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개편 효과 분석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김환기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개편효과 분석

지도교수 이 철 인

이 논문을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김 환 기

김환기의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김 봉 근 (인)

부위원장 이 철 인 (인)

위 원 이 재 원 (인)



- i -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소득세 과세체계 중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변화가

세수와 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 7차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 효과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때가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

제를 축소할 때에 비해 세수 증가 효과가 컸다. 또한, 소득공제 축

소가 가장 큰 재분배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공제 축소는 면세자

수를 대폭 낮추었다. 둘째, 공제제도 개편 시 세수 효과는 크나 재

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공제제도가 소득분포와 무관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현 조세체계 내에서 분명한 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과세체계 개편에 더해 다른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모의 개편

실험에서 확보한 세수를 현금 지원할 경우 확실한 재분배효과(누

진배분>균등배분)를 관찰 할 수 있었다.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조

세 기능의 정상화는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주요어 :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소득세 부담률, 지니계수, 소득재분배

학 번 : 2014-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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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소득세(Income Tax)는 본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총칭한다. 소득세

는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와 법인 소

득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부

른다. 본 연구의 ‘소득세’도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세목으로 세수기여도가 크

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소득세 징수액

은 48.4조원으로 내국세 징수액인 168.8조원의 약 28.7%를 차지한다. 소

득세는 국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국가 재

정과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복지수요가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뿐

아니라 중산층 몰락으로 인해 양극화 해소 및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핵심 과제들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는 조세체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Musgrave(1959)는 조세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공평

한 소득분배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재분배기능(Income

Redistribution),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원배분기능

(Resource Reallocation) 그리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경제안정화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

득세 과세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으

로 삼을 수 있다.

다음 [표 1.1]은 OECD 국가의 세전·세후 지니계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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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OECD 주요국의 연도별 세전·세후 지니계수

　 2004 2006 2008 2010 2012

　
Before

Tax

After

Tax

Before

Tax

After

Tax

Before

Tax

After

Tax

Before

Tax

After

Tax

Before

Tax

After

Tax

호주 0.465 0.315 　 　 0.468 0.336 0.469 0.334 0.463 0.326

오스트리아 0.462 0.269 0.482 0.268 0.492 0.282 0.497 0.280 0.495 0.276

캐나다 0.444 0.322 0.435 0.317 0.438 0.321 0.447 0.319 　 　

프랑스 　 0.283 　 0.293 0.483 0.293 0.505 0.303 0.518 0.306

독일 0.499 0.285 　 0.290 0.494 0.287 0.492 0.286 0.501　 0.289

그리스 0.467 0.334 0.506 0.339 0.503 0.330 0.529 0.339 0.569 0.340

일본 　 　 0.462 0.329 　 　 　 　 　 　

우리나라 　 　 0.330 0.306 0.344 0.314 0.341 0.310 0.330 0.306

멕시코 　 0.474 　 　 　 0.475 　 0.466 0.472 0.457

뉴질랜드 　 　 　 　 0.455 0.330 　 　 0.461 0.333

스위스 　 　 　 　 　 　 0.374 0.298 0.368 0.285

영국 0.500 0.331 0.503 0.354 0.508 0.359 0.523 0.341 　 0.351

미국 　 0.360 　 0.384 0.486 0.378 0.499 0.380 0.513 0.390

OECD평균 0.472 0.315 0.464 0.310 0.461 0.308 0.470 0.310 0.469 0.308

자료 : OECD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우리나라 2012년 세후 지니계수는 0.306으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

준이다1). 그렇지만 세전·세후 지니계수 비교를 통해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OECD국가에 비해 굉장히 취약하게 나온다.

1) 김낙년(2013)은 가계조사에 의거한 소득분배 지표는 불평등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

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소득세 자료를 통해 보정한 소득분배 지표가 2010년 기준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39에서 0.415로,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도 0.308에서 0.371로 높

아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불평등도를 갖는 나라

임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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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ECD 주요국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

주 : 1) 2012년 기준.

2) 캐나다, 일본, 영국의 경우 2012년 자료가 미비하여 각각 2011년, 2006년, 2010년 자료를

사용.

자료 : OECD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그림 1.1]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전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이 7.3%

에 불과하나 OECD 평균은 34.3% 감소하는 바 OECD 평균에 대비하여

조세 재분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 조세 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적절한 세수 확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안정화기능을 수

행하는데 필요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률이

낮고, 각종 비과세 및 공제제도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재정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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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구조 비교

　 2000 2010 변화율

　 한국
OECD

평균
한국 순위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소득세 부담 　

GDP 대비 3.3 9.4 3.6 26 8.7 0.3 -0.7

총조세대비 14.6 25.4 14.3 25 24.6 0.3 -0.8

평균유효세율 　

AW 67% 0.7 12.0 1.3 31 10.0 0.6 -2.0

AW 100% 2.1 15.9 4.1 32 14.2 2.0 -1.7

AW 167% 6.4 22.2 8.3 32 20.5 1.9 -1.7

주 : 1) 소득세 부담의 경우, OECD 34개 국가 중 2010년 세 부담 수치가 미비한

6개국을 제외한 28개국대상.

2) 무자녀 1인 가구 기준, 평균임금(AW)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2012)

표[1.2]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은 GDP대비

3.6%, 총조세대비 14.3%에 불과하나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8.7%와

24.6%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자녀 1인 가구 평균유효세율은 평균임금

(AW) 100%수준에서 4.1%인데, 이는 OECD국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부담 및 유효세율이 타 OECD국가에 비해 굉

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는 조세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 방향으

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조세제도 개편은 크게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과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세율의 경우, 우리나

라의 최고세율과 과표구간 개수 등은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다2).

