의 추정을 통해 구할 수 있으나 후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도별 보고소득을 활용하여 항상소득을 추정하는 (식 3-10)을 활용한다. 

(식 3-10)에서 Z’는 교육이나 연령 등 항상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를 의미한다. 

이 소득 추정식의 잔차항의 분산을 σ
YSE

2

, σ
YEE

2

라고 볼 때 이는 축소보고와 소득변동성

의 정보를 포함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σ
YSE

2

-σ
YEE

2

=σ
uSE

2

− σ
uEE

2

+ σ
νSE

2

− 2cov(u, ν)SE 

 

위 관계식에서 σ
νSE

2

와 σ
uSE

2

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른 분산 및 공분산의 값

(σ
YSE

2

, σ
YEE

2

, cov(u, ν)SE)이 주어졌다면 σ
νSE

2

와 σ
uSE

2

는 서로 음의 관계를 갖는다. 즉, σ
νSE

2

가 최소값인 0으로 접근할 때 σ
uSE

2

는 최대가 되고 σ
uSE

2

가 가정에 의해 최저값인 σ
uEE

2

일 

경우 σ
νSE

2

는 최대값이 된다. 따라서 (식 3-13)을 통해 사업소득자의 축소보고율 정보를 

가지는 lnk̅는 σ
νSE

2

= 0의 경우 하한추정치와 σ
uSE

2

= σ
uEE

2

일 경우 상한 추정치를 갖는다. 

이는 식(14)를 통해 잔차 분산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식 3-15)와 같이 표현된다. 

 

식 ３-13 

식 ３-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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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관측되지 않은 정보인 cov(uν)SE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의 경우는 축소

보고와 소득변동성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구간 추정을 실시해 왔으나 

여기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해 동일가구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Between Estimation의 적

용, 소득변동성을 통제한다. 즉, 시간이 충분히 커서 시변동성이 통제된다면 소득변동성

과 축소보고율간의 공분산을 제거하여 lnk̅는 (식 3-16)과 같이 정리된다. 

 

lnk̅ =  
δ

β
+

1

2
(σ

ζSE

2

− σ
ζEE

2

)  

 

시간에 대한 평균값은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소득의 변동성을 제거하고 소득의 변동

성에 따른 축소보고율의 변동도 제거되며 따라서 하나의 추정치 k̅를 얻을 수 있다.  

 

제２항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입자의 기여금 소득탈루 모형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율의 추정은 신규수 & 

홍백의(2014)의 가정에 기반한다.  

우선, 사업소득자와 근로자의 소득 모두 응답한 소득이 실제소득이라고 본 경우와 근

로자의 경우는 응답소득 그대로를 실제소득으로 보나,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소득조사 시 

축소보고 경향을 반영한 추정소득을 실제소득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통계기관 등 조사기관에게 본인의 소득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므로 대체로 조세기관에 신고한 것과 유사하게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으로 알

lnk̅ ∈  [
δ

β
−

1

2
(σ

ζSE

2

− σ
ζEE

2

) − cov(uν)SE,
δ

β
+

1

2
(σ

ζSE

2

− σ
ζEE

2

) + cov(uν)SE]  
식 ３-15 

식 ３-16 



- 95 - 

 

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자료의 납세관련 정보는 이미 드러난 납세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는 점

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국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전병목 & 안종석, 2005, pp. 118-119).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탈세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과 벌금을 피하고자 하는 위

험기피가 존재하여 본인의 납세신고 기준으로 소득을 응답할 유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와 기여금의 납부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며 기여금 탈루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의 선행연구에서도 탈루와 회피

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바라보는 연구 경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축소보고경

향은 소득세를 기준으로만 발생한다고 보며 납세관련 정보와 동일하게 기여금 납부이력 

정보는 실제납부 금액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본다. 

<부록-1>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기준에 따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 후 실제소득(근로자의 경우 보고소득, 사업소득자

의 경우는 보고소득과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월기여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소득을 

산정한다. 즉,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근로개월수로 나누어 2012년 하반기 상하한

(하한 24만원, 상한 389만원)을 반영한 월소득이 법정소득이 된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는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며 

고용주가 나머지 반인 4.5%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를 본인이 모두 납부하

여야 한다. 그런데 재정패널의 작년 월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질

문문항에 이러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9%와 4.5%의 기여금에 대한 응답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소득에 9% 이상이 아닌 경우는 모두 응답한 기여

금에 두 배를 한 금액을 납부기여금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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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득에 보험료율을 반영하고 실제 납부한 기여금과의 차이 여부로 축소납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금 납부금액이 만원 단위로 조사되었고 ±1만원의 오차는 정상으로 간주

하여 실납부보험료와 법정보험료의 차액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축소납으로 정의한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조사응답 축소보고율의 반영여부에 따라 탈루율이 상이해 

지나 사업장가입대상 근로소득자는 재정패널의 조사소득이 세전소득이므로 비과세소득

의 반영여부에 따라 법정소득과 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월비과세 소득을 적용

하지 않은 경우와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 결과를 함께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해진 탈루율을 통해 소득 수준, 소득원, 가입종, 종사상 지위, 학

력 그리고 성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우선, 상이한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른 탈루 유형의 결정요인 즉, 소득미신고의 결정요

인과 소득축소신고의 결정요인을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종속

변수인 비율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적합한 모형을 개발한다.  

위 분석 결과를 반영, 탈루율의 추정은 0에서 1까지 제한된 비율형식의 종속변수이므

로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를 통해 1이라는 미가입의 결정과 0이라는 완전 납

부의 결정 및 탈루율에 각기 작용하는 설명변수에 의한 추정 모형을 구성한다.  

일반선형회귀를 통한 종속비율변수의 추정은 사실 0과 1 사이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비선형의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부 분산(conditional variance)이 양 경계에

서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을 따라 변화하므로 조건부 분산은 반드시 조건부 평

균의 함수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Cook, Kieschnick, & 

McCullough, 2008, pp. 860–861). 따라서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로그변환을 통해 비율을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0과 1의 값은 제외되어 분석되므로 Pap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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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dridge(1993)에서는 0과 1의 정보를 포함한 일반화 선형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
25

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한데 이 모델

을 통해 적합 된 추정치는 0과 1 사이의 값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0과 1의 값이 단순히 센서링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선택에 의한 코너솔루션에 해당할 경우 일반화된 토빗모형(즉, heckit 모델)과 같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며 종속변수가 비율변수인 이 경우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가 사용될 수 있다(Baum & others, 2008, p. 302). 이는 0과 1은 다른 비율값

과 달리 독립변수의 결정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 0과 1에서는 프로빗 모형으로 

0과 1이 될 확률을 추정하고 그 사이의 비율 종속변수는 베타분포를 통해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Ospina & Ferrari(2012, pp. 1610–1611)에서는 이러한 다소 특수한 비율변수의 추정

을 위한 베타회귀모형을 일반화하는데 형상모수 μ 와 ϕ(0< μ<1, ϕ>0)를 가지는 베타 분

포를 B(μ, ϕ)로 표시하고 이는 아래와 같은 밀도함수를 갖는다. 

 

f (y;  μ, ϕ) =
Γ(𝜙)

Γ(𝜇𝜙)Γ((1−𝜇)𝜙)
𝑦𝜇𝜙−1(1 − 𝑦)(1−𝜇)𝜙−1, y ∈(0.1)  

 

여기서 Γ()는 감마 함수를 의미한다. 만약 독립변수 y가 변수 μ 와 ϕ로 표시되는 베

타함수를 따른다면 y의 평균의 기대값 E(y)는 μ, y의 분산의 기대값 Var(y)는 μ(1 − μ)/

                                           

25  일반화 선형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완화해 

Ordinary linear regression 를 보다 유연하게 일반화한 모형으로 종속변수를 연결 함수로 

치환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여기서 종속변수의 분산은 평균에 대한 

지수함수(exponential family function)의 분포를 따른다고 보는데 Papke & Wooldridge(1993)의 

연결함수는 로짓, 분산의 지수함수는 이항분포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식 ３-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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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ϕ + 1)로 표시된다. 베타 분포는 그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 

비율변수를 모형화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0과 1을 포함하는 자료의 경우는 이를 포괄

하지 못하므로 이들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혼합분포를 사용한다.  

 

𝑏𝑖_𝑐 (𝑦;  𝛼, 𝜇, 𝜙) = {
𝛼,                                𝑖𝑓 𝑦 = 𝑐,

(1 − 𝛼)𝑓(𝑦;  𝜇, 𝜙),         𝑖𝑓 𝑦 ∈ (0,1) 
  

  

(식 3-18)의 𝑓(𝑦;  𝜇, 𝜙)은 베타 밀도(beta density)를 의미하고 α는 c가 될 확률을 의

미하는 확률질량(probability mass)이며
26

 α, μ, ϕ를 추정하는 다양한 연계 함수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때 분석자료에 0이나 1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존재하며 α, μ의 추정치에 대

해서 모수들이 선형함수의 관계에 있고 𝜙 에 대해서는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경우 

Ferrari & Cribari-Neto(2004)에서 비율함수 추정을 위해 도출한 베타회귀모델이 된다.  

다시 본 연구에서와 같이 0과 1의 확률을 모두 분석에 반영할 경우 위 일반 모형은 

(식 3-19)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Ospina & Ferrari, 2010).  

    

𝑏𝑖𝑐 (𝑦;  𝛼, γ, 𝜇, 𝜙) = {

𝛼(1 − 𝛾),                                𝑖𝑓 𝑦 = 0,
𝛼𝛾,                                           𝑖𝑓 𝑦 = 1,

(1 − 𝛼)𝑓(𝑦;  𝜇, 𝜙),         𝑖𝑓 𝑦 ∈ (0,1)
  

 

즉, 0과 1의 비율 값이 될 확률은 베르누이 분포로 나머지는 베타분포로 나타나는 혼

                                           

26 독립적인 임의의 변수인 y 의 평균기대치와 분산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y)=αc + (1 − α)μ 

Var(y)=(1-α)
𝜇(1−𝜇)

𝜙+1
+  𝛼(1 − 𝛼)(𝑐 − 𝜇)2 

보다 상세한 도출과정과 특징은 Ferrari & Cribari-Neto(2004), Simas, Barreto-Souza, & 

Rocha(2010), Ospina & Ferrari(2012) 등을 참조. 

식 ３-18 

식 ３-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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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확률 모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𝛼, γ, 𝜇, 𝜙  의 네 모수의 최우함수

(likelihood function)에 대한 적합 연계함수로 이들 확률을 로짓변환한 로그-최우함수

(log-likelihood function)를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 모형을 근거로 탈루율을 추정

하고자 한다.  

 

제３항 가입자의 생애소득 추정 

 

생애소득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하나로 통일된 최정화 모형은 없고 모

형에 사용되는 몇 가지 공통변수와 개별 연구자의 연구목적 및 구성자료의 특성을 고려

하여 추가적인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강성호, 전승훈, et al., 2008, p. 9).  

초기연구에서는 산식의 등급에 따라 상중하의 가상적 대표 가입자를 설정하고 생애 

소득변동이 없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구목적에 따라서 분석

의 편의를 위해 재정추계 시 사용되는 방법과 같이 최종소득이력에 임금상승률을 반영

하여 은퇴시까지 소득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한정림 & 이항석, 2014; 강성호 & 

김준영, 2007; 김준영 & 강성호, 2005; 전병목, 2002).  

Oshio(2002, 2005)는 1996년 일본의 소득재분배에 관한 96년 조사된 횡단면 자료를 

근거로 8개 연령대별 20개 층의 소득구간대의 소득 이행확률의 기대값을 통해 생애 소

득이력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방법론적으로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횡단

자료를 활용할 경우의 주된 문제점은 한 시점에서만 관찰되므로 연령그룹 간 코호트(시

간)효과를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코호트효과 뿐만 아니라 횡단면 자료

에 의한 소득이력 자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직업구성과 노동 수요의 변화 역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Ciani & Morciano, 2011, pp. 3–4). 

따라서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이 패널자료를 통해 연령과 교육 및 경력변수를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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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모형으로 직업 및 가입이력이 없는 현재 이후의 구간의 소득에 대한 추정을 기

여금과 급여를 산출한다. 즉, 단순한 합동회귀(pooled regression)을 사용한 경우(He & 

Sato, 2013; 이만우, 김진영, & 김대철, 2008)도 있고 비모수적으로 이질적인 개인들을 

비슷한 범주로 묶어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의 방법을 사용(한재명, 2005)

한 예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Bosworth, Burtless, & Steuerle (1999)는 미국의 실제 연금소득이력 자료를 통해서 

1931년에서 1960년생 코호트에 대해 상중하의 소득계층별 소득의 증가, 감소, 평탄의 

유형을 구분, 소득이력 패턴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먼저 1996년 횡단면 자료를 통한 연령에 따른 연간 소득의 평균을 통해 구해

지는 곡선과 31년부터 40년 출생 코호트의 패널자료를 통해 넓은 연령 구간별 이차함수

로 구해진 곡선을 구한다. 이 두 곡선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애소득이력으로 인식하고 있

는 젊은 시기 점차 증가하다 중고령기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언덕 모양을 갖는 유

형이다. 단지, 후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 최고소득에 이르는 시기가 전자 보다 조금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뒤에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소득이력곡선은 다양한 경험의 평균에 불과한 것으로 제대로 

전 근로자의 소득이력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즉,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 직

종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연소득 및 이러한 소득의 연간 변화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평균소득을 추정하는 연령 구간 별 계단

함수를 성별 학력별 특성에 따라 고정효과모델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소득이력의 모형을 갖는 미국 국민은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J. R. Brown et al.(2009)과 같은 이후 연구에서는 위 연구 결과를 감안해 연령

에 대한 삼차식의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고 성, 교육수준 등을 연령에 대한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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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근로소득과 자영업의 소득원, 성,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와 같은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고정효과 패널회귀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Yit = α + Xitβ + di + ε
it
  

  

여기서 α는 상수항이며 ε
it
는 오차항이다. Xit는 개인 i의 연령 t년도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들의 벡터이다. 연령, 연령제곱, 연령삼승, 교육수준 그리고 연령과 교육수

준의 상호작용항 등이 X에 포함된다. β는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들이다. di는 개인고정

효과(individual fixed effects)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종속변수 Yit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로그실질근로소득이다.  

 

한편, Coronado et al.(2000)과 우해봉(2011)에서와 같이 실제 보험료 납부이력을 사용

할 경우 소득 상하한으로 발생하는 소득자료의 센서링과 소득이 없는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토빗(Tobit) 모델을 사용한다. 또한 위 J. R. Brown et al.(2009)에서는 고정효과모델

을 통해 추정한 소득이력에 프로빗(Probit) 모델을 통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시기의 

소득이 0인 연도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의 소득은 상하한이 반영되지 않은 소득자료를 통한 추정이 가능하며 

2013년 이전은 실제 소득자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전의 가입자 간 경제활동 시작시기

의 차이와 소득활동 여부는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입기간의 차이는 연도별 소득활동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본 

식 ３-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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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인 탈루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2013년 이후인 분석 코호트의 만 32세와 41세부터 60세 미만의 주 소득활동기

에 대해 탈루로 인한 미가입 기간만을 반영한다. 즉, 소득 활동이 없는 기간이 아닌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미신고의 탈루로 인한 가입자간 가입기간의 차이만을 고려한

다.  

 

제４항 기여금소득 탈루로 인한 분배 영향 비교 

 

1. 분석대상 코호트의 설정 

 

국내 생애소득을 기반으로 국민연금의 세대내 소득재분배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과 자료에 따라 분석대상 연령 cohort가 상이하다.  

단일 코호트를 사용한 경우로 사업장가입자 1세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김준

영 & 강성호(2005)는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하여 유사패널로 구성, 88년 최초 가입자들의 

60세 도달 시까지 가입을 가정한다. 강성호 & 김준영(2007)에서는 2006년 기준 국민연

금 가입자 표본을 대상으로 1999년 4월부터 분석 시점까지는 실제 가입이력 자료를, 이

후는 추정소득을 통해 재분배효과를 지니계수 및 이의 요인분해를 통해 살핀다. 강성호 

외(2008)에서는 2007년 법개정으로 2008년부터 변경 적용될 국민연금법이 소득재분배

와 노동공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분석 대상을 당시 근로연령층인 27세에서 59세

로 한정, 하나의 연령 코호트를 사용한다.  

이외 연구들은 기준 시점부터 출생연도 별로 5년 간격을 하나의 코호트로 여러 세대

를 분석(김상호, 2004b; 김용하 & 석재은, 1999; 전병목, 2002)한 경우가 가장 많고 10년 

간격(안흥순, 2000; 이상은, 2006)으로 나누거나 혹은 중장년(40-59)을 기준으로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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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로 나누기(최병호 & 김태완, 2005)도 한다.   

기준 시점은 연구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국민연금 제도 시작인 88년을 기

준으로 하는 경우와 전국민가입시점인 99년 이후 확보되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하는 두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국내선행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10년 단위의 코호트를 한 세대로 기

준이 되는 연도의 주 근로연령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국외 선행연구의 경

우도 일정하게 정해진 코호트의 구분이 없으나 대체적으로 5에서 10년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루율의 차이가 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재분배의 

영향을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해 전국민가입시인 1999년을 기준으로 전국민가입 1세대인 

만18세이상 27세 미만의 10년 간의 단일 코호트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집단은 2007년 법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2008년 

이후 본격적인 주 노동계층이 되는 만 27세에서 36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대상자의 한

정은 동일한 시대의 경제적 배경과 유사한 연금제도가 적용되는 코호트에 대해서만 분

석, 이들 요인을 통제하고 탈루율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주제의 비교를 가

능하게 해준다. 

특히 이들은 출생 년도 1972년생부터 1981년생으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국민 가

입 시인 99년부터 소득활동을 시작, 사회초기 진입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코호트는 99년 전국민 가입 시기 본격적인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아 당시 주 노동

계층과 달리 99년 이전 사업장 가입이력을 가진 자와 최초 지역가입자가 혼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생애 전반에 걸친 연금제도의 효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탈

루율의 추정에 있어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그 추정 방법을 달리하고 탈루결정요



- 104 - 

 

인의 분석에서도 상이한 특성을 보이므로 이들의 구분은 탈루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전국민 가입 시기 이후에 가입되기 시작한 사업

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비교를 위해 출생 년도 상 분석대상 코호트에 해당하지만 99년 

이전 소득활동의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연금제도 고려 전후 생애소득 산출 

 

본 연구에서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제외한 장수위험에 대한 소득이전인 (완전)노

령연금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개별 소득과 탈루행위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2013년(소득으로는 2007년 2012년)의 조사 자료와 3-2-3에서 

추정된 생애소득을 근거로 연금제도가 고려되기 전의 소득과 고려되었을 경우 생애소득

에 대한 유효누진지수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누진성 변화를 살펴본다.   

 

제도가 고려되기 전 생애경상소득의 산출은 (식 3-21)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즉, i 가

입자의 생애소득의 현가인 PVIi(i′s present value of Income) 는 현재시점 이전의 소득에 

이자율을 반영해주고 현재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는 명목임금상승률과 할인률(이자율)

을 반영해 현가로 환산한 가치이다. 

 

PVIi  =  ∑  Yi
h
t=k ×  ∏ (1 + γ

i
)h

j=t +  ∑ Yih  ×  ∏
(1+π

j
)

(1+γ
j
)

t
j=h+1

R−1
t=h+1   

단, 𝑌𝑖𝑡 : 일정시점 t에서 가입자 i의 소득 

h: 현재 시점, R: 은퇴 시점, k: 최초가입시점,  

π
𝑗
 : j시점의 임금상승률, γ

j
: j시점의 할인율 

 

식 ３-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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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가 고려된 후의 생애소득은 고려 전 생애소득에서 기여금납부 현가를 제외하

고 생애예상연금액의 현가를 합해 구할 수 있다.  

 

(식 3-22) 은 가입기간별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따른 기여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

입자 i의 총납부 기여금 PVCi(i′s present value of contribution)을 나타낸다. 

 

PVCi  =  ∑ Ct
h
t=k  Yit × ∏ (1 + γ

i
)h

j=t +  ∑ CtYih  ×  ∏
(1+π

j
)

(1+γ
j
)

t
j=h+1

R−1
t=h+1   

단, Ct : 일정시점 t에서의 보험료율 

 

이제 마지막으로 생애예상연금액의 현가를 구하기 위해 가입자 i의 수급시기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액을 구한다. (식 3-23)은 국민연금 급여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연금

액(Basic Pension Amount)으로 가입기간 n과 전국민(A) 및 가입자 개인(B)의 소득 수준

에 의해서 결정된다.  

 

BPAi = [2.4(A + 0.75B) × P1 + 1.8(A + B) × P2 + 1.5(A + B) × P3+∝× P4(A + B)] × (1 + 0.05n)  

단, P1= 총 가입기간 중 ’88년부터 ’98년까지 가입기간 비중 

P2= 총 가입기간 중 ’99년부터 ’07년까지 가입기간 비중 

P3= 총 가입기간 중 ’08년 가입기간 비중 

P4= 총 가입기간 중 ’09년 이후 가입기간 비중 

∝= 소득대체율 조정계수로 ‘09년부터 해마다 0.5%p씩 감소, 2028년까지 1.2로 조정. 

n= 20년 초과 연수  

 

가입자(수급자) i의 총 수급연금액을 현재시점으로 환산한 연금현가 BPVi (I’s present 

value of benefit)는 (식 3-24)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３-22 

식 ３-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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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Bi = ∑ BPA × ∏  (1 + Pj) / ∏  (1 + γ
j
)t

j=h+1
t
j=R

D
t=R   

단, Pj : j시점의 물가상승률 

D: 사망시점 

 

기대여명에 따라 향후 수급하게 될 연금액이 결정되는 바, 최근의 국내외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른 기대여명의 차이를 반영하여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

의 경우도 이상은(2006)에서 교육수준을 대리변수로 한 소득에 따른 수명의 차이를 발

견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고령층의 경우 소득의 대리변수

로 교육수준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우해봉(2011), 

한정림 & 이항석(2014)의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가입자도 포

함되어 있는 이 연구에 가입자의 이력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연구(Harris & Sabelhaus, 2005)에서는 장애발생확률 및 장애인의 사

망률 등을 반영하여 사망률이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됨을 입증했고 재분배를 결

정하는 다른 분석방법인 할인율이나 소득의 측정 방법의 선택에 비해 그 정도가 제한적

이며 미약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 통계청 기대여명(<부록-6> 

참조)만을 반영한다.  

또한 산정 시 필요한 A값과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의 거시경제 지표는 2014년 이전은 

실제자료를, 2015년 이후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3)의 재정계산에서 사용된 추정

치를 따른다(<부록 -2> 참조). 여겨서 할인률(이자율)은 임금상승률과 동일하게 반영하

였다.  

  

식 ３-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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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누진성의 측정과 소득분위별 수익비, 순이전 산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한 측정지수로는 연속적인 지수인 

지니지수(Gini Index)와 단절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분위별 수익률이나 수익비 등을 통한 

분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Fullerton & Mast, 2005, pp. 19–20).    

지니계수는 분배상태의 측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이나 연금제

도의 관대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대내 분배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세대간 

분배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atemarco, 2006, p. 2). 또한 분포의 균

등도의 측정에 있어 전체적인 소득의 균등, 불균등도의 측정이 가능하나 재분배의 세부

적인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고소득층의 소

득이 중간계층에게만 가 저소득층에게는 분배효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전체적인 분배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J. R. Brown, Coronado, & Fullerton, 2009, p. 54). 따

라서 소득분위별 수익비나 순이전 등의 지표가 함께 사용하기는 경우도 많다.  

단절적인 분배측정방법인 분위별 지표로는 수익비나 순이전 그리고 내부수익률 등을 

들 수 있다. 내부수익률이란 기여금과 연금급여의 합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의미하는데 

높을수록 유리하다. 할인율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소득의 재분배 측정에서 중요

한 결정요인이나 학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내

부수익률을 통해 분배수준을 측정할 때는 이 할인율을 연구자가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얼만큼의 분배가 이루어졌는지를 단위 화폐를 통해 인지할 수 없다

는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2-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연금-복지모델의 시각으로 순이전을 

중심으로 제도의 분배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수익비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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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지니계수(Gini index)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고자 

한다.  

우선, 지니계수를 활용한 유효누진성지수로,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가 기여금 대상 

소득의 탈루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 본다. 즉, 소득, 성, 연령, 가입종, 학력수

준별에 따른 기여금의 탈루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와 반영하였을 경우 두 지수의 변화

를 분석한다. 

지니계수는 아래와 같이 한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 Δ를 산술평균소득 μ의 두 배

로 나누어 준 산식으로 나타나지는 기수적 불평등도 지수이다(이준구, 1989, pp. 251–

267).   

 

G=
Δ

2μ
 

 

따라서 분모 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 =
1

n(n−1)
∑ ∑ |yi − yj|

n
j=1

n
i=1   

 

만약 극단적으로 어떤 사회의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다른 모든 사

람들의 소득이 0이라면 Δ는 2μ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Δ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으로 이 

경우 지니계수는 1이 된다. 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Δ는 0으

로 지니계수도 0이 된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

록 불평등도가 커지게 된다.  

유효누진성(effective progression)은 아래와 같이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

식 ３-25 

식 ３-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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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초한 것으로 여기서는 Musgrave & Thin(1948)의 측정법을 따른다.  

 

EP=
1−GiniAT

1−GiniBT
   

 

위에서 GiniBT는 연금제도로 인한 이전이 있기 전 소득 분배상태이고 GiniAT는 사회보

험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 이후의 분배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EP의 값이 1보다 크면 

누진적 변화를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역진적 변화를 그리고 1이면 소득이전으로 인한 

누진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Lynn & Don, 2011, p. 5).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니계수를 활용한 이러한 누진성의 측정으로는 구

체적인 분배형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홍백의, 2001, p. 255). 급여액의 

감소로 전체적 소득분배구조는 역진적으로 되더라도 그 내적인 분배형태를 보면 고소득

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전이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유효 누진성의 측정에 이어 소득분위별 순이전(Net Transfer)을 통해 소득계층별 이

전의 정도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순이전은 공적연금의 분배를 보험적 요소를 제외한 순수 이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살

펴보고자 하는 분석 방법으로
27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식 3-24)의 생애수급

                                           

27  그러나 Borsch-Supan & Reil-Held(2001, p. 506)에서의 지적과 같이 순이전과 순수한 

연금보험적인 요소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들은 보험적 요소와 이전적 

요소를 분리함에 있어 순이전을 세가지로 정의,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절대 등가로부터의 

차이(Deviation from Absolute Equivalence)이며 두 번째는 상대적 등가로부터의 차이(Deviation 

from Relative Equivale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의 상실이 없는 수준과의 차이(Concept 

of No Opportunity Costs Foregone)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순이전은 첫 번째의 기준에 따라 기여금과 연금의 현가 차이로 

구해지는데 이는 납부한 기여금의 가치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식 ３-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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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총액의 현가(PVB)에서 (식 3-22)의 납부한 기여금의 현가(PVC)를 뺀 것으로 아래

와 같다. 

 

NT = PVB − PVC  

 

또한 대부분의 연금의 분배관련 연구인 보험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식 3-29)의 수익

비(Benefit-tax Ratio)의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결과의 비교를 위해 동 분석지표를 사용

한 분석도 포함한다. 이는 납부 연금현가 대비 수급한 연금의 현가를 의미한다.  

 

BT=
𝑃𝑉𝐵

𝑃𝑉𝐶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세대내뿐 아니라 세대간 재분배로 인한 이전에도 재분배로 인한 이전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Borsch-Supan & Reil-Held(2001, p. 508)에서는 이를 강한 가정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 등가를 기준으로 한 이전을 구하는데 이는 보다 약한 정의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연금의 보장과 같이 반드시 납부한 기여금의 현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험적 가치는 반드시 이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비례적일 경우 상대적인 

등가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동일한 세대내에서 평균적 수급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 

이전의 정도를 비교하며 따라서 세대간 이전과 세대내 이전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가지 

장점은 유럽국가의 많은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포인트를 통한 급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자와 

납부한 자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공적연금이 강제적 보험제도이므로 만일 사적 보험 

시장에서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률을 보험적 부분으로 간주한다. 즉, 사적시장과 공적제도를 통한 수익률의 차이가 

세금이나 이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방법보다 더 많은 

가정과 정보를 요구한다. 즉, 공적연금은 장애나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자본과 보험시장의 장기간의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은 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식 ３-28 

식 ３-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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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 모형 추정 

 

제１절 사업소득자의 소득조사 시 응답축소보고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루율의 추정 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조사소득을 실제소득으

로 보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조세납부수준으로 축소보고하는 경향을 반영하고자 사업

소득자의 조사응답 시 소득 축소보고율을 추정한다. 여기서는 재정패널의 1차년도의 경

우 노동시간이라는 필요변수가 제한되어 5개년도 자료만을 대상으로 2차부터 6차의 자

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형태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김봉근 외(2008)에서 적용한 

조건과 유사하게 가구주와 배우자 20세 이상 성인이 2명만 존재하는 가구로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을 만 20세 이상 60세미만으로 제한한다. 전자의 제한은 우리나라의 일반

적인 가구형태이며 후자연령 제한은 노인가구와 청소년가구를 제외하기 위함이다. 가구

소득 대비 식비의 비중이 1%미만이거나 99%이상인 비정상적인 가구 및 모든 변수의 무

응답 가구는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 대상 가구는 총 1,849가구에 해당한다. 

엥겔곡선 추정 시 식료품지출비중과 보고소득 간의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2단계 

최소자승(2sls)방식을 사용하며 소득과 소비에서 사업소득자와 근로자 가구간에 분산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추정 시 이분산성을 고려한다. 

사용된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식료품에 영향을 미칠 가구변수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구특성을 <표 4-1>와 같이 반영하였다. 여기서 사업소득 더미는 

Pissarides & Weber(1989)에서와 같이 총가구소득 중 사업소득이 25%를 넘을 경우 사

업소득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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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１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 

회귀식 설 명 변 수 

식 료 품 

지출함수 

로그 식료품/비식료품 cpi비 사업소득 더미, 가구원수, 맞벌이 더미, 취학자녀수, 

미취학자녀수, 시군거주 더미, 주택소유형태, 외식비지출비중 

소득함수 

식료품함수 설명변수들, 가구주연령, 가구주연령제곱, 가구주 교육기간, 배우자 

교육기간, 가구주 근로시간, 배우자근로시간 

 

<표 4-2>은 분석 대상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대상 가구는 평균연령 만44

세의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 평균적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 2인

과 자녀 1-2명을 둔 가정이다.  

이들 가구의 대부분은 시지역의 자가(63%)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은 414만

원, 중위수 가구의 월소득은 35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35%의 가구가 맞벌이 가구로, 

이중 사업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32%에 해당한다.  

 

표 ４-２ 재정패널 2-6차 사업소득자 소득탈루율 추정 변수 기술통계 

변수 Mean Std. Dev 최소 최대 

가구원 수 3.71 0.79 1 7 

미취학아동 0.36 0.67 0 4 

취학아동 0.91 0.92 0 4 

맞벌이더미a 0.35 0.48 0 1 

시군거주더미b 0.06 0.23 0 1 

주택거주형태c 0.63 0.48 0 1 

가구주연령 44.72 7.35 20 60 

가구주교육기간 13.97 2.61 0 21 

가구주근로시간 2,304.78 692 0 5,712 

배우자교육기간 13.19 2.47 0 21 

배우자근로시간 782.94 1,102 0 5,376 

식료품비비중 0.23 0.12 0.02 2.78 

로그실질 가구총월소득 5.83 0.62 1.93 9.03 

사업소득자 비중 0.32 0.47 0 1 

표본크기(연)   9,24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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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가구 해당 시 1, 비해당 시 0 
2. 시군거주 여부 시지역 0, 군지역 1 
3. 주택거주형태 자가1, 기타 0 

 

표 ４-３ 식료품 엥겔곡선(1)과 소득함수(2)의 추정 

변수 
(1) (2) 

식비비중 로그실질가구소득 

   

로그 식료/비식료 cpi차 -0.0636 6.354** 
 (0.384) (2.718) 

사업소득자더미 -0.0157*** -0.128*** 
 (0.00408) (0.0226) 

외식비비중 0.435*** 1.725*** 
 (0.0532) (0.298) 

가구원수 0.00162 0.0744*** 
 (0.00279) (0.0160) 

맞벌이여부 -0.0240*** 0.211** 
 (0.00480) (0.0936) 

미취학아동 0.00442 -0.0930*** 
 (0.00380) (0.0325) 

취학아동 0.00574* -0.0280 
 (0.00301) (0.0250) 

주택거주형태 자가 0.000369 -0.0966*** 
 (0.00220) (0.0120) 

시군더미 -0.0304*** -0.00235 
 (0.00778) (0.0544) 

가구주연령  0.110*** 
  (0.0200) 

가구주연령제곱  -0.00116*** 
  (0.000235) 

가구주근로시간  2.57e-05 
  (2.24e-05) 

배우자근로시간  -2.84e-05 
  (4.19e-05) 

가구주교육연수  0.0576*** 
  (0.00586) 

배우자교육연수  0.0494*** 
  (0.00648) 

로그실질가구소득 -0.0541***  
 (0.00740)  

Constant 0.677*** 4.095*** 
 (0.0686) (0.438) 

Observations 9,245 9,245 
R squared  0.320 

가구 수 1,849 1,84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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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 (1)은 이들 분석대상 집단에 대한 식료품엥겔곡선의 추정결과이며 (2)는 

보고소득에 대한 1단계추정 결과이다. 

우선, (1)의 식료품엥겔곡선의 추정식에서 로그실질소득(-0.0541)이 증가할수록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엥겔곡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심 변수인 사업소득더미의 경우 계수의 방향이 음수(-0.0157)로 사업소득자가구가 

근로자에 비해 식료품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해 제약조건 하에서 같은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자사업소득의 엥겔곡선이 

근로자의 경우보다 낮게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 축소보고의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비함수의 형태와 분석조건이 상이하므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 사용한 기타 설명변

수의 결과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려우나 식비비중의 소비함수에서 아동수의 

경우 유의미하게 식비비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취학아동수는 가구

지출 중 식비비중을 유의미한 양의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로그식비의 소비함수에서 맞벌이더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분석되지 않

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방향은 일치 즉, 맞벌이 부부일수록 

식료품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다. 또한 로그식비의 소비함수의 경우 가구수가 증

가하면 유의미하게 식비도 증가하나 식비비중이 종속변수인 본 연구에서는 가구수의 증

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지역더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방향과 유의미성이 일

치하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시보다 군지역의 경우 유의미하게 식료품 지출비율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실질소득의 추정식(2)에서는 외식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주거

형태에서 자가의 경우, 부부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동일한 제

약하에 실질소득이 높게 추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추정함수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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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징인 연령에 비례, 연령제곱에 반비례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특

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경우는 로그소득이 단순히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축소정보를 갖는 (식 3-16)에서 는 <표 4-3>의 분석(1)의 사업소득자변수의 추

정계수를 로그실질가구소득 추정계수로 나눈 값인 와 분석(2) 소득추정식에서 사업소

득자와 근로자 각각 잔차의 분산정보를 통해 구해진 을 통해 구할 수 있

다. <표 4-4>은 추정치의 요약값과 사업소득자가구의 평균 소득축소보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４-４ 재정패널 2-6차 자료를 통한 사업소득자의 소득탈루율 추정치 요약 

  

 

   

평균소득 

축소보고율  

1-1/   

평균소득

보고율 

-0.054 -0.015 0.29 0.310 0.298 1.35 25.92% 74.08% 

 

사업소득자더미 계수와 실질소득계수의 비인 는 김봉근 외(2008)의 0.33에 비해 다

소 적은 0.29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와 근로자의 집단별 소득추정식 잔차의 분산 차로 

구해지는 도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사업소득자의 소득 잔차의 분산

 과 근로자 소득곡선 잔차의 분산  은 2008년도 선행연구에서 각각 0.59, 

0.44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 0.310과 0.298로 낮게 나타났으며 두 분산의 차이도 적

다. 이는 선행연구의 분석대상인 노동패널에 비해 재정패널의 소득분산 및 근로자집단과 

사업소득자집단의 소득분산의 차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etween Estim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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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잔차는 시간에 따른 소득변동성을 제거하므로 이는 항상소득의 집단간의 소득변동

성의 차이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3-16)의 축소보고 정보를 가지는 의 추정은 엥겔곡선의 

사업소득자 더미 계수가 갖는 정보 와 로그실질소득계수  및 두 집단간 소득곡선추정

식 잔차의 분산정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정의에 의해 실제소득 y는 보고소득인 에 

를 곱해 구해진다. 따라서 평균소득축소보고율은 1-1/  이며 여기서는 25.92%에 해

당한다. 

이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노동패널(2000~2005)을 사용한 김봉근 외(2008)의 33.2%

보다 낮은 수치이며 사업소득자와 근로자 집단의 소득잔차의 분산차가 선행연구에 비해 

작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함수(역소비함수)를 통한 성명재(2008)의 

추정치인 소득보고율 80%대와 비교할 경우 축소보고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유사한 

소비함수를 활용하였으나 소득변동성과 축소보고의 행태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 박명

호(2010)의 연구에서 축소보고율 중앙값인 2006년 28.7%, 2007년 23.8%, 2008년 24.3%

와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적으로 사업소득자의 항상소

득이 보고소득의 약 1.35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 분석 시 축소보고율을 

반영한 경우 소득은 보고소득에 대해 1.35배를 한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탈루율을 추정

한다. 

 

제２절 분석대상 특성과 가입현황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근거로 당해 년도 기여금이 책정되므로 가입대상자의 기여

금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입이력 자료와 가입이력 자료의 전년도 소득자료의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패널 2012년 5차 소득자료와 2013년 6차 국민연금가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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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분석대상자 중에서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총 3,993명에 

해당한다.
28

 이들은 가입연령 중 부과대상소득을 갖고 타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

며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아닌 자들이다. 또한 이러한 가입조건을 갖춘 자들 중 2011년인 

전년도에 신규로 다른 사업장에 가입하거나 지역가입자의 대상이 된 경우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신규 가입자들은 확정된 소득이 아닌 가입 초기 임의의 소득에 근거해 기여금이 

책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상여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

우가 많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 초기로 연간 사업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워 가입자 평

균소득 수준 이상의 임의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6차 직업이력 자료

에서 5차 2012년 기준 작년 소득에 해당하는 2011년에 새로운 사업장에 가입한 경우와 

사업소득이 발생한 가입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４-５ 재정패널 5-6차 기준 2012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해당자(명) 비율(%)  

전체 총대상자 3,558 100  

가입종 

사업장 1,941 54.55  

지역 686 19.28  

미가입 912 25.63  

임의 19 0.53  

성별 
남 2,391 67.20  

녀 1,167 32.80  

신고소득 

(가입자에 

한함) 

38.5 만원 미만 21 0.79  

38.5 만원 이상 88.5 만원 미만 187 7.07  

88.5 만원 이상 171 만원 미만 890 33.64  

171 만원 이상 287 만원 미만  727 27.48  

287 만원 이상 821 31.03  

                                           

28  가입대상자(4,192 명) 중 소득 금액 및 종사 개월 수, 종사상 지위, 기여금 납부내역의 

무응답자와 종사상 지위에서 무급가족봉사자와 가입하한 월 24 만원 미만자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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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10 대 

60 대 제외 

가입자에 한함 

20 대 233 8.81  

30 대 766 28.95  

40 대 973 36.77  

50 대 674 25.47  

 

표 ４-６ 2012년 국민연금 가입현황(국민연금통계월보) 

단위 (명) 

구    분 해당자(명) 비율(%) 

전체 총가입자 20,240,484 100 

가입종 

사업장 11,464,198 56.64 

지역신고 3,903,217 19.28 

납부예외 4,665,179 23.05 

임의 207,890 1.03 

성별 
남 11,800,029 58.30 

녀 8,440,455 41.70 

신고소득 

(소득신고자에 

한함) 

38.5 만원 미만      106,431  0.68 

38.5 만원 이상 88.5 만원 미만    2,078,106  13.27 

88.5 만원 이상 171 만원 미만    6,460,634  41.25 

171 만원 이상 287 만원 미만     3,119,344  19.91 

287 만원 이상    3,626,411  23.15 

연령((10 대 60 대 

제외 가입자에 

한함) 

20 대    2,293,620  14.81 

30 대    2,160,804  13.96 

40 대    4,789,301  30.93 

50 대    4,085,194  26.39 

 

<표 4-5>는 재정패널 5-6차 기준 분석 대상자의 2012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의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입종별로 비교해보면 사업장 가입자가 54.55%, 지역가입

자가 19.28%, 임의가입자가 0.53%에 해당하며 분석대상자 전체에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미가입자는 25.63%에 해당한다. 이를 <표 4-6>의 공적자료 상의 2012년 국민연

금 가입현황과 비교해 볼 때 미가입 분류 대상자를 납부예외자로 볼 경우 사업장 가입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비율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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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상 분석대상자 중 대다수가 공적자료 상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소득을 신

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아 미가입이라고 응답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5> 상 가입자로 응답한 대상자의 신고소득과 <표 4-6>의 2012년 국민연금 가

입자의 신고소득의 소득대별 분포의 패턴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는 조사 자료

의 경우 20대의 비율이 실제 공적자료에 비해 낮으나 2-30대와, 40대 50대로 구분할 경

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표 4-7>은 재정패널 5-6차 기준의 2012년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구성을 나타내고 있

다. 근로소득자의 비중(76.91%)이 사업소득자(23.09%)에 비해 3.3배 높으며 임금근로자

의 대부분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의 대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４-７ 재정패널 5-6차 기준 2012년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구성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  구성비 

전체 소득신고자 2,646 100.00 

소득원 
근로소득자 2,035 76.91 

사업소득자 611 23.09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상용직 1,817 68.67 

(임금 근로자)임시직 153 5.78 

(임금 근로자)일용직 50 1.8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79 18.10 

고용원을 둔 사업주 147 5.56 

교육 수준 

초등학교 43 1.63 

중학교 117 4.42 

고등학교 946 35.75 

전문대학교 364 13.76 

대학교 1,053 39.80 

대학원 석사 105 3.97 

대학원 박사 18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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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자 1,864 70.45 

여자 782 29.55 

상하한이 반영되지 

않은 납부대상 소득 

(근로 혹은 사업소득의 

분위별 연평균) 

(952 만원) 1 분위 427 16.14 

(1,787 만원) 2 분위 438 16.55 

(2,595 만원) 3 분위 558 21.09 

(3,787 만원) 4 분위 593 22.41 

(7,619 만원) 5 분위 630 23.81 

 

조사대상자의 57.3%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한이 반영되지 않은 

근로 혹은 사업소득의 평균은 3,274만원이며 중위수는 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8>은 재정패널 자료상 가입대상자의 가입현황(소득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

석대상자 중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2,646명으로 74.37%의 가입률을 보인

다. 

본 자료상 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의 비율은 25.63%

에 해당한다. 이는 동일자료를 사용하였으나 2011년 신규가입자에 대한 통제가 없었던 

신규수 & 홍백의(2014)의 29.07%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이며 이전의 선행연구에 비해

서도 낮은 비율로 볼 수 있다. 최현수(2002, pp. 231-234)에서는 가입대상자 중 미가입 

납부예외자가 27.5%, 석재은(2003, p.293)의 경우는 36.1%라고 보고 있다. 복지패널의 

자료를 사용한 구인회 & 백학영(2008, pp.182-183)에서는 1차자료를 기준으로 가입대상

자 중 29.2%가 미가입, 납부예외, 미납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상진(2009, 

p.16)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해 미가입과 미납자가 32.7%라고 언급하고 있다. 