따라서 본 연구는 과도한 공제제도가 조세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서 재정패널자료(근로소득자 중심으로)를 이용하여 소득세 공

제제도 개편을 실시하여 조세 기능 증진을 모색해본다.

2) OECD Tax database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
목 최고세율은 38%이며, OECD 평균은 36%이다. 또한, 과표구간 개수는 우리나라 5
개, OECD 평균 4.8개로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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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머리말에 이어 제 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에 제 Ⅲ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본다.

제 Ⅳ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득세 추계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 Ⅴ장에서는 공제제도 개편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 Ⅵ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한

다. 마지막으로 제 Ⅶ장에서는 본 연구를 정리하고 요약한다.

Ⅱ. 소득세 공제제도 개요

소득세 공제제도는 특정지출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조세

유인을 제공하여 국가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소득세 공제제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는 이 두 가지 공제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과표를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하며 크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한

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납세자의 결정세액을 낮추

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공제제도는 여타 OECD 국가들과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타 국가에 비해 제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과 수시로 바뀐다

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시대적 경제상황 및 정치적 요구에 따라

특별한 기준과 합리적 이유 없이 제도가 도입·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제는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심층적으로 논

의되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공제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7차)를 사용했다. 재정패널자료 7차년도는

2013년 자료로 2013년 소득세법이 적용됐다. 한편, 정부는 소득공제 중심

으로 운영되어 온 소득세 과세체계를 대폭 개정했다(2014.1.1.시행). 소득

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으며, 과한

공제로 면세자수가 증가하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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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년 2014년

근로

소득

공제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50% 500~1500만원 40%

1500~3000만원 15% 1500~4500만원 15%

3000~4500만원 10% 4500~1억원 5%

4500만원 초과 5% 1억원 초과 2%

인적

공제

자녀

관련

항목

· 6세 이하 공제 : 100만원

· 출산·입양 공제 : 200만원

· 다자녀 추가 공제 :

100만원(자녀2명)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1~2명 :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부녀자

공제
· 부녀자 공제 :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특별

공제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전액)

· 산출세액 15% 세액공제로 전환

(단,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시 25%)

교육비

공제

-본인 : 전액 공제

-대학생 : 900만원

-고등학생 : 300만원

기부금

공제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

-종교 : 소득금액 10%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 100만원

· 산출세액 12%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유지)
연금

저축

공제

(한도) 4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한도) 300만원

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2013년과 2014년

적용 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표 2.1]은 2013년 적용 소

득세법과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비교한 것으로 소득공제 중 많은 항목

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2.1] 2013년과 2014년 소득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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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제

-근로자 : 100만원

-사업자 : 6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자 : 12만원

-사업자 : 7만원

기본

세율

과표

및

한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8800~1.5억원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5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 5500~7000만원 : 63~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50~63만원

자료 : 소득세법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근로소득 공제율이 변경되었다. 또한,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자녀세액공제 항목으로 통합되었고, 특별공

제 항목 중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가 올랐다.

Ⅲ. 관련 선행 연구

본 연구의 주제인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편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세법의 공제제도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손광락(1999), 성명

재(2007), 정운오·전병욱(2010)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공제제도 효과가

아닌 소득세법이 소득재분배나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로 여기서는 2014년 소득세법을 가상적으로 적용한 두 논문인 김성

태·김명규·임병인(2014)와 김낙년(2014)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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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락(1999)는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공

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근로소득

공제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근로소

득공제 확대를 자제하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다.

성명재(2007)는 1995~2006년 가계조사자료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율

구간, 소득포착률 등의 변화 효과를 보기 위해 정책 모의실험을 했다. 모

의실험을 통해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사업소득포착률을 제고할 경우 세

수증대와 함께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대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과도

한 면세비율을 낮추고 사업소득포착률을 올리는 것이 세수확보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바람직하게 증진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운오·전병욱(2010)은 본 연구와 같이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한다. 해당

연구는 재정패널자료 1차년도(2007년 귀속)를 활용하여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효과 추정을 통해 각각의

항목이 소득재분배 및 수직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공제항목들은 고소득층이 크게 수혜를 보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에 약

영향을 미치므로 공제금액 한도를 체감하여 재분배효과를 증진시켜야 한

다고 주장한다.

김성태·김명규·임병인(2014)도 재정패널자료 5차년도(2011년 귀속)를 이

용하여 2014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 대해 형평성 및 누진성을 분석

했다. 분석 결과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은 최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세부담

을 경감시켜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김낙년(2014)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말정산자료를 활용했고,

소득구간별 통계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경우 mean split histogram에 의

한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에 대해 분석하여 세수확보가 증진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 살펴본 선행 연구는 소득공제 특정항목을 중심으로 세수효과와 재

분배효과 등을 분석한 것이거나 실증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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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제제도 전반의 효과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으며 실증자료인

재정패널자료 7차년도(2013년 귀속)를 이용했다. 뿐 아니라 재분배효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도 진행했기에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

다.

Ⅳ. 자료와 방법

1. 사용 자료와 표본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 7차년도(2013년 귀속)를 활용한다. 한국조세재

정연구원은 조세 및 재정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 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수집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재정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패널조사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

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지출·조세·복지수혜를 포괄

하는 자료를 통함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을 분

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7차년도 재정패널자료는 2013년도에 재정패널조사

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2013년 기준 소득과 소득세법이 적용된 자료이

다.3)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는 크게 가구용데이터와 가구원용데이터로 나

뉜다. 가구용데이터는 가구기본현황 등 가구 전반에 대한 내용이 조사되

어있으며, 가구원용데이터의 경우 가구 각 개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공

제현황 등이 조사되어있다. 본 연구는 두 데이터 중 각 개인의 근로소득

과 연말정산자료에 근거한 공제금액을 제공하는 가구원용데이터를 기반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가구용데이터를 통해 인적공제 조사에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했다.

3) 재정패널조사 7차년도 자료는 2016.04에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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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선정된 최종표본 통계량(공제 관련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단위) (명) (만원) (만원) (만원)

근로소득 2,340 3,818 31,105 10

결정세액 2,340 145 7,424 0

연금보험료

공제
2,187 155 918 4

보험료공제 2,258 216 1826 0.3

의료비공제 720 208 2000 0.2

교육비공제 774 298 2698 1

주택자금공제 250 212 1500 1

기부금공제 949 120 1217 0.5

개인연금공제 55 49 72 8

다음 [표 4.1]은 가구원 전체표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한 표본을 선정한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 표본 선정 절차

단계 선정기준 및 제외 사유 표본수

　 재정패널조사 가구원 자료 　 7,559명

1 근로소득이 없는 자 (-) 3,265명

2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을 하지 아니한 자 (-) 1,340명

3 결정세액을 알지 못하는 자 (-) 602명

4 공제액 미비한자 (-) 12명

　 최종표본 　 2,340명

가구원용데이터 전체 표본은 7,559명이다. 그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는 3,265명을 제외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공제금액에

대한 자료가 중요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결정세액 및 공제액

이 미비한 자를 제외했다. 따라서 최종표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총 2,340명이었다. 선정된 최종표본에 대한 통계량은 [표 4.2]에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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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 40 278 400 1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0 -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480 228 500 0.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15 323 400 40

기타공제 4 164 310 60

2. 소득세 추계

2.1 소득세 추계 방법

본 연구는 공제제도를 개편하여 소득세를 추계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

야하므로 소득세 추계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모델의 추계 결과가

실제와 얼마나 부합한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소득세

추계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본다.4)

소득세 추계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제시하는 소득세액 계산 순서

에 따랐다. 가구원용데이터에는 각 개인의 근로소득이 조사되어있다. 재

정패널조사 사용자안내서에 보면 해당 근로소득은 기본급과 보너스, 수

당 등 직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대상근로소득임을

알 수 있다. 조사된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이 제시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2013년 세법 기준5)으로 보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기

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하면

4) 7차 재정패널자료에서 제시하는 인적정보와 과세관련 정보는 앞으로 진행되는 추계

및 모의 실험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5) 2014년 세법은 이미 언급했듯이 대폭 개정되어 소득공제항목 중 많은 수가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기준 소득세 추계방법은 세법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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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된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조사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

의 추계모델에서는 세액공제 항목 중 추계 가능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항

목만을 계산하여 추계했다. 따라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적용하지 못했다. 또한,

세액감면도 활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재정패널자료에서 얻는 결정세

액 실제값과 추계값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소득세법의 소득세액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도표로 나타낸 것

이다.

[그림 4.1] 근로소득세액 계산 흐름표

주 : 1) 밑줄친 항목은 2014년도 적용 세법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변경되었

거나 내용이 변경된 항목이다.

2) *항목은 본 추계 모델에서 고려하지 못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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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
인원수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액

소득

공제액

세액

공제액

조사

소득세액

추계

소득세액

추계

세부담율
오차율

　 (명)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

1 236 819 549 457 1 1 1 0.1 0.0

2 236 1,461 868 561 4 3 3 0.2 0.0

3 235 1,882 957 664 10 8 8 0.4 0.0

4 234 2,386 1,033 885 16 14 14 0.6 0.0

5 232 2,974 1,119 1,073 25 26 26 0.9 0.0

6 233 3,559 1,181 1,211 35 44 54 1.5 22.7

7 234 4,224 1,247 1,517 40 67 83 2.0 23.9

8 235 5,151 1,308 1,788 47 116 156 3.0 34.5

9 233 6,415 1,371 2,060 50 239 291 4.5 21.8

[표 4.3] 실제 재정패널조사 소득세액과 추계 소득세액 비교

2.2 소득세 추계 결과

[표 4.3]은 표본의 소득세 추계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분위별로 실

제 재정패널 소득세액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소득과 공제액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본의 평균 근로소득은 3,818만원으로 6분위

이하 개인은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공

제액과 소득공제액6)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커졌다. 2013년 적용 세법 기

준이다 보니 소득공제액은 공제액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추계 소득세액의 경우 평균 추계 소득세액은 145만원으로 실

제 조사 소득세액인 119만원에 비해 21.8% 크게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5분위는 실제 값과 오차가 거의 없었

고, 6-10분위는 약 20%정도 크게 추계되었다. 이는 위에 언급했듯이 재

정패널에서 조사하지 못한 몇 가지 항목을 추계 모델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누락된 항목의 공제·감면액이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저소득층은 그 영향이 미미하므로 오차가

거의 없다.

6)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를 비롯한 모든 소득공제액을 포함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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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2 9,407 1,520 2,299 50 676 822 8.7 21.6

평균 234 3,818 1,114 1,249 28 119 145 3.8 21.8

한편, 현행 소득세법7)은 2014년 적용 소득세법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공

제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2013년 재정패널자료에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추계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개편실험을 진행해 본다.