소득원별로 볼 때 근로소득자(79.65%)의 경우 사업소득자(60.92%)에 비해 18.73% 정

도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원의 구분은 국민

연금의 가입종에서 대체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 중에서도 일부 가입대상자는 종사상지위의 응답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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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91.49%, 임시직 45.4%, 일용직 

23.92%의 순이다. 또한 피고용자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는 83.52%에 해당하나 피고용인

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56.35%로 전자에 비해 낮은 가입률을 보인다. 따라서 임시, 

일용직의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소득자들보다도 높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공적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사회

보험공단의 가입안내를 여러 차례 받으나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사용자가 사업비로 임금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적기관에서 소득활동사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가입률은 일관된 성향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교육수준에서는 대

학교에서 대학원 석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교육기간이 증가할수록 가입률이 증가

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상하한이 반영되지 않은 법정 납부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가입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

우 대체로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은 낮은 이유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정요인 로짓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４-８ 재정패널 6차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특성과 소득신고율(5차 소득자료 기준) 

단위 (명) 

구    분 가입 미가입 전체 가입률(%) 

전  체  2,646 912 3,558 74.37 

소득원 
근로소득자 2,035 520 2,555 79.65 

사업소득자 611 392 1,003 60.92 

종사상 

지  위 

(임금 근로자)상용직  1,817 169 1,986 91.49 

(임금 근로자)임시직 153 184 337 45.40 

(임금 근로자)일용직 50 159 209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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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79 371 850 56.35 

고용원을 둔 사업주 147 29 176 83.52 

연  령 

20 대 233 96 329 70.82 

30 대 766 165 931 82.28 

40 대 973 342 1,315 73.99 

50 대 674 309 983 68.57 

교육수준 

안받았음(미취학 포함) 0 4 4 0.00 

초등학교 43 57 100 43.00 

중학교 117 120 237 49.37 

고등학교 946 434 1,380 68.55 

전문대학교 364 72 436 83.49 

대학교 1,053 199 1,252 84.11 

대학원 석사 105 23 128 82.03 

대학원 박사 18 3 21 85.71 

성별 
남자 1,864 527 2,391 77.96 

여자 782 385 1,167 67.01 

전체소득 

(분위별  

연평균 

 소 득) 

(949 만원) 1 분위  396 348 744 53.23 

(1,798 만원) 2 분위 459 221 680 67.50 

(2,601 만원) 3 분위 548 163 711 77.07 

(3,799 만원) 4 분위 601 111 712 84.41 

(7,691 만원) 5 분위 642 69 711 90.30 

 

다음의 제 3절에서는 위 분석 대상자에 대한 개별 탈루 유형 및 결정요인의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2012년 기준, 상이한 경제사회지위에 따른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탈루 

행위의 모형 설계를 위한 선행적인 단계로 이들 행위의 기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제３절 개별탈루율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소득 대비 탈루기여금 대상 소득으로 정의된 기여금의 탈

루율은 가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와 개별 대상자 탈루율의 평균값과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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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신규수 & 홍백의(2014)에서는 대상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 탈루율을 추정한 바 전년도 

신규가입자들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체 탈

루율이 비과세 30만원을 가정했을 경우 18.45%에 해당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7.4%

로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29

 반면, 사업소득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56.35%, 반영할 경우 

61.6%로 선행연구의 56.41%, 61.03%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

업소득자의 경우 초기 임의로 정해진 사업소득에 대한 큰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기여금

이 책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표 ４-９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전체 탈루율 

단위 (만원, %) 

  근로소득자 비과세 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구   분 
대상자 
수(명) 

미반영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대상자 
수(명) 

미반영 반영 

탈루소득 2,555 119,279 109,874 101,416 93,696 1,003 122,617 159,859 

상하한 반영 

법정소득 
 599,019 578,982 558,810 538,585  217,588 259,510 

탈루율(%)  19.91 18.98 18.15 17.4  56.35 61.6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개별 탈루 행위로 인한 개별 가입자의 연금 

및 생애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개별 탈루율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우선, 탈루의 유형으로 소득미신고의 결정요인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소득축소신고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 제 3항에서는 소득축소신고자인 가입자 탈루율과 전체탈루

                                           

29 동 연구에서는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21.4%, 10 만원 20.3%, 20 만원 19.32%에 

해당하여 본 연구결과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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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분석한다. 전체 탈루율은 소득미신고 유형의 탈루를 탈루율 100%로 보고 성실납부

자의 탈루율을 0%로 보았을 경우 가입대상자 전체의 개별 탈루율을 의미한다. 

 

제１항 소득신고 결정요인 

 

<표 4-10>에서는 위에서 본 가입대상자의 특성에 더해 배우자 유무, 가구주 여부 그

리고 18세 미만 자녀수를 포함한 설명요인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성별 로짓분석 결과이

다. 여기서 16개 시도는 지역별로 상이한 가처분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통제변수이

다.   

근로소득자 전체적으로 볼 때 로그법정소득과 연령 그리고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가

입률은 증가하고 있어 선행연구
30

의 결과와 일치한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다른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미가입, 미신고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 분리해서 분석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데 즉, 여성의 경우 가입결정은 연령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도 방향은 동일하나 배우자 유무나 가구주 여부 및 

교육연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30  김상진(2008, p24)에서는 기여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연령, 성별(상이한 방향 있음),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동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의 회피(미가입의 결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경우 보다 가입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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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１０ 근로소득자 전체 남녀별 소득신고 결정요인 

 (1) 전체 (2) 남성 (3) 여성 

독립변수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로그  2.747 1.010*** 2.943 1.079*** 2.763 1.016*** 

법정소득  (0.128)  (0.179)  (0.217) 

연령 1.176 0.162** 1.188 0.172*  0.0894 

  (0.0638)  (0.0987)  (0.0939) 

연령 제곱 0.998 -0.00214*** 0.998 -0.00244**  -0.000897 

  (0.000756)  (0.00114)  (0.00114) 

배우자 유 0.699 -0.358**  -0.238  -0.262 

  (0.181)  (0.285)  (0.302) 

가구주   -0.326**  -0.238  -0.514* 

  (0.147)  (0.300)  (0.271) 

교육연수 1.066 0.0637**  0.0557 1.125 0.118*** 

  (0.0265)  (0.0358)  (0.0444) 

18 세 미만   0.0638  0.0923  0.0839 

자녀수  (0.0859)  (0.119)  (0.131) 

경북  -0.407 0.355 -1.035**  0.294 

  (0.321)  (0.413)  (0.496) 

(임금 근로자) 0.115 -2.160*** 0.097 -2.330*** 0.135 -2.004*** 

임시직  (0.148)  (0.211)  (0.220) 

       

(임금 근로자) 0.050 -2.993*** 0.042 -3.178*** 0.065 -2.737*** 

일용직  (0.198)  (0.256)  (0.342) 

       

고용원이 없는  0.296 -1.219**  -0.404 0.048 -3.033*** 

자영업자  (0.528)  (0.671)  (1.001) 

       

Constant  -6.388***  -6.459***  -6.488*** 

  (1.470)  (2.192)  (2.158) 

       

Observations
1
  2,552  1,691  861 

LR chi2(24)   855.10  566.66  287.01 

Prob > chi2  0.000  0.000  0.000 

Pseudo R2  0.3314  0.3702  0.283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1. 고용주 3 명이 제외됨 

 

<표 4-11>은 사업소득자 전체, 남녀별 소득신고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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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소득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

는 <표 4-12>의 응답축소보고율을 반영한 경우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가구주여부에서도 유의미한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가

구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가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

서는 가구주일 경우 가입을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8세미만의 자녀수도 유무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무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미신고의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가입 확률

은 더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표 ４-１１ 사업소득자 전체 남녀별 소득신고 결정요인 

 (1)  전체 (2) 남성 (3) 여성 

독립변수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로그   0.0859  0.151  0.133 

법정소득  (0.102)  (0.130)  (0.191) 

연령 1.269 0.238** 1.412 0.345***  0.0190 

  (0.0962)  (0.130)  (0.164) 

연령 제곱 0.997 -0.00274** 0.996 -0.00400***  -3.92e-05 

  (0.00107)  (0.00143)  (0.00187) 

배우자 유무 0.455 -0.788***  -0.364 0.243 -1.412*** 

  (0.227)  (0.333)  (0.495) 

가구주 여부 1.627 0.486*** 2.309 0.837* 2.118 0.750* 

  (0.166)  (0.440)  (0.452) 

교육연수 1.121 0.115*** 1.134 0.126*** 1.133 0.125** 

  (0.0298)  (0.0368)  (0.0567) 

18 세 미만  0.748 -0.291*** 0.750 -0.287** 0.704 -0.351* 

자녀수  (0.0929)  (0.113)  (0.181) 

부산  0.874***  0.637* 4.117 1.415*** 

  (0.311)  (0.383)  (0.538) 

강원  0.807* 3.384 1.219*  0.465 

  (0.461)  (0.724)  (0.635) 

충북  0.819* 3.856 1.350**  -1.245 

  (0.436)  (0.546)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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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을 둔  3.338 1.205*** 2.511 0.921*** 15.106 2.715*** 

사업주  (0.228)  (0.249)  (0.783) 

Constant  -6.860***  -9.910***  -2.882 

  (2.158)  (2.872)  (3.631) 

       

Observations  1,003  697  306 

LR chi2(22)  70.08  58.56  56.43 

Prob > chi2  0.000  0.000  0.000 

Pseudo R2  0.1003  0.1063  0.133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표 4-12>는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했을 경우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 결정 요

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의 방향은 양이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여

성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수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타 다른 

변수는 유의미한 방향은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하다.  

 

표 ４-１２ 사업소득자 전체 남녀별 소득신고 결정 요인(응답축소보고 반영) 

 (1) 전체 (2) 남성 (3) 여성 

독립변수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로그 법정소득   0.0802  0.133  0.162 

(응답축소 반영)  (0.111)  (0.145)  (0.200) 

연령 1.271 0.240** 1.`142 0.351***  0.0196 

  (0.0961)  (0.130)  (0.164) 

연령 제곱 .997 -0.00276** 0.996 -0.00406***  -4.42e-05 

  (0.00107)  (0.00143)  (0.00187) 

배우자 유무 0.452 -0.794***  -0.377 0.242 -1.417*** 

  (0.226)  (0.332)  (0.496) 

가구주 여부 1.639 0.494*** 2.318 0.841* 2.115 0.749* 

  (0.165)  (0.439)  (0.452) 

교육연수 1.122 0.115*** 1.136 0.127*** 1.133 0.125** 

  (0.0297)  (0.0367)  (0.0567) 

18 세 미만  0.747 -0.291*** 0.749 -0.289**  -0.351* 

자녀수  (0.0929)  (0.113)  (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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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390 0.871***  0.629 4.123 1.417*** 

  (0.311)  (0.383)  (0.538) 

강원 2.236 0.805* 3.33 1.203*  0.461 

  (0.461)  (0.724)  (0.635) 

충북 2.266 0.818* 3.84 1.346**  -1.259 

  (0.436)  (0.546)  (1.200) 

고용원을 둔 3.362 1.213*** 2.553 0.937*** 1.784 2.721*** 

사업주  (0.228)  (0.248)  (0.784) 

Constant  -6.894***  -9.972***  -3.077 

  (2.176)  (2.890)  (3.663) 

       

Observations  1,003  697  306 

LR chi2(22)  70.08  76.27  56.66 

Prob > chi2  0.000  0.000  0.000 

Pseudo R2  0.1006  0.1064  0.133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위의 분석을 통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가입 시 서로 다른 

결정요인이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원 별 소득신고율의 차이는 조세당

국과 사회보장기관의 소득파악의 수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즉, 그 방향은 동일하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증가하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통계적 유

의미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가구주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입 취득 시 당연가입을 

하게 되나 대체로 지역가입자가 많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납부여부와는 무관하나 가구 내 적어도 1인은 당연가입을 해야 하므로 가구주의 경우 

가입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18세 미만 자녀 수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업

소득자의 경우 유의미한 것은 가입, 납부에서 가구의 소득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

시한다고 보여진다. 즉, 소득파악 수준이 낮아 가구 소득 여건에 따라 가입, 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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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교육비 등 지출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신고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２항 소득축소신고 결정요인  

 

<표 4-13>에서는 비과세 기준에 따른 근로소득자 중 성실납부자 즉, 기여금의 탈루가 

없는(탈루율 0)인 대상자수이다. 당연히 비과세의 가정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 수는 감

소하며 근로자들의 경우 기여금 책정 대상 소득이 조사된 보고소득에서 월 30만원 정도

이라고 가정할 경우 성실납부자는 가입대상자 전체 2,035명중 1,655명에 해당하는 

81.33%에 해당한다.   

 

표 ４-１３ 재정패널 5-6차 기준 근로소득자 중 성실납부자 현황 

단위 (명) 

비과세(만원) 구분 성실납부자 가입자 수 성실납부 비중(%) 

0 1,406 2,035 69.09 

10 1,515 2,035 74.45 

20 1,608 2,035 79.02 

30 1,655 2,035 81.33 

 

<표 4-14>은 비과세 2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자들 중 성실납부자들의 구

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가입 시에는 여성의 경우 가입률이 낮으나 성실납부의 경우 여성의 비중

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입률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나 성실납부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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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교육수준의 경우 대체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성실납부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가입종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자 중 지역가입의 경우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성실

납부율이 2.7배나 높다. 이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여금의 반을 사업장에서 부담하여 

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소득의 9%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대개 이

들의 경우 저소득의 임시,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예상된다.  

  

표 ４-１４ 비과세 20만원 기준 근로소득자 중 성실납부자 구성 

단위 (명) 

구    분 성실납부자 가입자 수 
성실납부 
비중(%) 

성실납부자중 
구성비(%) 

성별  
남자 1,082 1,410 76.74 67.29 

여자 526 625 84.16 32.71 

종사상 
지 위

a
 

(임금 근로자)상용직 1,474 1,817 81.12 91.67 

(임금 근로자)임시직 107 153 69.93 6.65 

(임금 근로자)일용직 20 50 40 1.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 12 41.67 0.31 

고용원을 둔 사업주 2 3 66.67 0.12 

연  령   

20 대 174 218 79.82 10.82 

30 대 525 678 77.43 32.65 

40 대 571 712 80.2 35.51 

50 대 338 427 79.16 21.02 

교육수준 

초등학교 26 31 83.87 1.62 

중학교 59 77 76.62 3.67 

고등학교 516 666 77.48 32.09 

전문대학교 242 303 79.87 15.05 

대학교 679 851 79.79 42.23 

대학원 석사 74 91 81.32 4.6 

대학원 박사 12 16 75 0.75 

가입종 
사업장 1,565 1,898 82.46 97.33 

지역 39 128 30.47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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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4 9 44.44 0.25 

상하한 
반영되지 

않은 소득 
(분위별 
연평균) 

(952 만원) 1 분위 263 274 95.99 16.36 

(1,787 만원) 2 분위 297 356 83.43 18.47 

(2,595 만원) 3 분위 331 431 76.8 20.58 

(3,787 만원) 4 분위 332 479 69.31 20.65 

(7,619 만원) 5 분위 385 495 77.78 23.94 

a.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에도 본인의 종사상 지위를 사업소득자나 고용주로 응답한 경우 

대상자 15 명을 포함  

 

다음으로 <표 4-15>는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 경향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성실

납부자 현황이다. 성실납부자의 비중은 35%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성별, 소득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가입 시와는 반대

로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보다 성실납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이 

낮아 가입이 어려우나 일단 제도의 장점을 수용해 가입한 대상자들의 경우는 소득 수준

에 맞추어서 기여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４-１５ 재정패널 5-6차 기준 응답축소 미반영 시 사업소득자 중 성실납부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성실납부자 가입자 수 
성실납부 
비중(%) 

성실납부자중 
구성비(%) 

전  체  217 611 35.52 100 

성  별   
남자 138 454 30.4 63.59 

여자 79 157 50.32 36.41 

종사상 
지 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2 467 36.83 79.26 

고용원을 둔 사업주 45 144 31.25 20.74 

연령대  

20 대 7 15 46.67 3.23 

30 대 33 88 37.5 15.21 

40 대 89 261 34.1 41.01 

50 대 88 247 35.63 40.55 

 
교육수준 

초등학교 5 12 41.67 2.3 

중학교 13 40 32.5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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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01 280 36.07 46.54 

전문대학교 24 61 39.34 11.06 

대학교 68 202 33.66 31.34 

대학원 석사 6 14 42.86 2.76 

대학원 박사 0 2 0 0 

가입종 

사업장 28 43 65.12 12.9 

지역 185 558 33.15 85.25 

임의 4 10 40 1.84 

상하한 
반영되지 
않은 소득 

(분위별 
연평균) 

(952 만원) 1 분위 135 153 88.24 62.21 

(1,787 만원) 2 분위 27 82 32.93 12.44 

(2,595 만원) 3 분위 21 127 16.54 9.68 

(3,787 만원) 4 분위 13 114 11.4 5.99 

(7,619 만원) 5 분위 21 135 15.56 9.68 

 

연령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성실납부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교육수준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성실납부가능성이 증가하는 근

로소득자와 다르게 일정한 성향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고용주에 비해 성실납부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가입률의 경향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별 가입

률 및 성실납부율의 관계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 및 성실납부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입종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가입자의 성실납부 비중이 더 높은데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의 성실납부 비중의 차이는 약 2배정도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6>은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 경향을 반영했을 경우 성실납부자 현황을 나

타내고 있다. 성실납부자의 비중은 35%에서 22,26%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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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１６ 재정패널 5-6차 기준 응답축소 반영 시 사업소득자 중 성실납부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성실납부자 가입자 수 
성실납부 

비중 
성실납부자
중 구성비 

전  체  136 611 22.26 100 

성  별 
 

남자 79 455 17.36 58.09 

여자 57 157 36.31 41.91 

종사상 
지  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4 468 22.22 76.47 

고용원을 둔 사업주 32 144 22.22 23.53 

 
연  령 

20 대 4 15 26.67 2.94 

30 대 22 88 25 16.18 

40 대 59 261 22.61 43.38 

50 대 51 248 20.56 37.5 

 
교육수준 

초등학교 3 12 25 2.21 

중학교 7 40 17.5 5.15 

고등학교 62 281 22.06 45.59 

전문대학교 15 61 24.59 11.03 

대학교 45 202 22.28 33.09 

대학원 석사 4 14 28.57 2.94 

대학원 박사 0 2 0 0 

 
가입종 

사업장 16 43 37.21 11.76 

지역 117 559 20.93 86.03 

임의 3 10 30 2.21 

상하한 
반영되지 
않은 소득 

(분위별 
연평균) 

(952 만원) 1 분위 103 153 67.32 75.74 

(1,787 만원) 2 분위 5 82 6.1 3.68 

(2,595 만원) 3 분위 3 127 2.36 2.21 

(3,787 만원) 4 분위 4 114 3.51 2.94 

(7,619 만원) 5 분위 21 135 15.56 15.44 

 

성별 납부 특성은 위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우 보다 성

실납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즉, 1분위의 경우 성실납부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소득에 따른 일관된 차이는 없어진다.   

연령, 소득도 위 결과들과 유사하나 종사상 지위에서의 차이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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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가입종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의 성실납부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표 ４-１７ 근로소득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 결정요인 

 비 과 세 

독립변수 (1) 미반영 (2) 10 만원 (3) 20 만원 (4) 30 만원 

     

연령 -0.144*** -0.126** -0.147** -0.162*** 

 (0.0550) (0.0575) (0.0602) (0.0626) 
연령 제곱 0.00153** 0.00141** 0.00173** 0.00196*** 

 (0.000651) (0.000679) (0.000710) (0.000736) 
여성 -0.539*** -0.666*** -0.913*** -1.088*** 

 (0.149) (0.158) (0.170) (0.180) 
배우자 유무 -0.0382 -0.0638 -0.189 -0.141 

 (0.152) (0.159) (0.168) (0.175) 

가구주 여부 -0.144 -0.0740 -0.0642 -0.124 

 (0.149) (0.157) (0.166) (0.174) 
교육연수 -0.0787*** -0.0616*** -0.0627*** -0.0510** 

 (0.0214) (0.0222) (0.0231) (0.0238) 
18 세 미만 -0.0820 -0.106 -0.0869 -0.0915 

자녀수 (0.0642) (0.0674) (0.0708) (0.0733) 
광주 0.598** 0.506* 0.456 0.261 

 (0.270) (0.280) (0.294) (0.310) 

충남 -0.324 -0.619** -0.895*** -0.816** 

 (0.273) (0.305) (0.347) (0.351) 

경북 0.761*** 0.767*** 0.465* 0.558** 

 (0.255) (0.260) (0.274) (0.278) 

(임금 근로자) 1.652*** 1.812*** 1.826*** 1.959*** 

임시직 (0.162) (0.164) (0.166) (0.170) 
     

(임금 근로자) 3.061*** 3.238*** 3.338*** 3.402*** 

일용직 (0.282) (0.279) (0.275) (0.270) 
     

고용원이 없는 2.282*** 2.125*** 2.360*** 2.490*** 
자영업자 (0.625) (0.587) (0.596) (0.601) 

     

고용원을 둔 0.755 1.080 1.415 1.519 

사업주 (1.251) (1.250) (1.264) (1.278) 

     

로그 0.814***    

법정소득 (0.120)    
     

비과세 10  0.740***   
로그 법정소득  (0.116)   

     

비과세 20   0.729***  
로그 법정소득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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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30    0.704*** 

로그 법정소득    (0.112) 
Constant -0.708 -1.226 -0.905 -0.759 

 (1.207) (1.245) (1.290) (1.328) 
     

Observations 2,319 2,319 2,319 2,319 
LR chi2(25) 400.50 456.13 503.21 540.50 

Prob > chi2 0.000 0.000 0.000 0.000 
Pseudo R2 0.1288 0.1524 0.1760 0.194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다음 <표 4-17>에서는 소득신고 결정요인과 동일한 변인을 통해 가입중인 근로소득자

의 축소신고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16개 시도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비과세 수준 여부와 

무관하게 유의미한 변수와 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탈루의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탈루유인은 

증가한다. 가입중인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탈루 가능성이 적고 교육수준이 증가할수

록 탈루 가능성은 감소한다.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서는 상용직에 비해 기타 지위에서의 탈루 선택의 가능성이 유

의미하게 증가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４-１８ 사업소득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 결정요인 

 독립변수 
(1)응답축소보고 미반영 

Coef. 
(2) 응답축소보고 반영 

Coef. 

   

로그 법정소득 1.984***  
 (0.163)  

로그 법정소득  2.533*** 
(응답축소 반영)  (0.212) 

연령 -0.435*** -0.538*** 
 (0.148) (0.196) 

연령 제곱 0.00504*** 0.00615*** 
 (0.00164) (0.00216) 

여성 -1.368*** -1.842*** 
 (0.373) (0.482) 

배우자 유 -1.157*** -1.238** 
 (0.371) (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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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0.504 -1.004** 
 (0.383) (0.497) 

교육연수 -0.146*** -0.191*** 
 (0.0440) (0.0567) 

18 세 미만 0.417*** 0.385** 

자녀수 (0.141) (0.178) 
충남 -1.131** -0.707 

 (0.451) (0.616) 

고용원을 둔 -0.785*** -1.187*** 
사업주 (0.259) (0.322) 

Constant 3.419 4.578 
 (3.236) (4.312) 
   

Observations 854 854 
LR chi2 (23) 293.00 290.72 
Prob > chi2 0.000 0.000 
Pseudo R2 0.3027 0.388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18>은 사업소득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 결정요인으로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루가능성은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

가한다.  

가입자자 중 여성의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탈루 결정을 할 확률이 적으며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탈루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가구주 여부는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할 경우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데 가구주에 해당

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탈루 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견되는 바와 같이 고용주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에 비해 탈루

가능성은 감소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소득신고결정요인과 소득축소신고라는 탈루유형의 결정요

인에서 소득은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입, 소득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입률이 증가하였으나 일단 가입을 한 

후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축소납부 결정의 가능성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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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또 성별 유의미성도 상이한데, 소득신고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축소신고의 결정 요인에서는 여성이 유의미

하게 축소신고 결정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다.  