소득

분위

근로

소득

근로

소득

공제

액

(2014)

근로

소득

공제

액

소득

공제

액

(2014)

소득

공제

액

세액

공제

액

(2014)

세액

공제

액

추계

소득

세액

(2014)

추계

소득

세액

추계

실효

세율

(2014)

추계

세

부담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

1 819 549 467 457 63 1 19 1 1 0.1 0.1

2 1,461 868 726 561 130 4 32 3 2 0.2 0.1

3 1,882 957 807 664 195 10 45 8 5 0.4 0.3

4 2,386 1,033 883 885 287 16 67 14 8 0.6 0.3

5 2,974 1,119 971 1,073 382 25 88 26 20 0.9 0.7

6 3,559 1,181 1,059 1,211 456 35 112 54 47 1.5 1.3

7 4,224 1,247 1,157 1,517 593 40 139 83 74 2.0 1.8

8 5,151 1,308 1,233 1,788 673 47 161 156 149 3.0 2.9

9 6,415 1,371 1,296 2,060 752 50 185 291 289 4.5 4.5

10 9,407 1,520 1,424 2,299 844 50 193 822 925 8.7 9.8

평균 3,818 1,114 1,001 1,249 437 28 104 145 151 3.8 4.0

[표 4.4] 추계 소득세액(2013년)과 추계 소득세액(2014년) 비교

[표 4.4]는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을 적용한 추계 소득세액, 세부담

율을 비교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소득공제

항목이 대폭 감소하고 세액공제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공제액도 크게

줄어 들었으며, 세액공제액은 늘었다. 추계 소득세액은 2013년도에 비해

저소득층에서는 줄어들어 감세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

7) 현행은 2016.1.25. 시행 소득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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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의 경우 크게 변화가 없거나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도 세법을 적용한 추계 소득세액을 비교할 만한 실증자료가 재정

패널에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국세통계연보 연말정산자

료를 보간8)하여 간단하게 비교함으로 본 추계 모델의 타당성을 한 번

더 검증한다.

　

분위별 소득(비중), 소득세부담률

근로자

수

납세자

비율

경계

소득

평균

소득

소득

비중

소득

세액

세부담

률

(천명) (%) (백만원) (백만원) (%) (천원) (%)

A B C D E F G=F/D

1-3분위 5,011 1.1 　 6.8 6.38 62(원) 0.0009

4분위 1,668 34.6 13.0 16.7 5.22 30 0.18

5분위 1,668 47.7 18.6 20.2 6.32 54 0.27

6분위 1,668 63.8 23.0 26.0 8.13 162 0.62

7분위 1,668 66.5 29.0 32.8 10.26 201 0.61

8분위 1,668 77.0 37.4 42.8 13.38 827 1.93

9분위 1,668 95.0 49.2 57.7 18.04 2,206 3.82

10분위 1,668 99.5 67.3 103.2 32.27 11,960 11.59

합계/

평균
16,687 51.9 　 32.0 100.00 1,504 4.70

주:

1) 2014년도 국세통계 연보 연말정산자료 요약은 부표1에 제시되어 있다.

1) 결정새액이 있는자와 없는자를 포함한 통계자료이다.

2) 자릿수에 맞춰 반올림했다.

3) 10-15구간 인원 누적비가 79.07%이고 그 이하는 소득구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 70% 미만은 하나로 통합했다.

[표 4.5] 연보 2014년도 연말정산자료의 분위별 소득 및 소득세부담률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전수조사이므로 재정패널에 의한 표본 자료 값과

절대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연보의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세는 미미하므로 분위별로 값을 살펴보기가

8) Atkinson(2005), 김낙년(2014)은 소득구간별 통계를 그 사이의 원하는 점을 경계로 하

여 분할하기 위해서 보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당연구에서는 mean split

histogram 방법으로 보간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하여 2014년도

근로소득세 통계자료를 보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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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그러나 평균소득 기준으로 추계 소득세액과 연보의 1인당 세

액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 한 예

로 본 연구의 표본 7분위의 근로 평균 소득은 4,224만원이고, 연보의 8분

위 평균 소득은 4,280만원인데 이때 소득세액은 각각 74만원, 82.7만원이

다. 따라서 12%미만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세부담

률의 경우도 각각 1.8%, 1.93%로 약 7% 차이가 있다. 이는 재정패널의

자료를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추계한 값이 전수조사인 연보

에 비교하여도 그 오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장 마지막으로 추계 모델을 활용해 2013년도 재정패널, 2013년도 추

계 그리고 2014년도 추계 각각 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 재분배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차

이인 R-S 지수(Reynolds-Smolensky 지수)와 변화율을 통해 추정한다.

2013년 패널 2013년 추계 2014년 추계

세전 지니계수 0.3576 0.3576 0.3576

세후 지니계수 0.3456 0.3427 0.3409

R-S 지수 0.0120 0.0149 0.0167

변화율(%) 3.3627 4.1586 4.6700

[표 4.6] 재정패널, 2013·2014 추계 결과의 재분배효과

[표 4.6]을 살펴보면 7차 재정패널자료의 R-S지수는 0.0120으로 나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결과 값보다 작게 나온다. 이 오차는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2013년 추계 결과와 2014년도 추계결과를 통해 변화 정도를

보면 2013년도 결과에 비해 2014년도는 R-S지수가 약 0.0018증가했고,

변화율은 0.5114% 늘어났다. 이는 재분배효과가 있긴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9)

9) 본 추계 모델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은 재분배효과가 어느 정

도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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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제제도 모의 개편 효과

Ⅳ장에서는 [표 4.2]의 표본에 2013년도 소득세법과 2014년도 소득세법

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추계했다. 추계 값의 타당성을 검토했기에 본

장에서는 공제제도를 개편하여 추계 모델을 통해 세수효과와 재분배효과

를 분석해본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개편,

둘째는 특별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의 개편 그리고 세액공제를 개편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공제제도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

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공제방식이 개산공제방식으로

타 OECD국가10)에 비해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나

리오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참고로 분석의 편의 상 각각의 시나리오에 임의로 알파벳을 붙인다. 근

로소득공제 변경시나리오는 시나리오 A,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로 칭한다.

1. 근로소득공제 변경 시나리오(시나리오 A)

우리나라 근로소득공제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표 5.1]과 같다.

10)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용공제가 개산공제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부  
 담한 비용에 대하여 증빙 확인 하에 공제 신청하여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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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

소득세액

(2014년)

소득세액

(Aa)

소득세액

(Ab)

소득세액

(Ac)

소득세액

(Ad)

소득세액

(Ae)

소득세액

(Af)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 0.63 0.63 0.63 0.63 2.25 15.7 16.4

2 2.10 2.10 2.10 2.13 5.30 34.8 34.8

3 4.70 4.70 4.70 5.30 5.30 59.5 59.5

4 7.98 7.98 7.98 9.66 9.66 90.0 90.0

[표 5.2] 분위별 소득세액 비교(시나리오 A)

총급여액 공제액

0~500만원 총급여액의 70%

500~1500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표 5.1] 현행 근로소득공제

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있는 추이에 있다. 또한, 우

리나라만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개산공제방식의 근로소득공제는

점차 축소하거나 실제 발생비용에 근거한 필요경비공제방식으로 변경하

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행 근로소득공제를 축소

하여 세수효과와 재분배효과 정도를 분석해 본다. Aa에서부터 Af까지

점차 축소범위를 늘렸다.

Aa : 1억 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

Ab : 4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

Ac : Ab + 1500~4500만원 공제율 15%->10%

Ad : Ac + 500~1500만원 공제율 40%->20%

Ae : 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

Af : 근로소득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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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 20.1 20.1 25.8 25.8 137 137

6 47.2 47.2 47.2 5.7 57.7 188 188

7 73.7 73.7 105 118 118 235 235

8 149 149 331 331 331 331 331

9 289 289 533 533 533 533 533

10 925 1045 1296 1296 1296 1296 1296

평균 151 163 234 237 237 291 291

총합 353,459 381,331 546,742 554,116 555,247 680,414 680,577

소득

분위

세부담율

(2014년)

세부담율

(Aa)

세부담율

(Ab)

세부담율

(Ac)

세부담율

(Ad)

세부담율

(Ae)

세부담율

(Af)

　 (%) (%) (%) (%) (%) (%) (%)

1 0.08 0.08 0.08 0.08 0.27 1.92 2.00

2 0.14 0.14 0.14 0.15 0.36 2.38 2.38

3 0.25 0.25 0.25 0.28 0.28 3.16 3.16

4 0.33 0.33 0.33 0.40 0.40 3.77 3.77

5 0.68 0.68 0.68 0.87 0.87 4.61 4.61

6 1.33 1.33 1.33 0.16 1.62 5.28 5.28

7 1.74 1.74 2.49 2.79 2.79 5.56 5.56

8 2.89 2.89 6.43 6.43 6.43 6.43 6.43

9 4.51 4.51 8.31 8.31 8.31 8.31 8.31

10 9.83 11.11 13.78 13.78 13.78 13.78 13.78

평균 3.95 4.27 6.13 6.21 6.21 7.62 7.62

[표 5.3] 분위별 세부담율 비교(시나리오 A)

먼저 6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소득세액(과 그 변화율)과 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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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2014년 기준 대비 세수 증감분(시나리오 A)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한 정도에 따라 총 세수와 세

부담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를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에

는 세수 총액과 세부담율이 약 2배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지니계수 추이(시나리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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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는 시나리오 A의 지니계수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고소득층

에서 저소득층으로 순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감소하다가 Ae(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부터 지니계수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공제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자

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세전 지니계수가 0.35760이고, 세후 지니계

수(2014년도 적용세법)는 0.34087로 약 4.7% 감소한다. 모든 근로소득공

제를 폐지한 Af의 경우는 지니계수가 0.33844로 세전 지니계수에 비해

약 5.4% 감소한다.

2.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제외) 변경 시나리오

(시나리오 B)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항목은 대부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소득공제 개정 경향성은

OECD 주요국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경향성에 부합하게

인적공제를 늘리거나 소득공제를 점차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

항목을 설정했다. 소득공제 변경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가정

했다.

Ba :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Bb : 기본공제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Bc : 인적공제 폐지

Bd : 특별공제 폐지

Be : 조특법상 소득공제 폐지

B f :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폐지

Bg : Af + Bg

7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소득세액(과 그 변화율)과 세부담율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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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소득
분위

소득세액
(2014년)

소득세액
(Ba)

소득세액
(Bb)

소득세액
(Bc)

소득세액
(Bd)

소득세액
(Be)

소득세액
(Bf)

소득세액
(Bg)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 0.63 0.52 0.39 2.50 0.84 0.70 3.12 12.8