연령과 교육연수 그리고 종사상지위에 따른 차이는 두 결정요인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연령과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용직 사업소득자의 경

우 고용주에 해당할 경우 소득신고율과 성실납부결정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배우자 유무 및 가구주 여부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신고 결정요인에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가구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신고율을 보였으나 소득축소신고의 결정요인에서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반면 사업소득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가구주에 해당할 경

우 유의미하게 소득신고율이 증가했으며 이 두 요인은 가입자의 축소신고 결정요인에서 

도 모두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단, 그 방향은 동일한 방향과 상이한 방향이 모두 존재

해서 가구주에 해당할 경우 탈루자가 될 확률이 적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탈루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소

득신고 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제３항 가입대상자 개별탈루율 

 

1. 소득축소신고자의 탈루율 

 

<표 4-19>는 가입 중인 근로소득자 중 소득축소신고자들의 개별 탈루율의 

분석결과이다. 비과세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대상자는 감소하나 축소신고자들의 개별 

탈루율의 평균값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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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１９ 근로소득자 중 소득축소신고자들의 개별 탈루율 

단위 (%, 명) 

구    분 
비과세적용 

미적용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전  체 
탈루율(%) 21.73 22.99 24.73 24.76 

대상자 수(명) 629 520 427 380 

종사상 
지  위 

(임금 근로자)상용직 19.11 20.51 22.09 22.39 

 522 421 343 300 

(임금 근로자)임시직 30.21 29.27 32.85 30.72 

 65 59 46 44 

(임금 근로자)일용직 40.51 38.27 37.37 36.31 

 33 32 30 2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9.5 42.46 39.58 36.22 

 8 7 7 7 

고용원을 둔 사업주 71.4 71.44 71.44 71.44 

 1 1 1 1 

성  별 

남자 22.53 23.95 25.45 25.52 

 453 384 328 298 

여자 19.67 20.28 22.32 21.99 

 176 136 99 82 

교육 수준 

초등학교 21.76 21.8 30.1 42.35 

 12 9 5 3 

중학교 28.1 31.01 31.47 28.63 

 27 21 18 17 

고등학교 24.5 26.08 26.92 26.91 

 210 175 150 133 

전문대학교 19.81 22.2 23.31 24.21 

 97 74 61 50 

대학교 19.71 20.15 22.19 22.31 

 254 218 172 158 

대학원 석사 17.25 20.15 21.19 22.91 

 24 19 17 15 

대학원 박사 28.2 33.08 31.06 28.85 

 5 4 4 4 

연령대 

20 대 18.75 20.05 20.39 20.06 

 71 54 44 37 

30 대 18.36 19.61 21.47 21.51 

 243 195 153 133 

40 대 23.19 24.01 25.27996 26.09 

 191 165 141 124 

50 대 27.64 29.1 31.58 29.89 

 124 106 89 86 

상하한 
반영되지 
않은 소득 

(952 만원) 1 분위 20.97 16.44 15.3 12.17 

 24 19 11 6 

(1,787 만원) 2 분위 21.56 20.62 22.73 18.01 



- 139 - 

 

(분위별 
연평균) 

 106 86 59 55 

(2,595 만원) 3 분위 21.5 25.39 25.9 26.98 

 163 118 100 83 

(3,787 만원) 4 분위 21.09 22.82 26.22 27.94 

 226 187 147 126 

(7,619 만원) 5 분위 23.5 23.68 23.68 23.51 

 110 110 110 110 

가입종 

사업장 17.7 18.83 20.24 20.3 

 526 417 333 288 

지역 42.6 39.89 41.01 39.14 

 98 98 89 87 

임의 36.39 34.92 33.28 31.35 

 5 5 5 5 

 

축소신고자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탈루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탈루율이 

증가하며 나타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타 종사상 지위와 가입종 및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성실납부자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상용직에서 임시, 일용직으로 갈수록 탈루율은 증가하고 사업장가입자의 

탈루율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낮으며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은 감소한다.  

 

<표 4-20>에서는 가입하고 있는 축소신고자 중 사업소득자의 경우 개별 탈루율 

분석 결과이다.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축소신고자의 탈루율은 

39.73%에서 43.41%로 증가한다.  

종사상지위에서는 성실납부여부 비율과 상이하게 탈루자의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탈루율이 낮다. 따라서 결국 이 두 가지 방향의 크기에 따라 가입중인 

두 종사상 지위의 탈루율의 차이가 나게 됨을 의미한다.  

성별, 가입종의 경우 성실납부 경향과 유사하게 여성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탈루율이 낮으며 교육수준도 위에서와 같이 특별한 성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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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서 큰 경향을 찾기 어려우나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했을 경우 20 대를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와 다르게 반영 후 5 분위를 

제외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이 증가하고 있다.  

축소신고자들의 탈루율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있어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일 경우,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탈루율의 수준은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탈루모형의 추정 시 관련 변수의 통제하에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４-２０ 사업소득자 중 소득축소신고자들의 개별 탈루율 

단위 (%. 명) 

구    분 
응답 축소보고 

미반영 반영 

전 체 
탈루율(%) 39.73 43.41 

대상자수(명) 394 475 

종사상 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56 44.81 

 295 363 

고용원을 둔 사업주 37.29 38.88 

 99 112 

성  별  

남자 40.51 43.45 

 316 375 

여자 36.58 43.25 

 78 100 

교육 수준 

초등학교 31.86 40.53 

 7 9 

중학교 38.56 46.06 

 27 33 

고등학교 42 45.4 

 179 218 

전문대학교 38.62 43 

 37 46 

대학교 38.63 41.41 

 134 157 

대학원 석사 19.88 23.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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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 54.61 62.67 

 2 2 

연  령 

20 대 26.84 38.45 

 8 11 

30 대 41.57 43.98 

 55 66 

40 대 39.62 43.76 

 172 202 

50 대 39.87 43.13 

 159 196 

소  득 

(952 만원) 1 분위 25.35 22.92 

 18 50 

(1,787 만원) 2 분위 24.17 35.60 

 55 77 

(2,595 만원) 3 분위 39.14 49.42 

 106 124 

(3,787 만원) 4 분위 46.81 50.99 

 101 110 

(7,619 만원) 5 분위 43.80 43.80 

 114 114 

가입종 

사업장 23.14 23.76 

 15 27 

지역 40.57 44.6 

 373 441 

임의 29.35 43.81 

 6 7 

 

2. 전가입대상자 탈루율 

 

<표 4-21>은 근로소득자 전체 즉, 미가입자(소득미신고자)와 신고자들을 합해서 미신

고자의 경우 탈루율을 100으로 성실납부자의 경우 탈루율을 0으로 반영해서 가입대상자 

전체의 개별 평균율 나타내고 있다.  

근로소득자 전체의 개별탈루율 평균은 비과세 수준 0-10만원의 경우 25%, 2-30만원

의 경우 24%에 해당한다. 비과세 2-3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축소신고자의 탈루율

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이는 이후 사업소득자와 비교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미

신고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142 - 

 

전체 탈루율은 소득신고율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이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변화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임금근로자 상용직의 경우가 가장 낮아 11.89%로 소득축소신고

자의 경우(22.39%)보다 낮아지고 있으나 임시, 일용직의 경우 58.61%, 80.94%로 탈루율

이 각기 30.72%, 36.31%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소득신고율이 낮아, 소득신고자의 탈루율은 낮음에도 불구하

고 전체 탈루율은 남성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으로 보면 초대졸 이상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탈루율은 감소한다.  

 

표 ４-２１ 근로소득자 전체 개별 탈루율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  
비과세 

미반영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전 체  2,555 25.7 25.03 24.48 24.03 

종사상 
지  위 

(임금 근로자)상용직 1,986 13.53 12.86 12.32 11.89 

(임금 근로자)임시직 337 60.43 59.72 59.08 58.61 

(임금 근로자)일용직 209 82.47 81.94 81.44 80.9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 55.8 54.86 53.85 52.68 

고용원을 둔 사업주 3 23.81 23.81 23.81 23.81 

성  별 
남자 1,694 22.78 22.19 21.69 21.26 

여자 861 31.43 30.61 29.98 29.5 

교육수준 

안받았음(미취학) 2 100 100 100 100 

초등학교 64 55.64 54.63 53.91 53.55 

중학교 149 53.41 52.69 52.12 51.59 

고등학교 917 32.98 32.35 31.77 31.27 

전문대학교 346 18.03 17.17 16.53 15.99 

대학교 948 15.51 14.86 14.34 13.95 

대학원 석사 110 21.04 20.75 20.55 20.40 

대학원 박사 19 23.21 22.75 22.33 21.86 

연령대 

20 대 282 27.41 26.54 25.88 25.33 

30 대 776 18.36 17.56 16.82 16.32 

40 대 898 25.64 25.13 24.68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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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 599 34.44 33.86 33.41 33.01 

소득 

(952 만원) 1 분위 495 45.66 45.28 44.99 44.79 

(1,787 만원) 2 분위 493 32.42 31.39 30.51 29.8 

(2,595 만원) 3 분위 532 25.57 24.62 23.85 23.19 

(3,787 만원) 4 분위 518 16.73 15.77 14.97 14.32 

(7,619 만원) 5 분위 517 9.29 9.29 9.29 9.26 

가입종 

미가입 520 100 100 100 100 

사업장 1,898 4.9 4.15 3.55 3.08 

지역 128 32.62 30.54 28.52 26.6 

임의 9 20.22 19.4 18.49 17.42 

 

연령에 따른 탈루율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에 

따른 탈루율은 명확하게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탈루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탈루자

의 탈루율의 경우 소득에 따라 증가하나 가입률 자체의 차이가 이러한 효과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탈루율은 3%로 대부분의 가입자의 경우 성실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26%에 해당한다. 임의가입의 경우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체로 법정소득 전체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2>은 사업소득자 전체의 개별탈루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응답축

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54.69%에서 반영 시 59.64%로 증가한다. 이는 가입 중 

기여금 소득축소신고자의 탈루율인 각기 39.73%와 43.41%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전술한 바와 같이 낮은 소득신고율에 기인한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을 둔 사업주에 비해 20%

이상이나높은 탈루율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낮

은 가입률에 의해 남성에 비해 높은 탈루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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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２２ 사업소득자 전체 개별 탈루율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응답축소보고 

미만영 
응답축소보고 

반영 

전    체  1,003 54.69 59.64 

종사상 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30 58.15 63.33 

고용원을 둔 사업주 173 38.10 41.93 

성    별 
남자 697 53.23 58.24 

여자 306 58.02 62.83 

교육 수준 

안받았음(미취학) 2 100 100 

초등학교 36 72.86 76.8 

중학교 88 66.37 71.82 

고등학교 463 55.76 60.9 

전문대학교 90 48.1 54.2 

대학교 304 50.58 55.94 

대학원 석사 18 31.06 35.06 

대학원 박사 2 54.61 62.67 

연 령 대 

20 대 47 72.65 77.083 

30 대 155 57.98 61.95 

40 대 418 53.75 58.61 

50 대 384 52.19 57.69 

소 득 

(952 만원) 1 분위 290 48.81 51.19 

(1,787 만원) 2 분위 159 56.79 65.67 

(2,595 만원) 3 분위 196 56.37 66.47 

(3,787 만원) 4 분위 179 62.73 67.65 

(7,619 만원) 5 분위 179 52.48 52.48 

가 입 종 

미가입 392 100 100 

사업장 43 8.072 14.92 

지역 558 27.12 35.25 

임의 10 17.61 30.66 

 

교육수준에서도 초대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탈루율은 

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증가에 따라서 뚜렷하게 탈루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상한의 적용을 받는 5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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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 탈루율은 증가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탈

루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탈루율은 소득신고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근로소

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이러한 소득신고율의 차이에 의해 여성의 탈루율이 남성에 비

해 높다.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임시, 일용직의 순으로 사업소

득자의 경우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탈루율이 증가하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탈루수준의 일관성은 찾기 어려운 반면 사업

소득자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은 감소한다. 더욱 두드러진 차이는 근로소

득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탈루율이 증가함에 반해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높아

질수록 탈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제４절 탈루모형의 추정 

 

위의 기초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대상자들의 소득신고의 결정요인과 소

득축소신고 결정요인 그리고 축소신고자의 탈루율에서 작용하는 유의미한 변수와 그 방

향이 일치하지 않으며 비율변수로 된 탈루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를 통한 탈루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즉, 탈루율이 전혀 없는 성실납부자의 

경우는 0, 소득신고 누락자에 대해서는 탈루율이 1(100%)이라는 코너 솔루션을 반영한 

동 회귀 모델을 적용하여 소득원과 성별로 탈루율의 예측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동 

분석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각기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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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은 전체와 남녀 근로소득자의 탈루율의 추정결과이며 zero-inflated와 

one-inflated는 각기 0과 1에 해당할 확률에 대한 결정요인을 추정한 (식 3-19)의 로짓 

최우추정 결과이며 비율변수에 대해서는 로짓연계함수를 통한 베타 회귀에 해당한다. 동 

모델은 3-2-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ϕ값에 대한 연계함수로 상수함수를 가정하므로 세 

번째 분석결과의 로그 ϕ값은 상수항의 추정치에 해당한다.   

먼저, 0과 1의 경우 위 4-3-1,2에서 소득신고와 소득축소신고의 결정 모델의 로짓모

델과 유사하게 해석된다. 단, 0이될 확률과 1이될 확률이므로 소득신고결정 및 가입자의 

축소신고결정과 결정방향은 반대이다. 

탈루율이 1이 될 확률 즉,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확률은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

의 경우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또한 여성에서만 유의미하게 연

령이 증가할수록 가입누락 확률이 감소하고 있다.  

탈루율이 0이 될 확률 즉, 성실납을 할 확률은 종사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

한데 상용직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성실납의 확률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 한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실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0과 1의 사이 즉 가입, 축소신고자의 탈루율은 남성의 경우 종사상 지위 그리고 여성

의 경우 자녀수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상용직에 비해 다른 지위에서 탈루

율은 유의미하게 높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탈루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４-２３ 근로소득자 탈루율 추정 

구    분 전체 (b/se) 남자 (b/se) 여자 (b/se) 

-Proportion-                     
18세 미만 자녀수 -0.081 -0.084 -0.237*   
  (0.05) (0.07) (0.12) 
배우자 있음 -0.016 0.027 0.008 
  (0.11) (0.21) (0.30) 
가구주 0,000 -0.126 -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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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9) (0.17) (0.36) 
교육수준 -0.016 -0.018 0.012 
 (0.02) (0.03) (0.05) 
(임금 근로자)임시직 0.542*** 0.644*** 0.427 
  (0.12) (0.14) (0.30) 
(임금 근로자)일용직 0.894*** 0.627** 0.718 
  (0.15) (0.19) (0.66) 
부산 -0.038 0.077 -0.759*   

  (0.15) (0.19) (0.32) 

인천 0.082 0.251 -1.160*   

  (0.16) (0.21) (0.47) 

충북 -0.086 0.128 -1.684*   

  (0.21) (0.24) (0.75) 

충남 -0.467* 0.547 -0.422 

 (0.23) (0.65) (0.88) 

전북 -0.425** -0.729** 0.187 

  (0.16) (0.28) (0.90) 

전남 -0.181 0.002 -1.368**  

  (0.21) (0.55) (0.52) 

age 0.007 -0.035 0.204 
  (0.05) (0.07) (0.12) 
age_sq 0.00 0.001 -0.002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0.19                  
 (0.12)                  
로그 법정소득  0.296 0.279 
 (비과세 20)  (0.17) (0.24) 
constant -2.380* -1.904 -6.984*   
  (1.03) (1.42) (2.77) 
        

-One inflated-                     
18세 미만 자녀수 -0.061 -0.007 -0.33 
  (0.11) (0.15) (0.25) 
배우자 있음 -0.25 -0.46 0.156 
  (0.25) (0.43) (0.61) 
가구주 0.482* 0.717 0.037 
  (0.19) (0.40) (0.57) 
교육수준 0.002 0.003 -0.016 
 (0.03) (0.05) (0.10) 
(임금 근로자)임시직 1.554*** 1.459*** 1.895*** 
  (0.21) (0.29) (0.45) 
(임금 근로자)일용직 2.071*** 1.497*** 3.228*** 
  (0.27) (0.35) (0.85) 
광주 -1.238* -0.538 -3.173*** 

  (0.50) (0.70) (0.94) 

age -0.165 -0.135 -0.413*   
  (0.09) (0.13) (0.20) 
age_sq 0.002* 0.002 0.005*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2.589***                  
 (0.22)                  
로그 법정소득  -2.539*** -3.115*** 
 (비과세 20)  (0.3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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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15.441*** 14.383*** 24.124*** 
  (2.07) (2.80) (4.83) 
        

-zero inflated-                     
18세 미만 자녀수 0.05 0.067 -0.128 
  -0.07 -0.1 -0.17 
배우자 있음 -0.021 -0.139 0.008 
  (0.17) (0.29) (0.35) 
가구주 0.268* 0.528 -0.492 
  (0.14) (0.28) (0.34) 
교육수준 0.104*** 0.126*** 0.015 
 (0.03) (0.03) (0.06) 
(임금 근로자)임시직 -1.229*** -1.550*** -0.864*   
  (0.19) (0.26) (0.39) 
(임금 근로자)일용직 -2.194*** -3.461*** -0.831 
  (0.32) (0.45) (0.84) 
광주 -0.837** -0.543 -1.134*   

  (0.30) (0.42) (0.53) 

강원 -0.498 -0.910* 0.28 

  (0.32) (0.42) (0.82) 

충남 0.399 1.532* 1.405 

  (0.32) (0.65) (1.07) 

경북 -0.820** -0.636 -0.256 

  (0.29) (0.37) (0.71) 

age 0.061 0.118 -0.019 
  -0.06 -0.1 -0.14 
age_sq 0.00 -0.001 0.00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1.379***                  
 (0.13)                  
로그 법정소득  -1.569*** -1.542*** 
 (비과세 20)  (0.22) (0.26) 
constant 5.127*** 5.200* 9.748*** 
  (1.34) (2.03) (2.73) 
        

ln_phi 1.480*** 1.523*** 1.881*** 
constant (0.05) (0.07) (0.14) 

Observation 2,532
1
 1,676 856 

BIC 3065.2 2081.4 1033.9 
Wald chi2(23) 108.37 88.41 33.49 
Prob >chi2 0.000 0.000 0.056 

1. 근로소득자 중 종사상지위를 자영업자와 고용주로 응답한 23명 제외 됨 
* p<0.05, ** p<0.01, *** p<0.001 

 

<표 4-24>는 사업소득자 탈루율을 추정하고 있다.  

탈루율이 1이 될 확률 즉,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확률은 고용주의 경우 감소하고 소

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또한 배우자 유무와 가구주 여부의 경우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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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만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가구주에 해당할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입 확

률이 증가한다.  

탈루율이 0이 될 확률 즉, 성실납을 할 확률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나 남녀

별로 그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0과 1의 사이 즉 축소신고자의 탈루율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표 ４-２４ 사업소득자 탈루율 추정(응답축소보고 미반영) 

구    분 전체(b/se) 남자(b/se) 여자 (b/se) 

- Proportion -   

18세미만 자녀수 -0.058 -0.058 -0.181 

 (0.06) (0.07) (0.14) 

배우자 있음 0.021 0.049 0.606 

 (0.15) (0.20) (0.41) 

가구주 -0.179 -0.155 0.425 

 (0.12) (0.28) (0.36) 

교육수준 -0.077** -0.097** -0.042 

 (0.03) (0.03) (0.04) 

고용원을 둔 
사업주 

-0.121 -0.106 0.318 

 (0.12) (0.14) (0.30) 

대구 0.413* 0.361 1.068 

 (0.21) (0.23) (0.57) 

경기 0.370* 0.313 0.626*   

 (0.17) (0.20) (0.27) 

전남 0.480* 0.501 -0.008 

 (0.23) (0.26) (0.94) 

age 0.043 0.046 0.12 

 (0.06) (0.09) (0.12) 

age_sq -0.001 -0.001 -0.002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0.845*** 0.758*** 1.209*** 

 (0.16) (0.19) (0.27) 

constant -4.538** -3.962 -8.875*** 

 (1.43) (2.04) (2.64) 

    

- One inf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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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자녀수 0.161 0.133 0.358 

 (0.11) (0.13) (0.24) 

배우자 있음 -0.135 0.281 -1.980**  

 (0.26) (0.38) (0.74) 

가구주 -0.248 -0.267 -1.786**  

 (0.22) (0.51) (0.68) 

교육수준 -0.056 -0.082 -0.048 

 (0.04) (0.04) (0.08) 

고용원을 둔 
사업주 

-0.921*** -0.698* -3.271**  

 (0.28) (0.29) (1.18) 

부산 -0.917* -0.899* -1.400*   

 (0.36) (0.42) (0.69) 

강원 -1.252* -1.921** -0.864 

 (0.49) (0.67) (0.75) 

충북 -0.946* -1.430** 0.348 

 -0.4 (0.50) (1.33) 

경북 -0.809* -1.055* 0.178 

 (0.40) (0.47) (0.88) 

age -0.156 -0.241 -0.014 

 -0.12 -0.15 -0.22 

age_sq 0.002 0.003 0.00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1.454*** -1.566*** -1.588*** 

 (0.17) (0.21) (0.35) 

constant 12.516*** 15.065*** 12.095*   

 (2.81) (3.45) (5.06) 

    

- Zero inflated -   

18세미만 자녀수 -0.32 -0.348 -0.39 

 -0.18 -0.22 -0.39 

배우자 있음 1.054** 0.85 0.852 

 (0.39) (0.63) (0.90) 

가구주 0.243 0.999 -0.119 

 (0.28) (0.93) (0.79) 

교육수준 0.107* 0.063 0.194 

 (0.05) (0.07) (0.11) 

고용원을 둔 
사업주 

0.702* 0.546 1.476 

 (0.32) (0.37) (0.78) 

부산 -0.772 -1.395* 0.138 

 (0.47) (0.70) (0.83) 

대전 0.226 -0.706 2.155*   

 (0.61) (0.80) (1.06) 

경기 -0.883* -0.987* -0.807 

 (0.42) (0.48)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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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0.987 0.448 2.764*   

 (0.54) (0.60) (1.31) 

age 0.275 0.277 0.414 

 -0.18 -0.31 -0.29 

age_sq -0.003 -0.003 -0.005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3.012*** -3.106*** -3.334*** 

 (0.27) (0.32) (0.58) 

constant 7.078 8.088 4.119 

 (4.17) (6.58) (6.34) 

    

ln_phi 1.480*** 1.439*** 1.996*** 

constant (0.10) (0.11) (0.15) 

Observation 1,003 697 306 

Wald chi2(22, 22, 20) 82.28 70.59 48.53 

Prob >chi2 0.000 0.000 0.001 

BIC 1664.6 1300.5 665.6 

* p<0.05, ** p<0.01, *** p<0.001 

 

<표 4-25>는 사업소득자의 조사응답 시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한 경우 탈루율을 추정

하고 있다.  

탈루율이 1이 될 확률은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기 전과 동일하게 고용주의 경우 감

소하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나 전자와 달리 자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자녀수가 증가하면 가입누락의 확률은 증가한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탈루율이 0이 될 확률 즉, 성실납을 할 확률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은 

동일하고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주에 해당할수록 성실납 수준이 유의미

하게 증가한다.    

축소신고자의 탈루율은 미반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여성의 경우에 한해 가구주의 경우 탈루수준

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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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２５ 사업소득자 탈루율 추정(응답축소보고 반영) 

구분 전체(b/se) 남자(b/se) 여자 (b/se) 

- Proportion -                  
18세미만 자녀수 -0.039 -0.02 -0.104 
 (0.06) (0.07) (0.13) 
배우자 있음 -0.168 -0.124 0.595 
 (0.13) (0.16) (0.32) 
가구주 -0.152 -0.332 0.703*   
 (0.12) (0.20) (0.33) 
교육수준 -0.069** -0.076* -0.065*   
 (0.03) (0.03) (0.03) 
고용원을 둔 사업주 -0.214 -0.193 0.004 
 (0.12) (0.13) (0.28) 
경기 0.466** 0.475* 0.548*   

 (0.17) (0.21) (0.23) 

전북 0.507 0.546 0.620*   

 (0.46) (0.53) (0.27) 

전남 0.303 0.604* -0.263 

 (0.29) (0.27) (0.50) 

경북 0.487* 0.529 0.395 

 (0.23) (0.28) (0.24) 

경남 0.326 0.544** -0.186 

 (0.20) (0.21) (0.40) 

age -0.032 -0.013 -0.022 
 (0.06) (0.08) (0.11) 
age_sq 0.00 0.00 0.00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1.092*** 1.029*** 1.247*** 
(응답축소 반영) (0.16) (0.19) (0.37) 
constant -4.386*** -4.415* -5.665*** 
 (1.27) (1.78) (1.50) 

    
- One inflated -                  

18세미만 자녀수 0.240* 0.241* 0.281 
 (0.10) (0.12) (0.21) 
배우자 있음 -0.436 -0.044 -1.228 
 (0.24) (0.35) (0.74) 
가구주 -0.302 -0.595 -0.751 
 (0.19) (0.47) (0.69) 
교육수준 -0.079* -0.091* -0.07 
 (0.03) (0.04) (0.07) 
고용원을 둔 사업주 -1.019*** -0.853** -2.387*** 
 (0.26) (0.27) (0.69) 
부산 -0.915** -0.736 -1.441*   

 (0.35) (0.40) (0.64) 

대구 -0.47 -0.752* 0.45 

 (0.30) (0.36) (0.66) 

강원 -0.88 -1.384* -0.519 

 (0.46) (0.65) (0.67) 

충북 -0.952* -1.431** -0.172 

 (0.40) (0.52)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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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0.19 -0.293* 0.027 
 (0.11) (0.15) (0.21) 
age_sq 0.002 0.003* -0.001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1.130*** -1.090*** -1.439*** 
(응답축소 반영) (0.16) (0.20) (0.29) 
constant 11.967*** 13.935*** 10.164*   
 (2.61) (3.34) (4.62) 
    
- Zero inflated -                  

18세미만 자녀수 -0.347 -0.251 -0.758 
 (0.21) (0.24) (0.47) 
배우자 있음 0.91 0.714 1.598 
 (0.49) (0.70) (1.29) 
가구주 0.196 1.29 1.634 
 (0.31) (0.92) (1.32) 
교육수준 0.139* 0.148 0.163 
 (0.06) (0.08) (0.10) 
고용원을 둔 사업주 1.110** 0.753 3.517**  
 (0.40) (0.47) (1.09) 
부산 -1.201** -1.942** -0.592 

 (0.46) (0.75) (0.88) 

대구 -1.209* -2.170** 0.924 

 (0.53) (0.68) (1.25) 

인천 -1.447* -1.137 -2.991*   

 (0.66) (0.67) (1.22) 

울산 -1.205 -1.377* -0.224 

 (0.68) (0.70) (0.96) 

age 0.476* 0.528 0.778**  
 (0.19) (0.30) (0.29) 
age_sq -0.005* -0.006 -0.010**  
 0.00  0.00  0.00  
로그 법정소득 -3.211*** -3.227*** -5.267*** 
(응답축소 반영) (0.29) (0.35) (1.23) 
constant 2.913 0.457 7.18 
 (4.20) (6.62) (5.89) 
                   

ln_phi  1.449*** 1.433*** 1.815*** 

constant (0.10) (0.12) (0.16) 

Observation 1,003 697 306 
Wald chi2(22, 22, 20) 136.56 119.70 119.71 
Prob >chi2 0.000 0.000 0.000                
BIC 1665.9 1264.1 637.4 

* p<0.05, ** p<0.01, *** p<0.001 

 

결국 축소신고자들의 탈루율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변수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수준 및 소득이 유의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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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소득에 대해서만 유의미하여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탈루율의 수준은 증가한다.  

 

제 5장에서는 위의 탈루 모형을 기반으로 전국민가입 1세대인 분석대상에 대해 탈루

율을 반영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생애종단분석 시 탈루율의 추정은 횡단면 자료와 동일한 변수에 대해 추정하되 소

득활동여부 및 소득금액과 소득원, 종사상지위의 변화는 99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변

화를 반영, 2013년 이후 소득원 및 종사상 지위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령

과 추정소득의 변화에 따른 탈루율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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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１절 분석대상자 특성 

 

전국민가입시인 1999년을 기준으로 전국민가입 1세대인 만18세이상 27세 미만의 10

년 간의 단일 코호트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들은 출생 년도 1972년생부터 

1981년생으로 6차의 직업이력을 가지고 있는 1066명 중 99년 이후의 가입이력을 가지

고 있는 996명에 해당한다.  

재정패널 6차인 2013년 작년 국민연금 가입이력 정보는 2012년에 해당, <표 5-1>의 

국민연금 2012년 통계연보 상의 가입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2012년 공적자료

상 연령대별 가입종별 성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본 분석대상자인 출생 년도 1972년생

부터 1981년생의 경우 2012년 만 31세에서 40세에 해당하나 자료의 구성 상 만 30세

에서 39세, 혹은 만 30세에서 44세까지로 구분되어 이들 구간과의 비교만이 가능하다. 

만 30세에서 39세의 경우 2012년 소득신고자의 사업장과 지역의 비율은 사업장 85%, 

지역 14.40%, 임의 0.59%에 해당한다. 연령대를 만 44세까지로 늘릴 경우 사업장가입

자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표 5-2>의 2013년 재정패널 기준 2012년 분석대상자 중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보면 

사업장 84.92%, 지역 14,58%, 임의 0.51%로 만 30세에서 39세 연령대의 가입구성과 

거의 유사하나 사업장가입자 비율이 적은 비율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가

입종별 대표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30에서 39세 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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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63.58%, 여성 36.42%에 비해 다소 남성의 비율이 높아 분석대상집단에서는 각각 

71.1%, 28.9%로 나타나고 있다.    

 

표 ５-１ 2012년 국민연금 가입내역(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단위 (명) 

연령대 구 분 사업장 지역 임의 

30-39 세 

총 4,313,980 3,667,651 621,001 25,328 

구성비(%) 100 85.02 14.40 0.59 

남 2,742,862 2,396,828 344,838 1,196 

구성비(%) 63.58 65.35 55.53 4.72 

녀 1,571,118 1,270,823 276,163 24,132 

구성비(%) 36.42 34.65 44.47 95.28 

30-44 세 

총 6,811,307 5,511,604 1,246,228 53,475 

구성비(%) 100 80.92 18.30 0.79 

남 4,283,261 3,591,226 688,261 3,774 

구성비(%) 62.88 65.16 55.23 7.06 

녀 2,528,046 1,920,378 557,967 49,701 

구성비(%) 37.12 34.84 44.77 92.94 

 

또한 996명 중 2012년에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988명이며 이들 중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한 대상자는 789명으로 가입률은 79.86%에 해당한다. 5-6차의 소득기준으로 

2011년 신규사업장이나 지역으로의 가입, 종별변화가 없는 분석대상자 중 해당 연령대 

가입률인 80.05%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５-２ 분석대상자 2012년 기준 가입종 구성(2013년 재정패널 6차 기준) 

단위 (명) 

연령대 구 분 사업장 지역 임의 

31-40 세 

총 789 670 115 4 

구성비(%) 100.00 84.92 14.58 0.51 

남 561 472 87 2 

구성비(%) 71.10 70.45 75.65 50.00 

녀 228 198 28 2 

구성비(%) 28.90 29.55 24.35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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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분석대상자 특성을 보여주는 <표 5-3>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평

균연령은 36.81세이며 미가입 207명을 포함하면 32%가 여성에 해당한다. 75%가 기혼자

로 평균적 자녀 수는 1.27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 996명의 61%가 가구주이며 19%의 

소득원은 사업소득으로 나타났다.  

 

표 ５-３ 재분배 효과 분석대상자 특성  

독립변수  평  균 표준 편차. 최  소 최  대 

연령      36.81         2.83           32           41  

성
1
        0.32         0.47  0            1  

배우자 유무
2
        0.75         0.43             0            1  

가구주 여부
3
        0.61         0.49             0            1  

교육연수      14.44         2.09            6           21  

자녀 수        1.27         1.00  0            4  

소득원
4
        0.19         0.39             0           1  

Observations 996 

1. 남성 0, 여성 1 
2. 배우자 무 0, 유 1 
3. 가구주 비해당 0, 해당 1 
4. 근로소득자 0, 사업소득자 1 

 

이들의 생애기여금과 예상연금의 산출을 위한 생애소득은 2013년 재정패널의 직업이

력에 근거하여 99년 이후 2012년까지의 실제 직업이력 및 평균소득을,
31

 2013년 이후부

터 만 60세 이전까지는 다음 절의 소득 추정 모델에 의한 예측치를 통해 구성한다.   

 

제２절 소득 추정 

 

                                           

31 2008 년 조사 된 2007 년부터 2013 년 조사 된 2012 년은 패널 조사 소득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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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추정모형을 위한 분석 대상은 재정패널 1차(2008)에서 6차(2013)의 조사대상

자 중 전 기간 조사에 응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 조건을 만족하고 1년이라도 

소득활동에 종사한 자로 한다.  

이 중 소득은 전체소득이 아닌 기여금대상소득으로 제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가입을 하게 되므로 소득 추정의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분석변수에 대한 모든 응답이 존재할 경우로 제한하나 종사상 지위와 관련, 무급가족

봉사자는 제외하고 전 연도 중 일부만 종사상 지위가 무응답인 경우는 포함해서 분석대

상자는 총 3,519명으로 제한된다. 

<표 5-4>에서는 소득모형 추정을 위한 분석대상자들의 특성을 보여준다. 6개년도 평

균 연령은 41.61세이며 여성이 41%, 77%가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으며 57%가 가구주에 

해당한다. 평균적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조사 년도 6개연도 중 대부분이 5년 

이상 소득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５-４ 소득추정 대상자 특성 

독립변수  평  균 표준 편차. 최  소 최  대 

연령 41.61 9.46 18 60 

성
1
 0.41 0.49 0 1 

배우자 유무
2
 0.77 0.42 0 1 

가구주 여부
3
 0.57 0.49 0 1 

교육연수 13.53 2.7 0 21 

소득종사연수 5.11 1.54 1 6 

Observations  3,519 

1. 남성 0, 여성 1 
2. 배우자 무 0, 유 1 
3. 가구주 비해당 0, 해당 1 

                                           

32  또한 고소득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재정패널 1 차의 경우 근로월수가 제시되지 

않아 연간 총소득으로 추정한 후 연도별 최저임금수준으로 최저소득은 제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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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는 이들의 조사 연도별 연평균소득을 정리한 것이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2008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사업소득자에 비해 높았으나 이후 2009년 이

들의 평균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오히려 근로소득자에 비해 연 200만원 정도 낮다. 2010

년 다시 사업소득자의 소득이 근소하게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아지나 이후 근로소득자의 

소득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는 패널 조사대상자 중 사업소득자의 경우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의 영향을 근로소득자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표 ５-５ 연도별 연평균소득 

단위 (만원) 

조사연도 구분 소득활동자 평균소득 중위소득 

     

2008 근로소득자 2,112 2,924 2,400 
 사업소득자 625 3,406 2,760 
 전     체 2,737 3,034 2,500 
     

2009 근로소득자 2,203 2,954 2,400 
 사업소득자 697 2,768 2,010 
 전     체 2,900 2,909 2,400 
     

2010 근로소득자 2,254 2,994 2,400 
 사업소득자 735 3,037 2,300 
 전     체 2,889 3,005 2,400 
     

2011 근로소득자 2,336 3,168 2,500 
 사업소득자 776 3,154 2,400 
 전     체 3,112 3,165 2,400 
     

2012 근로소득자 2,404 3,361 2,578 
 사업소득자 771 3,021 2,400 
 전     체 3,175 3,278 2,442 
     

2013 근로소득자 2,439 3,460 2,712 
 사업소득자 800 3,138 2,400 
 전     체 3,239 3,380 2,500 
     

전연도 근로소득자 13,748 3,153 2,454 

 사업소득자 4,404 3,083 2,400 

 전      체 18,152 3,136 2,400 

 



- 160 - 

 

전 연도 평균소득은 근로소득자 3,153만원, 사업소득자 3,083만원, 전체 3,136만원에 

해당한다. 중위소득도 두 소득원에 있어 유사하며 전체 중위소득은 연 2,400만원에 해

당한다. 

 

<표 5-6>은 소득 추정을 위한 고정효과 패널 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모형(1)에서 전체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소득은 증가하고 있

으며 그 증가 폭은 감소하는 평균적인 소득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단순한 언덕 모양

의 곡선이 아닌 개별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한 연령 삼승 계수의 추정치도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의 증가에 따른 교육효과에 의한 소득의 증가는 감

소주세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상승이 남성에 비해 적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소득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유

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의 소득이 보다 높다. 

다음 모형(2)는 근로소득자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령과 성 그리고 가구주 변수들의 경우 전체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교

육변수의 경우 방향은 동일하나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임시, 일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소득이 낮음이 유의미하게 변

화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1)에 비해서 근로소득자만을 한정해 분석한 모형(2)의경우 

설명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3)의 경우 

유의미한 변수가 없고 따라서 설명력 또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모형(2)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모형

(1)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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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６ 소득추정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 

로그 재평가 소득 (1)전 체  (2)근로소득자 (3)사업소득자 

    
연령 0.285*** 0.253*** 0.0531 
 (0.0410) (0.0376) (0.174) 
연령 제곱 -0.00543*** -0.00435*** -0.00214 
 (0.000962) (0.000895) (0.00384) 
연령 삼승 3.34e-05*** 2.53e-05*** 1.78e-05 
 (7.09e-06) (6.67e-06) (2.72e-05) 
교육수준    
    

교육기간 * 연령 -0.000976* -0.000642 -0.00112 
 (0.000516) (0.000475) (0.00169) 

교육기간 * 연령 제곱 2.20e-05** 1.41e-05 2.23e-05 
 (1.03e-05) (9.61e-06) (3.25e-05) 
성    
    

여성* 연령 -0.0642*** -0.0636*** -0.0393 
 (0.0163) (0.0150) (0.0654) 

여성* 연령 제곱 0.000795*** 0.000782*** 0.000401 
 (0.000192) (0.000181) (0.000698) 
종사상 지위    

    
임시직 * 연령 0.000184 0.00102  

 (0.00205) (0.00169)  
일용직 * 연령 -0.00205 -0.000353  

 (0.00157) (0.00134)  
고용원이 없는  -0.0120*** -0.00501  
자영업자 * 연령 (0.00162) (0.00730)  
고용원을 둔 -0.0128*** 0.0412*** 0.00201 
사업주 * 연령 (0.00269) (0.0154) (0.00410) 
    
임시직  -0.0986 -0.151**  

 (0.0921) (0.0760)  
일용직 -0.0508 -0.116**  

 (0.0692) (0.058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497*** 0.211  

 (0.0719) (0.304)  
고용원을 둔 고용주 0.640*** 1.693*** -0.00633 

 (0.121) (0.654) (0.187) 
가구주 여부    
    
    가구주 0.322*** 0.313*** 0.372 
 (0.0872) (0.0777) (0.482) 
    가구주 * 연령 -0.00702*** -0.00678*** -0.00775 
 (0.00223) (0.00201) (0.010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 연령 -0.00229 -0.00111 -0.00622 
 (0.00155) (0.00149) (0.00567) 
    배우자 있음 0.0853 0.0302 0.260 
 (0.0668) (0.0614) (0.274) 
    
Constant 3.609*** 3.702*** 8.526*** 
 (0.491) (0.441) (2.397) 
    



- 162 - 

 

Observations 17,880 13,576 4,286 

대상자 수 3,519 2,987 1,087 

Prob > F        0.000 0.000 0.000 

R-squared 0.2102 0.2337 0.1203 

 

<표 5-7>은 조사 소득과 추정소득을 보여준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구간 추정소득은 

조사소득에 비해 다소 낮게 추정되나 평균을 기준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평균차이

는 1.52%이다. 반면, 사업소득자의 소득의 경우 대체적으로 추정치가 보다 높게 나타나

며 연도별로 편차가 다르다. 전 구간의 평균은 다소 높게 추정되어 평균차이는 -2.56%

로 나타난다. 

 

표 ５-７ 조사 소득과 추정소득의 비교 

단위 (만원) 

구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재평가 
연소득(a) 

추정소득 
(b) 

평균차이 
(a-b)/a 

재평가 
연소득(a) 

추정소득 
(b) 

평균차이 
(a-b)/a 

       

2008 년       

평균 3,564 3,471 2.61% 4,151 3,719 10.41% 
표준편차 2,416 1,789  3,387 1,496  

       

2009 년       
평균 3,447 3,451 0.11% 3,230 3,622 -2.97% 

표준편차 2,449 1,817  3,068 1,531  
       

2010 년       
평균 3,416 3,493 2.25% 3,465 3,568 -2.97% 

표준편차 2,677 1,850  3,615 1,526  
       

2011 년       
평균 3,548 3,494 1.52% 3,533 3,515 0.51% 

표준편차 2,576 1,880  3,621 1,530  
       

2012 년       
평균 3,630 3,507 3.39% 3,262 3,515 -7.76% 

표준편차 2,845 1,891  2,826 1,512  
       

2013 년       
평균 3,653 3,529 3.39% 3,314 3,479 -4.98% 

표준편차 2,722 1,922  3,68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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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3,546 3,492 1.52% 3,474 3,563 -2.56% 

표준편차 2,626 1,861  3,398 1,518  

 

위 모형을 근거로 다음 3절에서는 재분배효과 분석대상인 전국민가입 1세대를 대상으

로 2013년 이후 소득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생애소득 및 연금소득의 탈루 전후를 비교

한다. 

 

제３절 탈루반영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제１항 탈루로 인한 기여금과 예상연금액의 변화 

 

1. 생애 납부 기여금 

 

2005년 이전 연도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상이한데 <부표-5>의 보험료율이 적

용되었다. 즉,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999년 이래 9%로 동일한 보험료율이 부과되고 지

역 가입자는 도입 확대기에 단계별 증액되어 2005년 하반기 이후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

하게 9%의 보험료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분석대상자의 2005년 이전 가입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과 지역가입 보험료를 적용했다.  

<표 5-8>은 분석대상자의 2012년 기준 소득원별 가입종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

자의 81.33%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지역과 임의 가입의 경우 3.83, 미가입

이 14.83%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1인 이상 피고용인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한 경우나 건설업을 제외한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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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입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는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

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6.42%가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경우 피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로 사업장에 가입을 한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자

의 반은 지역가입을 하고 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입종을 확인할 수 없는 시기와 탈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종의 구분을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원으로 사업장과 지역의 구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업장과 지역의 보험료가 2005년 이후 동일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절반

의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부담하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험료도 결국은 근로자에게 귀착

된다고 가정
33

하므로 사업장과 지역의 구분에서 오는 생애 보험료의 차이는 미미할 것으

로 보인다.  

 

표 ５-８ 분석대상자의 소득원별 가입종(2012년 기준) 

단위 (명, %) 

가입종 근로소득 사업소득 

미가입 
120 87 

(14.83) (46.52) 

사업장 
658 12 

(81.33) (6.42) 

지역 
29 86 

(3.58) (45.99) 

임의 
2 2 

(0.25) (1.07) 

전체 
809 

(100) 
187 

(100) 

                                           

33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로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원인은 두 소득원의 상이한 탈루 발생 경로와도 관련이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소득 노출 정도와 가입의사에 의해 

결정되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본인뿐 아니라 사용주의 가입의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사용주는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금을 기피하고자 근로자가 가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입을 할 경우에도 이러한 부담금은 궁극적으로는 임금에 귀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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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10>에서는 소득수준별 생애 보험료 총액을 2015년 시점 현가로 비교한 것이

다.  

먼저 사업소득자에 대한 응답 시 납세수준으로의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5-9>의 응답축소보고 경향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탈루가 없을 때 평균 생애보험

료는 10,078만원을 납부하게 되나 탈루를 반영했을 경우 7,498만원으로 26%의 보험료

를 덜 납부하게 된다. 분위별로 살펴볼 경우 이러한 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보다 더 증

가하여 1분위의 경우 40%의 보험료를 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 분위

에서 생애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미가입자도 6명이 존재, 1,2분위에서 4명, 3에서 

5분위에서 2명에 해당한다.  