2 2.10 1.86 1.55 4.50 2.86 2.23 6.26 44.7

3 4.70 4.35 3.83 8.79 6.60 5.67 13.9 85.9

4 7.98 7.91 7.12 17.3 13.5 10.6 36.1 145

5 20.1 20.9 18.9 43.7 35.6 30.2 82.8 226

6 47.2 46.6 42.5 84.0 75.9 60.5 147 305

7 73.7 69.9 63.5 124 119 100 211 385

8 149 141 130 218 213 180 318 553

9 289 280 266 371 373 326 522 833

10 925 911 889 1,051 1,083 984 1,276 1,672

평균 151 147 141 191 191 169 260 424

총합 353,459 344,987 330,697 447,842 447,579 395,545 609,194 992,853

[표 5.4] 분위별 소득세액 비교(시나리오 B)

소득

분위

세부담율

(2014년)

세부담

율

(Ba)

세부담

율

(Bb)

세부담율

(Bc)

세부담율

(Bd)

세부담율

(Be)

세부담율

(Bf)

세부담율

(Bg)

　 (%) (%) (%) (%) (%) (%) (%) (%)

1 0.08 0.06 0.05 0.31 0.10 0.09 0.38 1.56

2 0.14 0.13 0.11 0.31 0.20 0.15 0.43 3.06

3 0.25 0.23 0.20 0.47 0.35 0.30 0.74 4.56

4 0.33 0.33 0.30 0.73 0.57 0.44 1.51 6.08

5 0.68 0.70 0.64 1.47 1.20 1.02 2.78 7.60

6 1.33 1.31 1.19 2.36 2.13 1.70 4.13 8.57

7 1.74 1.65 1.50 2.94 2.82 2.37 5.00 9.11

8 2.89 2.74 2.52 4.23 4.14 3.49 6.17 10.7

9 4.51 4.36 4.15 5.78 5.81 5.08 8.14 13.0

10 9.83 9.68 9.45 11.2 11.5 10.5 13.6 17.8

평균 3.95 3.85 3.69 5.00 5.00 4.43 6.81 11.1

[표 5.5] 분위별 세부담율 비교(시나리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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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14년 기준 대비 세수 증감분(시나리오 B)

기본공제를 올린 Ba(150만원->170만원)와 Bb(170만원->200만원)의 경

우,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세부담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세부담

이 하락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했는데 그 크기는 각각 2.4%, 6.4%였다.

인적공제를 폐지한 Bc의 경우 저소득층의 세부담율이 급격히 증가했으

며, 특별공제를 폐지한 Bd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율 증가에 비해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율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

증가 효과는 비슷하게 약 27% 오른 결과로 나타났다. 조특법상소득공제

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보다는 효과가 적었는데 이는 조특법상소득공제

를 받은 표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제

외)를 전부 폐지한 경우 약 72%의 세수가 증가했고, 근로소득공제를 포

함한 소득공제를 모두 폐지한 경우 세수 증가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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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지니계수 추이(시나리오 B)

시나리오 B의 재분배효과는 [그림 5.4]와 같다. 인적공제 한도를 늘린

경우(Ba, Bb)에는 지니계수가 상승했다.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제외)를

모두 폐지한 Bf와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하여 모든 소득공제를 폐지한 Bg

의 경우에 그나마 유의미하게 감소했는데(각각 약 6.5%, 7.3%감소) 2014

년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인 약 4.7%와 큰 차이가 없다.

3. 세액공제 변경 시나리오(시나리오 C)

2014년 적용 소득세법 이후 소득공제의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화되

었고, 정부는 이 변경이 소득재분배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이라고 주장했다. 본 절에서는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표 5.6] 참조]를

먼저 본 연구의 표본에 적용시켜보고(Ca),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축소

하면서 그 세수와 재분배효과 정도를 본다.11) 변경 시나리오는 총 10가

지이다.

11) 세액공제 항목 폐지가 정부 및 OECD 주요국의 방향은 아니나 본 절의 결과를 통해   
 각각의 항목이 세수나 재분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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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만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 3,300~7,000만원 : 66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표 5.6]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

Ca : 근로세액공제 현행

Cb : 근로세액공제만 폐지

Cc : 자녀세액공제만 폐지

Cd : 연금계좌세액공제만 폐지

Ce :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비만 폐지

Cf :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만 폐지

Cg :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만 폐지

Ch : 특별세액공제 전부 폐지

Ci : 세액공제 전부 폐지

C j : Bg + Ci (현행-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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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

세
부담율
(2014년
)

세
부담율
(Ca)

세
부담율
(Cb)

세
부담율
(Cc)

세
부담
율
(Cd)

세
부담율
(Ce)

세
부담율
(Cf)

세
부담율
(Cg)

세
부담율
(Ch)

세
부담율
(Ci)

세
부담율
(Cj)

　 (%) (%) (%) (%) (%) (%) (%) (%) (%) (%) (%)

1 0.08 0.08 0.31 0.08 0.08 0.24 0.08 0.08 0.25 0.61 6.02

2 0.14 0.14 0.65 0.16 0.14 0.43 0.15 0.14 0.51 1.32 7.61

3 0.25 0.25 0.97 0.29 0.25 0.54 0.27 0.25 0.68 1.86 9.26

4 0.33 0.29 1.08 0.42 0.36 0.55 0.38 0.35 0.72 2.23 10.5

5 0.68 0.53 1.70 0.84 0.73 0.89 0.73 0.71 1.08 2.93 11.4

6 1.33 1.18 2.61 1.53 1.37 1.53 1.40 1.42 1.89 3.98 12.0

7 1.74 1.72 3.08 2.04 1.87 1.96 1.93 2.03 2.67 4.75 12.4

8 2.89 2.88 4.11 3.31 3.05 3.10 3.15 3.31 4.05 5.95 13.9

9 4.51 4.46 5.46 4.87 4.73 4.68 4.83 4.99 5.81 7.37 15.9

10 9.84 9.84 10.4 10.1 10.1 10.0 10.0 10.3 10.9 11.9 19.8

평균 3.96 3.92 4.86 4.20 4.10 4.15 4.13 4.26 4.84 6.36 14.3

[표 5.8] 분위별 세부담율 비교(시나리오 C)