<표 5-10>은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한 경우로 탈루가 없는 경우 생애 평

균보험료는 10,253만원으로 증가하고 탈루로 인한 보험료는 7,422만원으로 28%의 감소

가 발생한다. 여기서 탈루 시 보험료는 소득이 증가함에도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은 응답

축소보고를 반영할 경우 탈루 모형에서는 탈루율이 보다 더 높게 적용되므로 감소의 폭

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를 반영 한 후 소득분위는 그렇지 않을 경우와 상이하게 

분포되고 이를 기준으로 감소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1,2분위가 유사하고 3,4분위가 유사

하게 나타나며 큰 흐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 경향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축소보고를 추정한 것이 아니므

로 분위별 수준의 변화보다는 총액수준의 변화를 보다 의미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생애보험료의 차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미가입의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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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득에 따른 탈루율의 수준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저소득자의 생애 납부보험료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５-９ 소득수준별 생애기여금 현가 (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미반영) 

단위 (만원) 

소득분위 대상자(명) 탈루미만영(a) 탈루반영(b) 변화율(a-b)/a 

     

1 분위 218  4,159   2,502  0.4 

     

2 분위 200  8,413   5,704  0.32 

     

3 분위 198  11,529   8,610  0.25 

     

4 분위 192  12,705   9,570  0.25 

     

5 분위 188  14,504   11,913  0.18 

     

전체 996  10,078   7,498  0.26 

 

표 ５-１０ 소득수준별 생애기여금 현가 (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반영) 

단위 (만원) 

소득분위 대상자(명) 탈루미만영(a) 탈루반영(b) 변화율(a-b)/a 

     

1 분위 200      4,312      2,732 0.37 

     

2 분위 199      8,171       5,172  0.37 

     

3 분위 199    11,492       8,611  0.25 

     

4 분위 199    12,759       9,455  0.26 

     

5 분위 199    14,563     11,166  0.23 

     

전체 996    10,253       7,422  0.28 

 

<표 5-11>에서는 성별 기여금 총액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여성의 경우 가입률

이 낮아 가입 후 탈루율이 남성에 비해 낮으나 전체적인 탈루로 인한 기여금의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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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감소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이는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

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５-１１ 성별 생애기여금 현가 

단위 (만원) 

구분 

축소미반영 축소반영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남성 (678)  12,478   9,465   0.24   12,587   9,317  0.26 

        

여성 (318)  4,962   3,304   0.33   5,278   3,383  0.36 

        

전체 (996)  10,078   7,498   0.26   10,253   7,422  0.28 

 

소득원별 총기여금 납부액의 변화를 <표 5-12>를 통해 살펴보면 예상과 같이 근로득

자의 납부율의 감소는 19%에 그치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58%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업

소득자의 감소비율은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할 경우 66%로 증가한다.  

 

표 ５-１２ 소득원별 생애기여금 현가 

단위 (만원) 

구  분   응답축소보고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근로소득자 
(809 명) 

  10,194   8,306  0.19 

 

사업소득자 
(189 명) 

미반영 
 9,577   4,005  0.58 

사업소득자 
(189 명) 

반영 
 10,509   3,601  0.66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탈루로 인한 총기여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13>

과 같다. 응답자의 착오 혹은 근로의 특성상 종사상 지위와 소득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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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닐 수 있으나 분석대상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경우 모두 근로소득자이고 고용

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는 모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 반영 시 결과가 임금근로자의 경우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탈루율과 동일하게 금액수준의 차이는 상용, 임시, 일용으로 갈수

록 증가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고용주가 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이며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할 경우 두 종사상 지위의 차이는 보다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５-１３ 종사상 지위별 생애기여금 현가 

단위 (만원) 

구  분 

축소미반영 축소반영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상용직 
(676 명) 

10,543 9,291 0.12 10,543 9,291 0.12 

임시직 
(89 명) 

7,976 3,542 0.56 7,976 3,542 0.56 

일용직 
(41 명) 

9,301 2,400 0.74 9,301 2,400 0.74 

자영업자 
(159 명) 

9,269 3,782 0.59 10,228 3,380 0.67 

고용주 
(931 명) 

11,160 5,566 0.5 11,868 5,187 0.56 

전 체 
(996 명) 

10,078 7,498 0.26 10,253 7,422 0.28 

 

가입기 위와 같은 기여금의 탈루로 인한 국민연금의 가입연수의 감소효과는 탈루를 

반영하기 전 평균 32개월에서 축소 및 탈루를 반영할 경우 26개월로 18%정도 낮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탈루로 인한 기여금액과 가입 이력의 감소는 결국 수급기의 연금액의 저

하로 이어지고 있다.   

 



- 169 - 

 

 

2. 생애 예상연금액 

 

여기서는 3-1-1에서 살펴본 탈루로 인한 생애납부기여금에 의해 생애예상연금액의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5-14>는 미가입 미신고로 인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총 25명(2.51%), 반영했을 경우 22(2.21%)명에 해당한다. 응답축소보고의 반영으로 소

득수준이 향상되어 반영 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확률이 다소 감소한 것으

로 보인다.  

 

표 ５-１４ 소득미신고에 의해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상자 

단위(명) 

소득분위 탈루 반영 후 (%) 탈루 응답축소보고 반영 후 (%) 

1 10 (40) 7 (32) 

2 10 (40) 9 (41) 

3 3 (12) 4 (18) 

4 1 (4) 1 (5) 

5 1 (4) 1 (5) 

전체 25 (100) 22 (100) 

 

<표 5-15>에서는 미가입 소득 미신고로 인한 가입기간의 감소를 보여준다. 탈루로 인

해 평균 5-6년이 감소되나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감소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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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１５ 탈루로 인한 가입기간의 감소 

단위(년) 

소득분위 탈루 전  탈루 후 (감소율) 탈루 응답축소보고 반영 후 (감소율) 

1 29 22 (0.23) 23 (0.20) 

2 32 25 (0.21) 26 (0.18) 

3 32 25 (0.21) 25 (0.21) 

4 33 28 (0.15) 28 (0.15) 

5 34 31 (0.07) 32 (0.06) 

전체 32 26 (0.18) 27 (0.16) 

 

<표 5-16>은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분위별 생애수급연금

의 현가를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탈루로 인한 예상연금현가의 감소는 평균 26%에 해

당하고 <표 5-17>에서 응답축소보고까지 반영했을 경우 28%로 증가한다. 두 경우 모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감소율이 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미신고로 인해 가입기간 비례계수가 감소함으로써 급여가 감소

하는 효과가 지배적일 것이며 고소득계층의 경우는 가입 중 소득의 축소신고로 인한 생

애 평균소득값(B값)의 감소에 의해 급여가 낮아지는 효과가 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

다. 변화의 비율이 저소득층에게 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가입기간에 의한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５-１６ 소득수준별 생애예상연금(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미반영) 

단위 (만원) 

소득분위 대상자(명) 탈루미만영(a) 탈루반영(b) 변화율(a-b)/a 

1 218 11,042 7,251 0.34 

2 200 13,960 9,835 0.30 

3 198 14,660 10,566 0.28 

4 192 15,912 11,979 0.25 

5 188 17,438 14,536 0.17 

전체 996 14,493 10,715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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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１７ 소득수준별 생애예상연금(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반영) 

단위 (만원) 

소득분위 대상자(명) 탈루미만영(a) 탈루반영(b) 변화율(a-b)/a 

     

1 200 11,528 7,663 0.34 
     

2 199 14,310 9,729 0.32 
     

3 199 14,836 10,549 0.29 

     

4 199 16,139 11,912 0.26 
     

5 199 17,816 14,072 0.21 
     

전체 996 14,922 10,782 0.28 

 

<표 5-18>에서는 성별 예상연금액 총액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여성의 경우 가

입률이 낮고 가입 후 탈루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탈루행위의 특징으로 인해 예상연금액

의 감소는 여성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아 

소득에 따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 ５-１８ 성별 예상연금액 

단위 (만원) 

구분 

축소미반영 축소반영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남성 (678)  15,532   11,647  0.25  15,863   11,601  0.27 

        

여성 (318)  12,279   8,729  0.29  12,915   9,035  0.30 

        

전체 (996)  14,493   10,715  0.26  14,922   10,782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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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별 총급여액의 변화를 <표 5-19>를 통해 살펴보면 사업소득자의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미가입 소득미신고율에 의해 급여의 감소 폭이 응답축소보고 반영여부에 따

라 각기 40%, 42%에 해당하고 계약직 일용직의 미가입 소득미신고에 주로 기인하는 근

로소득자의 급여의 감소 폭은 23%로 나타나고 있다.   

 

표 ５-１９ 소득원별 예상연금액  

단위 (만원) 

구  분 응답축소보고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근로소득자 

(809 명) 
미반영 14,533 11,208 0.23 

사업소득자 

(189 명) 
미반영 14,321 8,585 0.40 

사업소득자 

(189 명) 
반영 15,433 8,938 0.42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탈루로 인한 총예상연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

20>과 같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탈루율과 동일하게 금액수준의 차이는 상용, 임시, 일용

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기여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고

용주가 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이며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할 경우 두 종사상 지위의 차이

는 보다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용, 임시, 일용직의 경우 응답축소보고 반영으로 개인소득의 

변화는 없으나 A값의 상승으로 급여가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하게 되는 연금현가의 비교 결과 탈루로 인한 기여금 납부의 감소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동일한 패턴으로 급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유사한 패턴에도 불

구하고 기여금 납부 총액과 급여수급 총액의 변화 비율에 따라서 순이전이나 수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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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상이해질 수 있다. 

 

표 ５-２０ 종사상지위별 예상연금액 

단위 (만원) 

구  분 

축소미반영 축소반영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상용직 

(676 명) 
14,826 12,379 0.17 15,098 12,379 0.18 

임시직 

(89 명) 
12,817 5,744 0.55 13,082 5,744 0.56 

일용직 

(41 명) 
13,489 3,853 0.71 13,746 3,853 0.72 

자영업자 

(159 명) 
14,149 8,350 0.41 15,294 8,765 0.43 

고용주 

(931 명) 
15,150 9,911 0.35 16,016 9,919 0.38 

전 체 

(996 명) 
14,493 10,715 0.26 14,922 10,782 0.28 

 

다음 항에서는 분배의 전체적인 방향을 말해주는 유효누진지수로 연금제도가 있기 전 

생애소득과 제도 도입 후 분배의 변화 및 탈루로 인한 제도 도입효과의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제２항 유효누진지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의 탈루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수급

기의 연금액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감소는 탈루율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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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국민연금의 기여금 납부대상 소득에 대한 탈루로 인한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금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소득은 생애소득에서 보

험료총액을 제외하고 연금소득을 합산함으로써 구해진다.  

<표 5-21>는 탈루 전후의 유효누진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５-２１ 탈루로 인한 유효누진지수의 변화 

축소 

보고 

지니계수  유효누진지수 

연금가입전 

생애소득(a) 

탈루미반영 

(b1) 

탈루반영 

(b2) 
 a-b1 a-b2 

       

미반영 0.2479 0.2346 0.2385  1.0178 1.0126 
       

반  영 0.2523 0.2391 0.2434  1.0117 1.0061 

 

먼저 연금가입 전 생애소득의 지니계수는 0.2479이다. 탈루가 없을 경우 연금제도로 

인한 분배는 지니계수 0.2346로 분배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즉, 유효누진지수는 

1.0178에 해당한다. 가입자의 탈루수준을 반영한 후 연금제도로 인한 분배상태의 변화

는 지니계수 0.2385에 해당하고 유효누진지수는 1.0126이 된다. 이는 연금제도의 재분

배개선효과가 존재하며 이러한 개선 효과는 가입자의 탈루수준을 반영한다고 해도 여전

히 고른 분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개선의 정도는 탈루가 없

었을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입자의 소득수준이 보고수준 보다 더 높다는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소득 상태에서 지니계수는 0.2523이다. 이는 이러한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

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가입 전 생애소득 분포상태인 0.2479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 

상태에서 탈루를 반영하지 않고 전 가입자가 성실납부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금제

도로 인한 생애소득의 분포의 지니계수는 0.2391로 유효누진지수는 1.0117이 된다. 이 



- 175 - 

 

때 연금제도의 분배개선효과는 탈루를 반영했을 경우 지니계수 0.2434, 유효누진지수 

1.0061 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응답축소보고 및 가입자의 기여금의 탈루율을 반영하였을 

경우에도 연금제도로 인한 분배의 개선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루를 가정했을 경우 및 축소 및 탈루를 가정했을 경우 원래 연금제도의 분

배개선 수준보다 낮은 분배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루행위를 반

영하지 않은 국민연금 재분배 측정은 그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제３항 수익비와 순이전 

 

제도 적용으로 인한 전체적인 재분배효과는 탈루를 반영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낮아지나 여전히 누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니계수를 통한 분배개

선도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구체적 재분배의 변화 방향을 보여줄 수 없으므로 우선 

집단간 수익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상이한 집단간 소

득이전 상태를 보여주는 순이전의 분석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다음에서는 

소득미신고와 소득축소신고의 탈루행위에 의한 연금산식의 A값과 개인가입이력 변화의 

이론적 방향과 이로 인한 수익비와 순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 A값과 가입자 개인 소득이력에 의한 변화 방향 

 

제 4장에서 분석한 2012년 기준 국민연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탈루행위를 반영

했을 때 예상연금액의 변화는 2-3-2에서 살펴본 경로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먼저 A값의 변화는 소득미신고가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므로 이들에 의해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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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로 인해 하락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방향은 이 

두 가지 변화의 방향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아래 <표 5-22>는 제 4장의 탈루 행위분석을 반영했을 경우 분석대상집단의 국민연

금 가입대상자 평균소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과 같이 탈루가 없을 경우 229.5

만원이였던 평균소득은 미가입 미신고자를 제외하자 249만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다

시 여기서 가입자의 탈루를 반영하자 217.2만원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이는 저소득층의 

미가입으로 인한 A값의 상승 보다 가입자의 소득탈루로 인한 하락의 크기가 보다 크게 

작용하여 탈루가 없었을 경우 A값의 현재 연금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A’’값에 1.06배

를 해줘야 같아 진다.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면 229.5만원의 A값은 241.3

만원으로 증가하고 다시 여기에 소득미신고와 축소신고를 반영하면 219만원으로 감소한

다. 이는 현재 연금산정 시 반영되고 있는 A’’값에 1.10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 ５-２２ 탈루로 인한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변화 

단위(만원) 

축소 

보고 

탈루가 없을 때 

(A) → 

소득미신고 반영 

(A’) → 

소득축소신고 

반영(A’’) 

A/A’’ 

미반영 229.5 249.0 217.2 1.06 

반영 241.3 258.3 219.0 1.10 

 

따라서 탈루 전의 예상연금의 산정 시 A값은 현재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체 평균

소득의 추정 값에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1.06배,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

였을 때는 1.10배한 값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A값의 하락은 제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가정하에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수익비의 하락을 고소득층에게는 더 큰 순이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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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개인이력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선 소득미신고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미신고가 증가한다
34

는 제 4장에서의 분석 결과

는 생애 초반기에 소득이 낮을수록 미가입과 미신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미가입 기간에 비례해 순이전은 감소 수익비는 증가하므로 수익비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화하고 순이전의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이 높은 순이전의 감소율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가입 중 소득축소신고의 경우 제 4장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며
35

 이러한 경우 개인소득평균 B값이 A값과 동일한 선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을 경우 

증가율이 높고 다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익비와 순이전의 증가율

은 보다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탈루의 개인소득에 의한 영향은 수익비에 있어서는 중위소득보다 낮은 저

소득층의 경우 보다 증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중위소득 이상은 두 탈루유형에 

따른 수익비의 증감률이 상쇄되고 있어 유형별 영향의 크기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반면 

순이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감소 시 더 크게 감소하고 증가 시 보

다 작게 증가하여 이들의 순이전이 보다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 예측된다. 

                                           

34 로짓분석 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동일하게 연령이 유의미하게 분석되었으나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추정 시에는 여성 근로소득자, 남성 사업소득자(응답 축소보고 반영)에 

한해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35 즉, 로짓 분석에서 소득축소신고의 결정요인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에서는 0 의 성실납의 확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축소납자의 탈루비율 

추정에서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증가 시 유의미하게 탈루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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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영향은 A값에 의한 영향 즉, 저소득층의 상대적 순이전의 

작은 감소와 수익비에서의 큰 감소 그리고 개인소득이력의 변화에 의한 저소득층의 순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수익비에서 유리한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화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수익비 

 

<표 5-23>에서는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탈루율 반영 시 

수익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a는 탈루 전 수익비이며 b는 여기에 A값의 하락

만 반영하는 경우이며 b’는 개인생애소득의 변화를 통한 수익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탈루를 반영하기 전 수익비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최고분위에

서도 수익비는 1이 넘고 있다.
36

  

가정에 따른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루 전 수익비는 A값 하락의 영향에 

의해 b에서와 같이 하락하며 그 폭은 저소득층의 경우 보다 크다. 

다시 여기에 탈루로 인한 개인적 소득이력의 변화에 의한 기여금과 수급연금액의 하

락을 반영할 경우 b’에서 다시 수익비는 증가 방향이 된다. 이러한 증가의 경우 저소득

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 바 제 1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기준으

로 증가율이 상승하는데 이는 가입 중 소득축소신고에 의한 효과가 소득미신고에 의한 

효과보다 크게 작용함 했음을 의미한다.  

                                           

36 여기서는 임금상승률을 할인률로 적용하였으며 만일 이 보다 다소 높은 기금운영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최고 5 분위에서는 수익비가 1 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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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２３ 소득수준별 수익비(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미반영) 

소득분위 탈루 전(a) 
A 값만  

반영(b) 

소득이력 

반영(b’) 

변화율 

(a-b)/a 

변화율 

(b-b’)/b 

변화율 

(a-b’)/a 
       

1분위 2.67 2.58 3.25 3.33% -25.71% -21.53% 
       

2분위 1.77 1.73 1.89 2.69% -9.22% -6.28% 
       

3분위 1.27 1.25 1.26 2.09% -1.36% 0.76% 
       

4분위 1.25 1.23 1.32 2.03% -7.36% -5.17% 
       

5분위 1.20 1.18 1.30 1.92% -9.95% -7.84% 
       

전  체 1.66 1.62 1.84 2.62% -13.60% -10.62% 

 

종합적인 결과로 탈루로 인한 수익비의 변화는 중위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점차 그 

증가율이 커지는 형태를 띠며 최저 소득분위인 1 분위에서 이러한 증가율은 가장 높다. 

이는 A 값의 하락에 의한 효과보다 가입자 개인이력의 변화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５-２４ 소득수준별 수익비(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반영) 

소득분위 
탈루 전(a) 

→ 
A 값만  

반영(b) → 
소득이력 
반영(b’)  

변화율 
(a-b)/a 

변화율 
(b-b’)/b 

변화율 
(a-b’)/a 

       

1분위 2.69 2.54 3.04 5.76% -19.63% -12.73% 
       

2분위 1.85 1.77 2.26 4.73% -28.05% -21.98% 
       

3분위 1.29 1.25 1.28 3.70% -2.84% 0.97% 
       

4분위 1.27 1.22 1.36 3.58% -11.62% -7.63% 
       

5분위 1.22 1.18 1.42 3.38% -20.15% -16.09% 
       

전  체 1.67 1.59 1.87 4.54% -17.72% -12.38% 

 

<표 5-24>는 사업소득자의 조사응답 시 응답축소보고 경향을 반영한 경우로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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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과 같이 A값의 감소로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의 폭은 저소득층의 경우 

보다 높다. 개인소득에 있어서 탈루로 인한 영향은 전 계층이 수익비의 증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그 증가의 수준은 2분위에서 가장 높다. 대체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

로 저소득층의 증가의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탈루로 인한 수익비는 A값의 감소에 의한 수익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

입자의 생애소득이력 변화에 의한 수익비 증가에 의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1,2 분위 저소득층이 타 분위 보다 더 크다.   

 

성별 수익비를 보여주고 있는 <표 5-25>에서 남성의 경우 보다 여성이 수익비가 높으

며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와 반영한 경우 모두 탈루로 인한 수익비는 두 

집단 모두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

다 높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응답축소보고의 경향을 반영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다.  

 

표 ５-２５ 성별 수익비 

구  분 

응답축소 미반영  응답축소 반영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남성 
(678 명) 

1.25 1.28 -0.02 1.27 1.33 -0.05 

       

여성 
(318 명) 

2.54 3.04 -0.20 2.52 3.02 -0.20 

       

전체 
(996 명) 

1.66 1.84 -0.11 1.67 1.87 -0.12 

 

<표 5-26>은 소득원별 탈루 반영여부에 따른 수익비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개인소득에서 축소보율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탈루미반영(a)에서 축소반영 시 A값



- 181 - 

 

에 의한 변화만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익비의 감소의 폭이 보다 더 커진다.  

분석대상집단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눌 경우 탈루여부에 따른 수익비 변화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탈루모형의 반영은 수익비를 증가시키나 근로

소득자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개별 소득이력에서 소득

응답축소보고율이 반영되지 않고 탈루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수익비의 증가 폭이 작

기 때문이다.  

 

표 ５-２６ 소득원별 수익비 

구 분    응답축소보고 여부 탈루미반영(a) 탈루반영(b) 변화율 (a-b)/a, % 

근로소득자 

(809 명) 

미반영 1.64 1.60  0.02 

반영 1.68 1.60  0.04 

사업소득자 

(189 명) 

미반영 1.75 2.86 -0.63 

반영 1.63 3.04 -0.87 

 

다음은 종사상지위별로 탈루가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대상집단에서는 모든 임금소득자의 소득원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응답축소

보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 5-27>에서 탈루를 반영하기 전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

직의 소득이 더 낮으므로 수익비는 상용직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

은 상용, 임시직은 응답축소보고의 경향을 반영할 경우 수익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용

직의 경우는 감소하는데 이는 탈루로 인해 수급권 자체를 획득하지 못하는 집단의 비율

이 타 계층에 비해 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용직의 경우 가입 개월 수

가 10년 미만인 경우는 0.15%, 임시직의 경우는 12.36%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는 24.39%

로 이들의 수익비는 0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율은 응답축소보고와 탈루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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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２７ 종사상지위별 수익비 

구   분 
축소미반영 축소반영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상용직 
(676 명) 

1.60 1.54 0.03 1.63 1.54 0.05 

       

임시직 
(89 명) 

1.97 2.09 -0.06 2.01 2.09 -0.04 

       

일용직 
(41 명) 

1.67 1.55 0.07 1.71 1.55 0.09 

       

자영업자 
(159 명) 

1.80 3.02 -0.67 1.66 3.21 -0.93 

       

고용주 
(931 명) 

1.46 1.90 -0.30 1.41 2.01 -0.42 

      

전  체 
(996 명) 

1.66 1.84 -0.11 1.67 1.87 -0.12 

 

피고용인인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보면 전자의 경우, 보다 더 탈루율이 높으며 따

라서 탈루로 인한 수익비의 증가도 전자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응답축소보

고를 반영했을 경우 이러한 증가 폭은 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전 계층에 있어 탈루로 인한 수익비의 증가는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있

어 탈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재분배에 있어서 전체적 누

진성의 감소가 어느 소득분위계층의 소득의 감소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 주고 있지는 않다. 즉, 전 계층의 수익비가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수익비의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수익비의 증가율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누진성의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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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이전 

 

이제, 총예상연금 현가에서 총납부기여금의 현가를 제외한 공적연금의 순이전의 효과

를 통해 탈루가 재분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28>은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은 탈루 전후의 순이전을 보여준다.  