소득
분위

소득
세액
(2014)

소득
세액
(Ca)

소득
세액
(Cb)

소득
세액
(Cc)

소득
세액
(Cd)

소득
세액
(Ce)

소득
세액
(Cf)

소득
세액
(Cg)

소득
세액
(Ch)

소득
세액
(Ci)

소득
세액
(Cj)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 0.63 0.63 2.51 0.66 0.63 1.97 0.63 0.63 2.09 4.98 49.3

2 2.10 2.10 9.56 2.37 2.11 6.25 2.17 2.11 7.42 19.3 111

3 4.70 4.64 18.3 5.38 4.75 10.2 5.16 4.73 12.8 35.0 174

4 7.98 6.91 25.8 10.0 8.67 13.2 9.14 8.38 17.1 53.1 250

5 20.1 15.8 50.6 24.8 21.6 26.3 21.6 21.2 32.1 87.2 338

6 47.2 41.9 92.9 54.6 48.8 54.5 49.9 50.6 67.2 142 426

7 73.7 72.7 130 86.1 78.9 82.9 81.5 85.6 113 201 526

8 149 148 212 171 157 160 162 171 209 307 714

9 289 286 351 312 303 300 310 320 373 473 1,018

10 925 925 975 946 949 936 944 970 1,023 1,118 1,865

평균 151 150 186 160 157 158 158 162 185 243 545

총합 353,459 349,980 434,644 375,196 366,497 370,332 368,933 380,179 432,017 568,211 1,275,602

[표 5.7] 분위별 소득세액 비교(시나리오 C)



- 27 -

[그림 5.5] 2014년 기준 대비 세수 증감분(시나리오 C)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 시나리오(Ca~Cc)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Ca)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총 세수는 약간 감소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

(Cc)하는 경우에는 약 23% 증가한다. 또한, 2014년에 비해 현행(Ca)을

적용할 경우 표본의 중간소득자들의 세액과 세부담율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폐지(Cc)는 전 소득계층에 똑같이 적용되는 항목

이나 세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 저소득층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세액공

제만을 폐지했을 경우(Ci)와 소득공제까지 모두 폐지했을 경우(Cj)를 비

교해보면, 세수확보 측면에서 세액공제에 비해 소득공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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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지니계수 추이(시나리오 C)

세액공제의 각 항목을 폐지했을 때, 재분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

다. 심지어 세액공제를 모두 폐지한 Ci의 경우에도 지니계수가 0.33890으

로 세후 지니계수인 0.34087에 비해 약 0.2% 감소한다(세전 지니계수 대

비 5.2% 감소).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Ci)보다 소득공제까지 모두 폐

지했을 때(Cj) 재분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는 여전히 크

지 않다. 세액공제에 비해 과도한 소득공제는 재분배효과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주요 항목 별 면세자 비율

본 절에서는 각 시나리오 폐지 항목(Af, Bg, Cj)의 면세자 수를 알아보

고 면세율 추이를 본다. 시나리오 Af, Bg, Cj 항목 면세자 수는 각각

128명, 7명, 0명이었다. 2013년도 소득세법을 적용했을 때, 면세자 수는

351명이었고, 2014년도의 경우에는 836명이었다. 면세자 비율은 다음 [그

림 5.7]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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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주요 항목 별 면세자 비율

Ⅵ. 주요 결과 요약 및 추가 분석

Ⅴ장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 공제제도를 개편해본 후 세수효과와 재분

배효과를 분석했다. 본 장에서는 Ⅴ장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해당

결과에 더해 모델에서 확보한 세수를 배분(균등배분 및 누진배분)하면

재분배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논의해보기로 한다.

1. 세수효과

시나리오 A, B, C 주요 항목의 세수 증가율은 [그림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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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시나리오 항목 별 2014년도 기준 세수 증감분

세수 효과만을 고려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근소공제 제외), 세

액공제 중 근로소득공제의 폐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4,500

만 원 이상 근로소득공제만 폐지한다(Ab)고 가정해도 50%가 넘는 세수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거의 두 배

에 가까운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취지상 필요경비를

제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현행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축소하면서

실제 발생비용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세수확보에 더불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공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소득공제

(근소공제 제외)와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도 크게 세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세액공제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 하나를 폐

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소득공제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세수확보에는 크

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Ce의 경우 4.77% 증가). 이는 특

별세액공제 항목 각각을 적용받는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이 전수가 적용받는 항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세

수확보차원에는 의미가 있다. 극단적인 가정이겠으나 모든 공제를 폐지

한 경우 약 4배 세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제제도

의 축소, 특히 전수에 적용되는 항목 축소는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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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2. 재분배효과

2.1 공제제도 개편 효과

시나리오 A, B, C 주요 항목의 지니계수는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시나리오 항목 별 지니계수

전술했듯이 세전 지니계수(0.35760)에 비해 2014년도 소득세법을 적용

한 세후 지니계수(0.34087)는 약 4.7% 감소한다. 세전 지니계수를 기준으

로한 주요 항목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4년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전부를 폐