탈루 전 순이전은 소득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수익비는 물론이고 순이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누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소득미신고로 인한 A값의 하락을 반영할 경우 순이전은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의 폭은 예상과 같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표 ５-２８ 소득수준별 순이전(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미반영) 

소득분위 탈루 전(a) 
A 값만  

반영(b) 

소득이력 

반영(b’) 

변화율 

(a-b)/a 

변화율 

(b-b’)/b 

변화율 

(a-b’)/a 
       

1분위 6,883 6,517 4,765 5.32% 26.89% 30.78% 
       

2분위 5,548 5,187 4,165 6.50% 19.71% 24.93% 
       

3분위 3,131 2,825 1,961 9.78% 30.57% 37.36% 
       

4분위 3,207 2,884 2,425 10.09% 15.92% 24.40% 
       

5분위 2,934 2,599 2,622 11.39% -0.88% 10.61% 
       

전  체 4,415 4,076 3,231 7.67% 20.72% 26.81% 

 

다시 여기서 개인소득이력에서 탈루의 반영은 순이전을 한번 더 감소시킨다. 그러나 

순이전에서는 전 계층의 감소를 보이지 않고 최고 소득 계층에서는 오히려 순이전이 증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분위와 달리 고소득층에서 소득미신고의 영향 보다 

소득축소신고에 의한 영향보다 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소의 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커서 중위소득을 포함하는 3분위를 중심으로 1,2 분위의 경우 4,5분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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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감소의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개인소득이 탈루에 미치는 

영향에서 순이전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５-２９ 소득수준별 순이전(사업소득자 응답축소보고 반영) 

소득분위 탈루 전(a) 
A 값만  

반영(b) 

소득이력 

반영(b’) 

변화율 

(a-b)/a 

변화율 

(b-b’)/b 

변화율 

(a-b’)/a 
       

1분위 7,215 6,554 4,946 9.17% 24.53% 31.45% 
       

2분위 6,139 5,483 4,588 10.69% 16.32% 25.27% 
       

3분위 3,344 2,795 1,947 16.42% 30.36% 41.79% 
       

4분위 3,380 2,802 2,472 17.09% 11.79% 26.86% 
       

5분위 3,252 2,650 2,906 18.52% -9.68% 10.64% 
       

전  체 4,669 4,059 3,373 13.05% 16.90% 27.74% 

 

<표 5-29>에서는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고 탈루는 반영하지 않았을 때 순이전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향은 응답축소보고 반영 전과 일치한다.  

최종적인 결과로 탈루 행위의 반영은 전 계층의 순이전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3분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감소의 변화율이 보다 더 크며 가장 큰 감

소를 보이는 계층은 중간 계층인 3분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재분배효과는 원칙적으로 탈루가 없었을 경우 수익비

의 측면에서 보나 순이전의 측면에서 볼 때 모두 강한 세대내 재분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의 전체적인 누진성은 탈루로 인해 감소하는데 이는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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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순이전의 감소율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탈루로 인한 수익비로는 누진성 감소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즉, 수익비가 아

주 작은 폭으로 감소하는 3분위를 제외하고 전 계층에서 증가하며 이러한 증가의 정도

도 저소득층이 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이전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 유효누진지수 감소의 원인이 저소득층의 상대

적인 순이전감소의 정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크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값의 

하락에 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이전의 감소의 폭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이력에서 높은 미가입률을 보이며 고소득층의 경우 가입률은 높으나 가입자의 탈루

율은 저소득층 보다 높다는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５-３０ 성별 순이전  

구  분 
축소미반영  축소반영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남성 
(678 명) 

3,053 2,198 0.28 3,277 2,300 0.30 

       

여성 
(318 명) 

7,317 5,435 0.26 7,637 5,662 0.26 

       

전체 
(996 명) 

4,415 3,231 0.27 4,669 3,373 0.28 

 

<표 5-30>에서는 성별 탈루로 인한 순이전을 보여준다. 탈루 반영 전 남성의 경우 여

성의 경우 보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전의 수준은 낮다. 탈루 행위의 반영으로 둘 

                                           

37  이러한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불리한 순이전의 큰 감소는 할인률을 현 임금상승률 

수준에서 기금수익률로 높일 경우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경우 저소득층은 순이전이 

감소 저소득층의 경우는 순이전이 오히려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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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이전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의 폭은 남성의 경우 오히려 더 작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상이한 생애소득이력에 의해 순이전의 감소율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리라 

보인다.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했을 경우도 성별 탈루로 인한 순이전의 변화로 이러한 변

화의 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5-31>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수익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축소보고의 

영향은 존재하지 않아 A값 증가와 탈루의 영향만이 있다. 순이전의 감소율은 33%이며 

응답축소보고 반영 시 증가한다. 이에 비해 사업소득자의 경우 가입 중 높은 탈루율로 

소득미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순이전의 감소가 적게 나타난다.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할 경

우는 순이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５-３１ 소득원별 순이전 

구  분 
응답축소보고 

여    부 
탈루미반영(a) 탈루반영(b) 

변화율 

(a-b)/a, % 

근로소득자 

(809 명) 

미반영 4,339 2,919 0.33 

반영 4,610 2,919 0.37 

사업소득자 

(189 명) 

미반영 4,744 4,581 0.03 

반영 4,924 5,338 -0.08 

 

<표 5-32>에서는 대상자 전체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순이전의 감소

율에 비해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상대적인 낮은 감소율을 보여주고 고용주

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자의 소득미신고

율에도 불구하고 가입 중 소득축소신고로 인해 순이전이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자영자에 비해 고용주의 가입률이 보다 높아 순이전이 고용주의 경우는 양의 방향 

자영업자에 비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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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경우 감소의 폭은 일용직의 경우 가장 크고 임시직, 상용직의 순으로 작

다. 이는 이들 종사상 지위의 높은 소득미신고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축소보고 반영 시 근로소득자의 감소 폭은 커지고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자영자

의 경우 축소반영 전 고용주와 같이 순이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５-３２ 종사상지위별 순이전 

구분 

축소미반영 축소반영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탈루미반영 a 
탈루반영 

b 
변화율 
(a-b)/a 

        

상용직 
(676 명) 

4,283 3,093 0.28 4,555 3,093 0.32 

       

임시직 
(89 명) 

4,841 2,291 0.53 5,106 2,291 0.55 

       

일용직 
(41 명) 

4,188 1,521 0.64 4,446 1,521 0.66 

       

자영업자 
(159 명) 

4,880 4,570 0.06 5,065 5,385 -0.06 

       

고용주 
(931 명) 

3,990 4,345 -0.09 4,148 4,732 -0.14 
      

전체 
(996 명) 

4,415 3,231 0.27 4,669 3,373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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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론 

 

이 글에서는 기여금에 대한 개별탈루율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의 사회보험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를 분석하였다. 즉, 세대내 종단분석을 통해 소득수준이라는 수직적 재분배와 소득원, 

종사상지위, 성별 수평적 재분배가 공적연금제도 설계 시 의도하지 않은 가입대상자의 

기여금의 탈루행위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재분배는 국민연금의 기여금 상하한과 급여산식의 누진적 구조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에 따라 소득원, 종사상지위, 성별이라는 분

배의 축을 기준으로 수평적 재분배가 발생된다. 탈루행위가 재분배에 미치는 결과는 연

금제도의 분배 경로 설계와 관심 축의 탈루행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심 축에 따른 탈루행위 모

형의 추정 결과와, 전국민가입 1세대에 대해 이러한 탈루모형을 적용할 경우 분배에 주

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１절 연구요약 

 

기여금에 대한 소득의 탈루는 기여금탈루를 위해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은폐를 하

는 것으로, 기여금 대상 소득의 탈루율은 법정소득 대비 탈루소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탈루율에는 전체적인 탈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탈루율의 추정과 가입대상

자 개인의 개별소득에 따른 탈루율이 있으며 여기서는 개별 탈루율의 추정을 통해 가입

대상자의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 수준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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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 5-6차의 조사응답자 중 2011년 신규로 회사에 입사했거나 사업을 시작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상 납부해야 할 소득이 있으나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는 25.63%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중에는 상당수가 공적자료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납부예외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

가입과 가입 중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소득미신고’로, 가입하되 소득의 축소신

고로 기여금을 탈루하는 경우는 ‘소득축소신고’로 정의하고 이들 탈루행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요인이 상이하다.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 종사상지위에 비해 상

용직에 해당할수록 소득신고의 확률이 증가한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로짓분석 시 

소득여하에 따라 유의미하게 소득신고율이 증가하지 않고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에 해당할 경우, 18세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고용주에 해당할 경우 신고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파악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그 방향은 동일하나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아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지 않고 자녀수와 같이 소비 수준

과 관련된 변수가 유의미하게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신고와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 결정요인의 로짓분석에서 탈루와 소득의 관

계가 상이하다. 즉, 소득신고 시에는 고소득층의 신고율이 높으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

득자 모두 일단 가입을 한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축소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축소신고율이 낮은 

것은 동일하나 연령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에서만 연령이 음의 방향으

로, 18세 미만 자녀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

녀수가 적을수록 성실납을 할 확률(탈루율 0%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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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득미신고자를 탈루율 100%로 성실납부자의 탈루율을 0%로 반영하여 이들을 

포함한 근로소득자 전가입대상자의 개별탈루율은 비과세 20만원 가정 시 24.48%, 응답

축소보고를 반영한 사업소득자의 탈루율은 59.64%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상용직 근

로자가 12.32%로 가장 낮으며 임시, 일용직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일용직의 경우 

80.94%로 사업소득자에 비해서 보다 높다. 이는 사업등록을 하는 사업소득자에 비해 이

들 계층의 임금이 사업비로 신고되지 않고 누락될 경우 조세당국에서 그 소득활동 내역

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남성의 경우 보다 여성의 경우 소득신고율은 낮으나 성실납부의 가능성은 증

가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낮은 소득신고율에 의해 여성의 탈루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섯째, 전가입대상자의 개별탈루율과 소득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서로 다른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별탈루율이 감소하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5분위를 제외하고 탈루율이 증가한다. 5분위에서 증가

추세의 감소는 소득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근로소득자는 연령과 전가입대상자 개별탈루율에서 특별한 경향을 찾을 수 없

으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탈루율은 감소한다.  

여덟째, 로짓모델을 통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와 종속변수가 비율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모델로 탈루율을 추정한다.  

성실납부 결정요인 0과 소득미신고 결정요인인 1의 확률추정은 각기 소득축소신고 결

정요인과 소득신고 결정요인의 로짓회귀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해석되었다. 단, 로짓분

석과 비교 시 사업소득자의 소득미신고에 있어 소득이 유의미한 음의 방향으로 분석되

었다.   

축소신고자의 탈루율의 추정에서도 두 소득원 간 유의미한 변수가 다르다. 즉, 근로소

득자의 경우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의 탈루율이 높고 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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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탈루율은 증가한다.   

 

다음은 전국민가입 1세대인 1999년 기준 만18세이상 27세 미만의 노동시장에 진입하

기 시작하는 10년 간의 코호트에 대한 탈루로 인한 국민연금완전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2012년까지 실제 소득이력을 2013년 이후는 

추정소득을 근거로 구축한 생애이력에 위 탈루모형을 반영하여 구해진 것이다.   

우선, 근로시기 생애보험료 총액에 임금상승률인 할인률을 적용해 2015년 현가로 비

교한 결과,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탈루로 인한 감소율이 증가한다. 이는 소득신고 결정요

인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미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에 의한 것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남성

에 비해서 여성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이, 

고용주에 비해 자영업자의 감소율이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가입기의 탈루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효용

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급기의 연금소득의 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다. 생애

수급연금액의 감소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여성일수록 커진다. 소득원별로는 사업소득자

의 경우,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일 경우 고용주에 비해 자영업자

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의 폭은 저소득층에 대한 누진적 연금제도의 

설계로 인해 납부율의 감소의 폭보다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소득분포의 균일성 척도라 볼 수 있는 지니계수를 사용한 유효누진성지수를 통

해 전체적인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탈루로 인해 연금제도가 원래 목표한 

소득재분배기능은 감소한다. 이는 탈루를 반영하지 않은 분배의 측정은 재분배효과를 과

대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탈루행위의 반영에도 불구하고 제

도 전 생애소득과 제도 적용 후 생애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유효누진성지수는 1보다 

크게 나타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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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금의 탈루행위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인 A값과 가입자 개인소득이력에 반영

되어 수급하게 될 예상연금액의 현가와 납부하게 될 기여금 현가를 변화시킨다. 이 두 

변화의 비는 수익비를 그 크기는 순이전에 영향을 준다.  

다섯째, 탈루로 인한 A값은 하락은 순이전과 수익비를 감소시키는데 이때 순이전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보다 더 적게 감소하고 수익비의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보다 적게 감소한다.   

여섯째, 반대로 탈루로 인한 개인소득이력 변화는 순이전에서는 고소득층에게, 수익비

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하다. 즉, 이론 상 순이전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미신고에 

의한 감소 시 더 크게 감소하고 축소신고에 의해 증가 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낮다. 순이전 경험분석 결과

는 5분위를 제외하고 감소하고 있으며 3분위의 감소율이 가장 높고 저소득층의 순이전 

감소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론 상 수익비에 있어서는 미신고의 영향으

로 저소득은 증가 고소득층은 감소하는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축소신고의 경우 수익비는 모두 증가하며 증가율은 중위소득층이 가장 낮고 이를 중심

으로 상하한이 반영된 최고 소득층 전까지 증가율이 커지나 저소득층의 증가율이 보다 

높다. 수익비 경험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중위소득을 중심

으로 저소득층의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크다. 

일곱째, 총체적 결과는 A값과 개인 소득이력에 미치는 영향의 서로 다른 두 방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경험분석 결과는 A값의 하락에 의한 영향보다 개인소득이력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인 결과로 순이전

은 전 계층이 감소하며 가장 높은 3분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 수익비의 측면에서는 3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익비 증가의 폭은 1,2 분위의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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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따라서 탈루로 인한 전체적 누진성의 감소는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저소득층의 순이전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를 

국가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전제도로 인식할 때 그 재분배의 수준을 수익비를 통해 

분석할 경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홉째, 소득원, 종사상지위에 따른 분배의 영향은 소득신고율과 축소신고자의 탈루율

의 차에 의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미신

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높은 탈루율로 이들의 순이전 감소율이 근로소득자

의 감소율 보다 작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용, 임시, 일용직 모

두 순이전은 감소하는데 임시, 일용직으로 갈수록 미신고율이 증가해 이들의 감소율이 

상용직에 비해 높다. 반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고용주와 자영자는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면 모두 순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용주는 자영자에 비해 소득

신고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주의 탈루로 인한 순이전의 증가율도 자영자에 비해 더 크다. 

 

제２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한계 

 

가입대상자의 탈루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순이전의 감소로 누진적 분배효

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

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결과 탈루로 인한 연금소득의 하락은 소득신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

로 저소득층의 소득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 시 

수익률의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순이전의 측면에서도 보다 많은 국가의 이전을 받

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근시안적인 이유로 현재의 가처분소득의 효용증가만을 고려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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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신고를 기피하게 된다면 노후 빈곤에 놓이게 될 확률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공적연금

제도의 제도의 존재 의의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자영업자

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실시와 같은 정책당국의 지속적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소득원에 따른 형평의 차원에서 소득파악률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사

업소득자의 경우 탙루로 인해 순이전이 증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 보다 탈루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것은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원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라는 가입종과 대체로 유사

하므로 가입종에 따른 불평등과 불만의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중복체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011년 징

수통합에 더불어, 소득파악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해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의 징수 

업무를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자영업자보다 열악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파악 수준과 이에 따른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가입 지원 정책을 실

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여금 탈루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의 소득 수준만이 아니라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의 소득파악률, 고용 형태 및 산업적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에 기초한 가입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모두 소득신고 결정요인과 소득축소신고 결정요인에

서 일관되게 학력수준이 유의미하다. 즉 교육기간이 길수록 탈루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득파악률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해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의 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가입의 유도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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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할 경우 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업소득자 

전체의 일률적인 응답축소보고율을 반영하여, 기여금 탈루의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추정을 할 수는 있었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보다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응답축소보고율 자체도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제도의 적용 결과를 완전노령연금에 한해 분석하여 조기 및 감액연금의 경

우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즉, 수급연령의 연도별 상향조정에 따라 조

기연금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기연금의 경우 이러한 완전노령연금에서의 탈

루 반영의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은퇴기를 일률적으로 만 60세 전까지 근무하고 이후 65세까지는 추가적인 근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라 주된 일자리

에서 주관적인 은퇴를 한 경우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 객관적, 사회적 

은퇴시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의 미래 추정치를 공적자료인 

2013년 국민연금장기재정계산의 중위 추정치에 근거해서 적용하였다. 그러나 예상연금

액의 산정은 장기간에 걸친 추정이므로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의 상이한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소득추정에 있어 재정패널의 6개년도만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 소득원별, 성별 

하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추정이 어려웠다. 보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응답자

를 분석대상으로 한 발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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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국민연금 가입조건 및 예상연금연금 산출 시 적용된 지수 

 

<부록 1> 국민연금법 상 가입조건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조건 관련 국민연금법령 

가입대상자 
•     국내거주 국민 

• 18세 이상 60세 미만 
동법 제 6조(가입대상) 

적용제외 

• 타공적연금 가입자 

• 기초수급자(사업장의 경우 선택 가능) 

•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 퇴직연금 수급자(직역연금 연계 신청 시 

제외) 

•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 

•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동법 제 6조 단서 조항 

동법 제 8조 (사업장가입자) 3항, 

동법 제 9조 (지역가입자) 4호 

동법 제 9조 (지역가입자) 1호 

동법 제 9조 (지역가입자) 2호 

동법 제 9조 (지역가입자) 3호 

동법 제 9조 (지역가입자) 4호 

보험료 

부과대상자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조건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 근로자(1개월 이상 시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법인 이사 중 소득이 없는 

경우, 1 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근로자(시간강사 제외)는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으로 가입 

• 사용자 

일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주 

동법 제 3조(정의 등) 

동법 시행령 제 2 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동법 시행령 제 

19조(당연적용사업장) 

•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가입대상자 
동법 제 9조 (지역가입자)  

기여금 

부과대상 

기준소득 

•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 

소득세법 제 20 조 1 항에서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 12 조 3 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
1
 

- 사용자 

지역 가입자의 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동법 시행령 제 3 조(소득의 범위) 

제1항 1호 

동법 시행령 제 3 조(소득의 범위) 

제1항 2호 

• 지역가입자 

농임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산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동법 시행령 제 3 조(소득의 범위)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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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상의 소득은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되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제3항의 각 항목 중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래의 경우로 제한된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 만원 이내의 

금액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구체적인 비과세의 내용은 각 항목별 광어업 등 특수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의 경우 비과세 금액을 월10만원에서 20만원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비과세를 월 10 만원과 월 20 만원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인 월30만원의 비과세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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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A값과 거시경제 변수 

연도 A 값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 이자율(기금수익률) 

1999 1,260,611 0.8 8.8 8.0 12.8 

2000 1,290,803 2.3 8 5.7 4.69 

2001 1,271,595 4.1 5.1 1.0 8.99 

2002 1,294,723 2.8 11.2 8.4 6.35 

2003 1,320,105 3.5 9.2 5.7 7.83 

2004 1,412,428 3.6 6 2.4 5.89 

2005 1,497,798 2.8 6.6 3.8 9.55 

2006 1,566,567 2.2 5.7 3.5 4.93 

2007 1,618,914 2.5 5.6 3.1 7.05 

2008 1,676,837 4.7 4.4 -0.3 -0.2 

2009 1,750,959 2.8 2.2 -0.6 10.4 

2010 1,791,955 3 6.4 3.4 10.4 

2011 1,824,109 4 -0.9 -4.9 5.4 

2012 1,891,771 2.2 5.3 3.1 6.99 

2013 1,935,977 1.3 3.8 2.5 4.2 

2014 1,981,975 1.3 2.4 1.1 5.25 

2015 2,044,756 3.2 5.9 2.7 6.4 

2016 2,110,476 3.2 5.9 2.7 6.4 

2017 2,185,318 3.2 5.9 2.7 6.4 

2018 2,251,005 3.2 5.9 2.7 6.4 

2019 2,322,022 3.2 5.9 2.7 6.4 

2020 2,412,659 3.2 5.9 2.7 6.4 

2021 2,512,473 2.8 5.9 3.1 6.1 

2022 2,638,489 2.8 5.9 3.1 6.1 

2023 2,787,034 2.8 5.9 3.1 6.1 

2024 2,947,758 2.8 5.9 3.1 6.1 

2025 3,121,676 2.8 5.9 3.1 6.1 

2026 3,305,855 2.8 5.9 3.1 6.1 

2027 3,500,900 2.8 5.9 3.1 6.1 

2028 3,707,454 2.8 5.9 3.1 6.1 

2029 3,926,193 2.8 5.9 3.1 6.1 

2030 4,157,839 2.8 5.9 3.1 6.1 

2031 4,403,151 2.2 4.6 2.4 5.1 

2032 4,662,937 2.2 4.6 2.4 5.1 

2033 4,898,314 2.2 4.6 2.4 5.1 

2034 5,134,465 2.2 4.6 2.4 5.1 

2035 5,370,650 2.2 4.6 2.4 5.1 

2036 5,617,700 2.2 4.6 2.4 5.1 

2037 5,876,115 2.2 4.6 2.4 5.1 

2038 6,146,416 2.2 4.6 2.4 5.1 

2039 6,429,151 2.2 4.6 2.4 5.1 

2040 6,724,892 2.2 4.6 2.4 5.1 

2041 7,034,237 2 4.1 2.1 4.8 

2042 7,357,812 2 4.1 2.1 4.8 

2043 7,673,799 2 4.1 2.1 4.8 

2044 7,995,811 2 4.1 2.1 4.8 

2045 8,323,639 2 4.1 2.1 4.8 

2046 8,664,908 2 4.1 2.1 4.8 

1. A값은 2015년까지 실제 값 2019년은 국민연금 중기 재정전망(2014) 추정치 반영 이후 임금인상률 반영 
2.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2014년까지 실제 상승치 반영, 물가상승률은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9A041&conn_path=I2), 임금상승률은 
고용노동통계 포털( http://laborstat.molab.go.kr/) 참고 

3. 2015년 이후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 상 가정 반영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9A041&conn_path=I2
http://laborstat.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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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상하한의 적용 

단위 (만원) 