지한 경우(Bg)가 세전 지니계수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지니계수가 감소

하였는데, 그 크기도 약 7.3%였다. 소득공제를 전부 폐지하더라도 2012

년 기준 OECD국가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감소율 평균인 34.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까지 폐지하게 되면(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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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는 반등하게 된다. 큰 차이는 아니나 확실히 재분배 측면에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

본 모델 하에서는 공제제도 개편으로 인한 재분배효과는 세수효과에 비

해 크지 않다는 것을 실증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공제제도가 소득분포와 무관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재분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2.2 균등배분 적용 효과

본 모델 하에서 공제제도 개편만으로는 큰 재분배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나리오별로 확보한 세수를 다시

표본에 재부여하여 재분배효과를 추가로 분석한다. 배분 방식은 시나리

오 항목(Af, Bg, Cj)에서 얻은 세수를 분할하여 현금 지원한다고 가정한

다. 먼저 세수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니계수를 얻은 결과는 다음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 균등배분을 적용한 항목별 지니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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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균등배분), Bg(균등배분), Cj(균등배분)의 경우 세수혜택을 받기 전에

비해 각각 7.6%, 11.1%, 14.2%만큼 추가적으로 지니계수가 감소했고, 이

는 확실한 재분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본의 세전지니계수인

0.3576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각각 12.6%, 17.6%, 19,6%가 감소했다.

공제제도 개편만을 통한 재분배효과는 미미하나 세수혜택을 적용할 경우

확실하게 의미 있는 형평성의 증진을 보여준다.

2.3 누진배분 적용 효과

균등배분을 할 경우에 비해 누진배분을 할 경우, 지니계수가 더 큰 폭

으로 줄어드는데 그 정도는 [그림 6.4]를 참고할 수 있다. 각 시나리오별

로 확보한 세수를 분위별로 약 8.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누진적으로

배분했다. 1분위와 10분위 혜택 차이는 약 77만 원 정도다. [그림 6.4]는

재분배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 누진배분효과와 더불어 균등배분효과

를 그림에 포함했다.

[그림 6.4] 누진배분을 적용한 항목별 지니계수 추이

세전소득에 비해 Af(누진), Bg(누진), Cj(누진)의 지니계수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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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8.6%, 20.6% 감소한다. Cj의 세수가 가장 많이 확보되므로 배분

량도 많아져 저소득층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서 지니계수가 크게 하락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각각 균등배분한 경우에 비해서도 지니계수가

1.2%, 1.3%, 1.3% 하락했다. 해당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더 크

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균등배분에 비해 더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

과이다. 누진성을 강화하면 더 지니계수가 떨어질 것이다.

2.2, 2.3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제제도 자체의 변경 및 축소는 큰 재분

배효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확보된 세수를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제공한다

면 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제도의 개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제제도만 개편한

다면 세수 확보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분배효과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분배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끼

치기 위해서는 공제제도 개편 외에 현금 지원과 같은 다른 방식을 추가

로 모색해야 한다.

Ⅶ.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가 조세 기능 측면에서 잘 작동하

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세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실증적 근

거를 제공하고자 했다. 소득세 과세체계 중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개편한 후 세수효과와 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재정패널 7차(2013년 귀속)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 표본 2,340

명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2013년도 적용 소득세법과 2014년도

적용 소득세법을 표본에 대입해 소득세액을 추계했다. 추계한 결과

가 각각 재정패널에서 조사한 소득세액과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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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차가 크지 않았기에 추계모델이 공제제도 모의 개편 실험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②. 공제제도 모의 개편 실험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진행방식

은 근로소득공제 변경 시나리오(시나리오 A), 소득공제 변경 시나

리오(시나리오 B), 세액공제 변경 시나리오(시나리오 C)다. 세수효과

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폐지, 소득공제 폐지, 세액공제 폐지 순으로

세수 증가효과가 컸다. 재분배 효과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폐지, 근로

소득공제 폐지, 세액공제 폐지 순으로 효과가 컸으며, 각각 표본 세

전 지니계수 대비 6.5%, 5.4%, 5.2% 감소했다. 한편, 면세자 수는 공

제 축소에 따라 대폭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③. 본 모델 하에서는 공제제도 개편 시 세수 효과는 크나, 재분배 효과

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공

제제도가 소득분포에 무관하게 제정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현 조세체계 내에서 분명한 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과세체계 개편

에 더해 다른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모의 개편 실험을 통해 확

보한 세수를 현금 지원할 경우 확실한 재분배 효과(누진배분>균등

배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재정패널자료에 조사되지 않은 공제 항목인

세액공제 항목 일부와 세액감면 등을 추계모델에 포함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오차가 있다. 또한, 2013년도 표본에 2014년도 적용 소득세법과 가

상 시나리오를 대입했기에 최근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마지

막으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에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있음

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실증적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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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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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alyzing the 7-wav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is

paper states how changes in tax deduction related to the earned

income of the income tax system affect tax revenue and

redistribu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decrease i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ncreases the tax revenue more than a

decrease in income deduction or tax credit does. Moreover, a decrease

in income deduction has the most impact on the re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a decrease in tax deduction reduces the number of

taxpayers who are exempt from tax. Second, changes in tax

deduction have a huge effect on tax revenue; however, these changes

do not have a relatively huge effect on redistribution. Because the

current deduction system was instituted regardless of the income

distribution. Third, we have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tax

system and employ other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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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we can observe that

supporting tax revenue with cash can attain the benefits of

redistribution (progressive distribution is more than even distribution).

Further analysis and changes are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e

tax system.

keywords : Earned income, Tax deductions, Tax burden, Gini

coefficient, I 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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