연도 
상반기 하반기 

하한 상한 하한 상한 

1999 22 360 22 360 

2000 22 360 22 360 

2001 22 360 22 360 

2002 22 360 22 360 

2003 22 360 22 360 

2004 22 360 22 360 

2005 22 360 22 360 

2006 22 360 22 360 

2007 22 360 22 360 

2008 22 360 22 360 

2009 22 360 22 360 

2010 22 360 22 368 

2011 22 368 23 375 

2012 23 375 24 389 

2013 24 389 25 398 

2014 25 398 26 408 

2015 26 408 27 421 

2016 27 421 28 434 

2017 28 434 29 449 

2018 29 449 30 462 

2019 30 462 31 477 

2020 31 477 32 496 

2021 32 496 33 517 

2022 33 517 35 543 

2023 35 543 37 574 

2024 37 574 39 607 

2025 39 607 41 643 

2026 41 643 43 681 

2027 43 681 46 721 

2028 46 721 49 764 

2029 49 764 52 809 

2030 52 809 55 857 

2031 55 857 58 908 

2032 58 908 61 962 

2033 61 962 64 1011 

2034 64 1011 67 1060 

2035 67 1060 70 1109 

2036 70 1109 73 1160 

2037 73 1160 76 1213 

2038 76 1213 79 1269 

1. 2008 년부터 등급제 폐지 

2. 2015 년까지 실제 상하한 반영 

3. 이후 A 값 변동율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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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07 년까지 적용된 등급표 

단위 (만원) 

등급 
소 득 월 액 
(이상∼미만) 

표준소득월액 보험료계 1 

1 225,000 미만 22 19,800 

2 225,000 ~ 235,000 23 20,700 

3 235,000 - 245,000 24 21,600 

4 245,000 - 255,000 25 22,500 

5 255,000 - 265,000 26 23,400 

6 265,000 - 280,000 27 24,300 

7 280,000 - 300,000 29 26,100 

8 300,000 - 325,000 31 27,900 

9 325,000 - 355,000 34 30,600 

10 355,000 - 385,000 37 33,300 

11 385,000 - 420,000 40 36,000 

12 420,000 - 460,000 44 39,600 

13 460,000 - 500,000 48 43,200 

14 500,000 - 545,000 52 46,800 

15 545,000 - 595,000 57 51,300 

16 595,000 - 645,000 62 55,800 

17 645,000 - 700,000 67 60,300 

18 700,000 - 760,000 73 65,700 

19 760,000 - 820,000 79 71,100 

20 820,000 - 885,000 85 76,500 

21 885,000 - 955,000 92 82,800 

22 955,000 - 1,025,000 99 89,100 

23 1,025,000 - 1,095,000 106 95,400 

24 1,095,000 - 1,170,000 113 101,700 

25 1,170,000 - 1,250,000 121 108,900 

26 1,250,000 - 1,335,000 129 116,100 

27 1,335,000 - 1,425,000 138 124,200 

28 1,425,000 - 1,515,000 147 132,300 

29 1,515,000 - 1,610,000 156 140,400 

30 1,610,000 - 1,710,000 166 149,400 

31 1,710,000 - 1,810,000 176 158,400 

32 1,810,000 - 1,915,000 186 167,400 

33 1,915,000 - 2,030,000 197 177,300 

34 2,030,000 - 2,135,000 208 187,200 

35 2,135,000 - 2,245,000 219 197,100 

36 2,245,000 - 2,360,000 230 207,000 

37 2,360,000 - 2,475,000 242 217,800 

38 2,475,000 - 2,600,000 254 228,600 

39 2,600,000 - 2,730,000 267 240,300 

40 2,730,000 - 2,870,000 280 252,000 

41 2,870,000 - 3,010,000 294 264,600 

42 3,010,000 - 3,150,000 308 277,200 

43 3,150,000 - 3,310,000 323 290,700 

44 3,310,000 - 3,450,000 338 304,200 

45 3,450,000 이상 360 324,000 

1. 사업장의 경우 개인, 고용주 부담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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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지역 보험요율의 반영 

단위(%) 

연도 상반기 하반기 

1999 3 3 

2000 3 4 

2001 4 5 

2002 5 6 

2003 6 7 

2004 7 8 

2005 이후 8 9 

1. 분석기간 1999 년 이후 사업장의 경우 9%로 동일 

 

 

 

<부록 6> 연령별 통계청 기대여명 

단위(년) 

출생 

연도 
연령 

기대 

여명 

(전체)  

기대 

여명 

(남자)  

사망 

연도 

기대 

여명 

(여자) 

사망 

연도 

남녀 

차이 

완전(65 세) 

노령연금 

수급 

연도 

1981 32 세 50.70 47.36 2060 53.69 2067 6.33  2046 

1980 33 세 49.73 46.40 2059 52.72 2066 6.32  2045 

1979 34 세 48.77 45.44 2058 51.74 2065 6.30  2044 

1978 35 세 47.80 44.48 2057 50.77 2064 6.29  2043 

1977 36 세 46.84 43.53 2057 49.80 2063 6.27  2042 

1976 37 세 45.88 42.57 2056 48.83 2062 6.26  2041 

1975 38 세 44.92 41.62 2055 47.86 2061 6.24  2040 

1974 39 세 43.96 40.67 2054 46.89 2060 6.22  2039 

1973 40 세 43.01 39.73 2053 45.92 2059 6.19  2038 

1972 41 세 42.06 38.79 2052 44.96 2058 6.17  2037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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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탈루율 추정치와 데이터 분석값 비교 

 

<부록 7>에서 <부록 13>은 Zero and One inflated 모형을 기준으로 가입확률 90% 

이상, 가입 후 탈루 확률 70%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탈루율의 예측값과 실제 조사

분석된 탈루율을 비교한 것이다.  

<부록 7>에서 <부록 9>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교로 <부록 7>은 근로소득자 비과세 

수준을 20으로 가정했을 경우 추정치와 탈루율로 전체 평균은 매우 유사하며 상용직의 

경우 다른 지위에 비해 낮은 탈루율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록 7> 근로소득자 종사상지위별 추정치 비교 

단위 (%, 명) 

종사상 

지위 

전체 남 녀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상용직       

평균 0.09 0.14 0.08 0.11 0.11 0.16 

중위수 0.00 0.00 0.00 0.00 0.00 0.00 

대상자 1,986 1,986 1,369 1,369 617 617 

       

임시직       

평균 0.74 0.60 0.76 0.57 0.71 0.61 

중위수 0.87 1.00 0.80 0.83 1.00 1.00 

대상자 337 337 166 166 171 171 
       

일용직       

평균 0.90 0.82 0.87 0.83 0.96 0.79 

중위수 1.00 1.00 0.90 1.00 1.00 1.00 

대상자 209 209 141 141 68 68 

전체       

평균 0.24 0.25 0.21 0.21 0.30 0.30 

중위수 0.00 0.00 0.00 0.00 0.00 0.00 

대상자1 2,532 2,532 1,676 1,676 856 856 

1. 근로소득자 중 종사상 지위를 사업자나 고용주로 응답한 23 명 제외 됨 

 

<부록 8>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추정치의 비교

이며 조사분석 탈루율에 비해 다소 낮게 추정되었으나 중위수의 경우 전체와 남성의 경

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종사상 지위에 따른 탈루율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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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사업소득자 종사상지위별 추정치 비교(응답축소보고 미반영) 

단위 (%, 명) 

종사상지위 
전체 남 녀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평균 0.50 0.58 0.46 0.57 0.57 0.61 

중위수 0.60 0.63 0.57 0.57 0.70 1.00 

대상자 830 830 550 550 280 280 

고용원을 둔 고용주 

평균 0.34 0.38 0.37 0.40 0.17 0.25 

중위수 0.42 0.33 0.43 0.37 0.00 0.00 

대상자 173 173 147 147 26 26 

전체       

평균 0.47 0.55 0.44 0.53 0.54 0.58 

중위수 0.56 0.56 0.54 0.53 0.68 0.71 

대상자 1,003 1,003 697 697 306 306 

 

<부록 9>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했을 경우로 여성의 경우를 제외

하고 조사분석 탈루율에 비해 다소 낮게 추정되었으나 중위수의 경우 그 차이는 감소한

다.   

 

<부록 9> 사업소득자 종사상지위별 추정치 비교(응답축소보고 반영) 

단위 (%, 명) 

종사상지위 
전체 남 녀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평균 0.59 0.63 0.55 0.62 0.67 0.66 

중위수 0.66 0.69 0.63 1.00 0.75 1.00 

대상자 830 830 550 550 280 280 

고용원을 둔 고용주 

평균 0.40 0.42 0.43 044 0.25 0.29 

중위수 0.44 0.37 0.46 0.37 0.24 0.00 

대상자 173 173 147 147 26 26 

전체       

평균 0.56 0.60 0.52 0.58 0.64 0.63 

중위수 0.62 0.64 0.59 0.60 0.74 0.76 

대상자 1,003 1,003 697 697 306 306 

 

<부록 10>부터 <부록 12>까지는 소득에 따른 소득원, 성별 추정치와 조사분석 탈루

율을비교하고 있다. <부록 10>은 근로소득자의 법정소득(비과세 20) 분위별 탈루율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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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다. 전체적인 추정치는 종사상지위에서와 같이 동일하고 소득분위별 추정치를 보

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특히 제5분위에서의 낮은 탈루율을 유사하게 반

영하고 있다.   

 

<부록 10> 근로소득자 소득수준별 추정치 비교 

단위 (%, 명) 

법정소득 

(비과세 20) 

전체 남 녀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1분위 (73만원) 

평균 0.60 0.45 0.73 0.48 0.55 0.43 

중위수 1.00 0.00 1.00 0.17 1.00 0.00 

대상자 521 521 157 157 364 364 

2분위 (135만원) 

평균 0.20 0.31 0.28 0.36 0.13 0.26 

중위수 0.00 0.00 0.00 0.00 0.00 0.00 

대상자 489 489 234 234 255 255 

3분위 (200만원) 

평균 0.19 0.25 0.22 0.27 0.11 0.18 

중위수 0.00 0.00 0.00 0.00 0.00 0.00 

대상자 507 507 375 375 132 132 

4분위 (299만원) 

평균 0.12 0.17 0.12 0.18 0.07 0.13 

중위수 0.00 0.00 0.00 0.00 0.00 0.00 

대상자 510 510 442 442 68 68 

5분위 (389만원) 

평균 0.08 0.09 0.08 0.08 0.15 0.15 

중위수 0.00 0.00 0.00 0.00 0.00 0.00 

대상자 505 505 468 468 68 68 

전체 

평균 0.24 0.25 0.21 0.21 0.30 0.30 

중위수 0.00 0.00 0.00 0.00 0.00 0.00 

대상자 2,532 2,532 1,676 1,676 856 856 

 

<부록 11>과 <부록 12>은 사업소득자의 소득에 따른 추정치의 비교이다. 사업소득자

의 법정소득의 소득분위는 분산이 크지 않아서 4분위로의 구분된다. 응답축소보고를 반

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공히 전체 탈루율의 추정치는 종사상지위에서와 동일하

고 1분위와 2분위에서 과소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부록 11>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탈루율의 모습이 <부록 12>에서는 4분위를 제외한 소득

의 증가에 따른 탈루증가의 유형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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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사업소득자 소득수준별 추정치 비교(응답축소보고 미반영) 

단위 (%, 명) 

법정소득 
전체 남 녀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1분위 (72만원) 

평균 0.35 0.49 0.18 0.44 0.50 0.53 

중위수 1.00 0.22 0.00 0.00 0.71 1.00 

대상자 290 290 141 141 149 149 

2분위 (154만원) 

평균 0.39 0.57 0.28 0.56 0.53 0.61 

중위수 0.52 0.53 0.00 0.00 0.69 1.00 

대상자 159 159 87 87 72 72 

3분위 (223만원) 

평균 0.55 0.56 0.54 0.55 0.60 0.59 

중위수 0.63 0.51 0.63 0.51 0.67 0.58 

대상자 196 196 148 148 48 48 

4분위 (358만원) 

평균 0.56 0.57 0.55 0.56 0.61 0.70 

중위수 0.57 0.60 0.55 0.57 0.67 0.80 

대상자 358 358 321 321 37 37 

전체 (217만원) 

평균 0.47 0.55 0.44 0.53 0.54 0.58 

중위수 0.56 0.56 0.54 0.53 0.68 0.71 

대상자 1,003 1,003 697 697 306 306 

 

<부록 12> 사업소득자 소득수준별 추정치 비교(응답축소보고 반영) 

단위 (%, 명) 

법정소득 

(츅소보고반영) 

전체 남 녀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1분위 (75만원) 

평균 0.32 0.45 0.12 0.41 0.52 0.50 

중위수 0.00 0.02 0.00 0.00 0.76 0.48 

대상자 190 190 96 96 94 94 

2분위 (151만원) 

평균 0.57 0.62 0.45 0.57 0.69 0.67 

중위수 0.70 1.00 0.60 0.54 0.75 1.00 

대상자 140 140 67 67 73 73 

3분위 (238만원) 

평균 0.64 0.67 0.61 0.65 0.70 0.70 

중위수 0.00 0.00 0.64 0.65 0.72 0.70 

대상자 203 203 125 125 78 78 

4분위 (373만원) 

평균 0.61 0.62 0.60 0.60 0.68 0.69 

중위수 0.62 0.66 0.61 0.63 0.72 0.74 



- 223 - 

 

대상자 470 470 409 409 61 61 

전체 (259만원) 

평균 0.56 0.60 0.52 0.58 0.64 0.63 

중위수 0.62 0.64 0.59 0.60 0.74 0.76 

대상자 1,003 1,003 697 697 306 306 

 

마지막으로 <부록 13>은 연령대 별 탈루율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일관된 경향이 없으나 탈루율의 연령별 증감 정도가 

유사하게 반영되었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탈루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

다. 추정치에서는 20대를 제외하고 이러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축소보고 

반영 시도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4,50대의 경우는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  

 

<부록 13> 연령별 탈루율 추정치 비교 

단위 (%, 명) 

연령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축소반영)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추정치 탈루율 

20대 

평균 0.26 0.27 0.51 0.73 0.71 0.77 

중위수 0.00 0.00 0.64 1.00 0.78 1.00 

대상자 282 282 47 47 47 47 

30대 

평균 0.15 0.18 0.53 0.58 0.56 0.62 

중위수 0.00 0.00 0.61 0.66 0.64 0.69 

대상자 776 776 155 155 155 155 

40대       

평균 0.23 0.26 0.46 0.54 0.55 0.59 

중위수 0.00 0.00 0.55 0.53 0.60 0.63 

대상자 898 898 417 417 417 417 

50대 

평균 0.37 0.34 0.45 0.52 0.55 0.58 

중위수 0.12 0.00 0.54 0.52 0.63 0.60 

대상자 599 599 384 384 384 384 

전체 

평균 0.24 0.26 0.47 0.55 0.56 0.60 

중위수 0.00 0.00 0.56 0.56 0.62 0.64 

대상자 2,555 2,555 1,003 1,003 1,0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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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mong the different income groups is one of the 

major and unique functions of the public pensions, which could not be achieved 

by the private annuity.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this redistribution issue gives 

greater impact on the short-term receptivity and the long-term politic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 than any other problems. 

But th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despite of the progressive benefit formula, because of failing to 

realize real income of some people like self-employed, short-term and daily 

workers. And this makes many problems like followings 

First, those who are not affiliate in the system and exempted contributions in 

spite of having the liability have the possibility to be left in the “blind area” which 

means could not receive the eligibility of benefit. This doesn’t only means that the 

system fails to grantee the old age income security but also the redistribution 

function works just among the limite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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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if the insured people declare his/her income uniformly low at the 

average line because of the authorities’ fail to grasp the exact income, it’s 

impossible for the system to redistribute income among the different income 

brackets not to speak of adequacy problem. 

After all, raising the equity issue between faithful payers and shirkers, this will 

threaten political sustainability as well as financial, which could shake overall 

legitimacy of the system. 

Nevertheless the research relating to income redistribution has failed to reflect 

the degree of contribution evasion.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is reality the 

researches on the redistribution of public pension system without reflecting 

evasion have little confidence in their results. Therefore, it’s imperative to 

diagnose the contribution evasion’s impacts on the redistribution of the pension 

system.  

 

Therefore this thesis analyze the contribution evasion effects on the national 

pension’s intra generation redistribution with the micro income data from the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one 

cohort from the birth year 1972 to 1981, the first generation of entire nation 

coverage era. And this analysis is in the longitudinal perspective, which could find 

out the benefit changes when different type of evasion is reflected such as omission 

of declaring income and underreporting during the working period.     

The analysis is largely divided in two parts. One is the estimation of the 

contribution evasion and the other is comparison of the pension’s redistribution 

effect before and after the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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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using NaSTaB’s wave 5-6 the individual contribution evasion rates are 

computed, which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such as income level, income 

source, gender, education level and age. In this estimation there are some 

assumptions on the wage & salary income and the business income respectively. 

Because the income of this data is gross income it has to be assumed the worker’s 

exemption amount level like 0, 100,000, 200,000 and 300,000 won. And for the 

business income this study assumes two cases. One is that they would have 

answered their income faithfully and the other is they would have underreported 

their income. Because there used to be said that they underreport their income 

just to the level of tax declaration amount when they answer survey questions. The 

business income earner’s underreporting rate when they answering the survey is 

estimated based on their permanent income using the NaSTaB’s wave 2-6. 

This study classified and named the two different types of contribution evasion 

by the status of payment and the different path of affecting the redistribution. One 

is the “the omission of declaring income” and the other is “underreporting income”. 

The former means that people do not affiliate the system in spite of having liability 

or even if joined the system they do not declare their income generation. And the 

latter means although affiliated and paying the contributions but people 

underreport their income. 

As a results, the individual contribution evasion rate including the two types is 

24.48% for the wage and salary earner assuming exemption level of 200,000 won 

and 59.64% for the business earner when it is reflected underreporting on the 

survey. In the former case evasion rate is the lowest for the regular employee with 

13.12% and become higher for the temporary and daily workers. Especially the rate 

of daily worker is 80.94%, which is even higher compared to that of business 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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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ture of evasion for the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is as follows. 

First, the determinants of income declaring is different between the wage & 

salary earner and business earner. The declaring rate of the wage & salary earner 

is increases when income, education level and age bracket rises and in case of the 

regular workers. But incom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logit analysis for 

the business earner. Instead, the rate increases when they being a household, 

having employee and kids under 18 years old. The rise of education level and age 

bracket also increase the declaring rates. 

Seco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ions of income are opposite in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declaring and underreporting. In other words 

when the wage & salary earner and business earner are affiliated first the 

underreporting possibilities increase with income. 

Third, the total individual evasion rates for the wage & salary earner decrease 

when income increase while those of business earner increase when income 

increase except for the fifth quintile. 

Forth, there is no relations between total evasion rates and age for the wage & 

salary income but there is for the business income. In other words, the older the 

business earners, the lower the total evasion rates.  

Fifth, the zero and one inflated beta regression model is developed for the 

ultimate estimation of the evasion rates through preliminary logi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s similar by and large to that of logit in that one is for the 

determinants of income declaring and zero for those of income underreporting. 

But in this analysis the possibility of declaring and income has positive relations 

for the business earner. In the underreporting rates or proportion analysis there 

is also difference of significant factors between two income sources.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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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wage & salary income earner, that is daily 

and temporary worker have higher evasion rates than regular worker. On the other 

hand, income and education levels are significant for the business income. When 

the income rises and the education level is lower the rate is raised. 

 

Next, the evasion effects on the redistribution of the old-age pension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re analyzed based on the evasion estimation model 

mentioned above. In order to build the lifetime income history of the cohort, the 

real income histories are used from 1999 to 2012 based on the career history of 

NaSTaB’s 6th wave and estimated income is used from 2013 to the retired year.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is applied to estimate this income history on the basis 

of NaSTaB’s wave 1-6.  

This study understand the public pension consists of two factors, namely annuity 

and transfer, which means annuity-welfare model perspective. Therefore the 

redistribution is measured by the net-transfer. But before this, effective 

progressiveness index is also computed to get orientation of total progressivity.  

And benefit-tax analysis is also added to compare the results of many other studies 

in the insurance model perspective which understand the public pension has only 

the private insurance fun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 progressiveness index says that the total progressivity of the 

pension system is reduced by the contribution evasions. That means the analysis 

of the public pension’s redistribution without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evasion 

could overestimate th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system. Nevertheless, the 

total progressivity is still improved by the pension system even if applied evas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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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according to theoretical analysis, the omission of declaring and 

underreporting affect the redistribution of the pension system through the channel 

of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total affiliated (value A) and of individual insured 

income history.  

By the evasion the value A decreases and net-transfer and benefit-tax ratio also 

decrease. In this case the low income bracket’s reduction ratio of net-transfer is 

the lower than the high income bracket’s but the low income bracket’s reduction 

ratio of the benefit-tax ratio is the higher than the high income bracket’s ratio.  

The effect through the channel of the individual income history is opposite 

direction to that of value A. It’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bracket in case of 

net-transfer. But in case of benefit-tax ratio, it’s favorable to the low income 

bracket. 

Third, the total direction of the effects is determined by the channel of individual 

insured income history. In other words the benefit-tax ratio of the low income 

bracket increase more than that of the high income bracket and in case of the net-

transfer the low income bracket’s decreasing rate is the higher than that of the 

high income bracket. 

Forth, therefore the decrease of the progressivity by the evasion comes from the 

high decline rate of the low income bracket’s net-transfer. It’s because the low 

declaring rate for the low income bracket and high underreporting rate for the 

high income bracket. This imply that the benefit-tax ratio has some limitation to 

explain the progressivity of the public pension as the social welfare system.  

Fifth, the effect of the redistribution among different social groups by the evasion 

is as follows.  

The reduction rate of the business earner’s net-transfer is smaller than the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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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ry earner in spite of low declaring rate. It’s comes from their high 

underreporting rate.  

In case of work status the net-transfer of all the workers, or that of wage & salary 

earners decreases. But the decreasing rate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 i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 because of their relative low declaring rate. The self-

employed who is the business earner has the lower decreasing rate of net-transfer 

than wage & salary earner has. And the employer’s net-transfer increase by the 

evasion because of their relatively higher declaring rate compared with the self-

employed.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deriv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s urgent to enhance the declaring rate of the low income bracket because 

the total evasion rate and the drop of benefit depend it most.   

Second, the policy options ne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be placed in the blind 

area of public pension for the daily worker. The results says that they are even 

more vulnerable than the self-employed 

Third, it’s imperative for the authorities to improve the ability to grasp income 

from the view point of equity. Because contribution evasion can cause increase of 

net-transfer for the high income business earner it will be factor of the inequality 

and discontent if the possibility of the evasions differs from the income source or 

the types of insured status.  

Firth, the reduction of the pension income due to the evasion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proper retirement income security especially for the low income 

bracket.  

Lastly, the longer the education years, the lower the evasion rate. It mean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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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o enhance the awareness of need for the public pension as well as improving 

the ability to grasp income level. 

 

This thesis is the first stud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contribution evasion on 

the National Pension’s redistribution using micro-income data. And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leave implications on the policy for the system’s improvement.   

 

Keywords : National Pension, redistribution, contribution evasion, the omission of 

declaring income, underreporting income,  

Student Number : 2010-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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