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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수급요건을 충
족한 가구에 부부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제공하여, 수급가구의 순임
금을 높이고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노동연계복지제도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EITC가 실제로 저소득가구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해보았다. 특히, 가구유형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원을 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으로 나눠 각각
의 집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9차 조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EITC 도입과 확대로 
나타난 준실험적 상황에 대해 Difference In Difference(DID)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EITC는 가구원 모두의 LFP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취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또, 한국 
EITC는 가구원의 근로+사업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남편의 근로시간을 6.7% 줄였고, EITC 확대는 미혼남성의 근로
시간을 12.1% 늘렸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한국 EITC는 자영업자
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취업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LFP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자영업자들이 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② 남편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던 아내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취업하여, 아내의 취업이 늘어났다. ③ 부부가구는 
평탄 및 점감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EITC가 노동공급을 줄이고, 한부
모가구는 점증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EITC가 노동공급을 늘린다.
 
주요어 : 근로장려세제(EITC), 가구원, 노동공급, LFP, 취업,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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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수급요건을 충
족한 저소득가구에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제공하여, 수급
가구의 순임금을 높이고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노동연계복지
제도다(재정경제부, 2006). 
  이에 미국은 1975년 EITC를 도입한 이래, 1986년 세제개편(the Tax 
Reform Act of 1986, TRA86) 등을 통해 꾸준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
려왔다(Eissa and Hoynes, 2006). 한국 역시 2008년 EITC를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려왔다(이대웅·권기헌·문상호, 2015).

  그렇다면 EITC의 실제 효과는 어떠한가? EITC는 모든 저소득 가구의 노
동공급을 늘리는가? 또 가구원 모두의 노동공급을 늘리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EITC가 ① 취업여부와 소득수
준, ② 가구유형(부부가구/한부모가구), ③ 성별 등에 따라 가구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① EITC는 경제활동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 이하 LFP)를 늘
리지만 노동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② 부부가구보다 한부모
가구에 대해 노동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분명하고, ③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의 LFP를 약간 늘리지만 아내의 LFP는 크게 줄인다. (Eissa and 
Hoynes, 2006; Hotz and Scholz, 2003)

  그렇다면 한국의 EITC는 어떠한가? 미국의 EITC와 효과가 동일한가?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와 같은 실증결과들도 
존재하는 한편, 미국의 경우와 정반대의 실증결과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EITC가 가구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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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한국의 EITC가 가구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의를 이
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EITC가 가구 및 가구원 노동공급에 미치
는 영향이 미국과 다르다면, 그 이유 또한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 연구들이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한국 연구들이 대부분 가구의 노동공급 또는 가구원 전체의 노동공
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던 데 비하여, 본 연구는 가구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한국의 EITC가 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실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EITC가 가
구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
장에서는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자료·모형과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LFP와 취업에 대한 분석결
과를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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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1) 미국의 사례

  앞서 말하였듯이, 미국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EITC가 ① 취업여부와 소
득수준, ② 가구유형(부부가구/한부모가구), ③ 성별 등에 따라 가구와 가구
원의 노동공급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Eissa and 
Hoynes, 2006; Hotz and Scholz, 2003)

① 취업여부와 소득수준

  Eissa and Liebman(1996)과 Eissa and Hoynes(2004)에 따르면, 미국 
EITC는 미취업자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반면, 취업자의 노동공급에는 분명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경제활동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 이
하 LFP)를 늘리는 반면, 노동시간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Eissa and Liebman, 
1996).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과 자녀 수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
는 미국의 EITC는 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점증구
간,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근로장려금이 일정한 평탄구간,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을 갖는데, 각 구간에서 EITC가 저소
득가구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 근로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의 
경우, EITC가 순임금률을 높이기 때문에 상대가격이 높아진 여가에 대해 
소비를 줄인다.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미취업자에게는 소득 증
가에 따라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여가 소비가 줄어들고 노동공
급이 늘어난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의 증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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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취업자의 경우, ㉡ 점증구간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이 더 큰지에 따라 노동공급이 결정된다. 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이 늘어
난다. ㉢ 평탄구간에서는, 순임금률이 높아지지 않아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 점감구간에서는, 순임
금률이 낮아져 대체효과·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 수급요
건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취업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을 줄여 근로장
려금을 받으면, 더 적은 노동을 하고도 비슷한 또는 더 나은 생활수준을 누
릴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각 구간에서의 영향과 그 크기
가 어떠한지에 따라, 전체 취업자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
에, 그리고 그 영향의 측정값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EITC가 노동시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EITC가 LFP뿐 아니라 노동시간도 늘린다는 연구(Keane and Moffit, 
1998; Keane, 1995)도 존재하지만, EITC가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연구
(Hoffman and Seidman, 1990;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3)도 
존재하므로, EITC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② 가구유형(부부가구/한부모가구)

  Eissa and Liebman(1996)과 Meyer and Rosenbaum(2001) 등 많은 연
구들이, EITC는 편모가구의 LFP를 늘린다고 보고한다. 편부 또는 편모는 
가구 내 유일한 소득자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미취업 편부/편모는 경제
활동참가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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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별

  Eissa and Hoynes(2004)와 Ellwood(2000)는 EITC가 부부가구 구성원 
중 남편의 LFP는 늘리는 반면 아내의 LFP는 줄인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
으로 남편이 1차 소득자, 아내가 2차 소득자이기 때문이다. 2차 소득자의 
경우, 1차 소득자가 받은 근로장려금을 자신의 비근로소득으로서 받아들이
기 때문에, 소득효과에 따라 노동공급을 줄인다.

(2) 한국의 사례

  한국의 EITC는 아직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실증결과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송헌재·방홍기, 2014; 이대웅·권기헌·문상호, 2015; 홍민철·문상호·이명석, 
2016)

① 취업여부와 소득수준

  송헌재(2012), 송헌재·방홍기(2014), 이대웅·권기헌·문상호(2015)는 한국 
EITC가 저소득가구의 LFP 또는 근로자 수를 늘린다고 보고했고, 박능후
(2011), 박상현·김태일(2011), 염경윤·전병욱(2014)은 EITC가 저소득가구의 
노동개월, 노동일 또는 노동시간까지도 늘린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노동시
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연구가 다수이
며, 저소득가구의 LFP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고(박종선·황덕순, 2016; 정의룡, 2014)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심지어 EITC가 가구주의 LFP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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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구유형(부부가구/한부모가구)

  송헌재·방홍기(2014)는 한국의 EITC가 한부모가구의 근로자 수를 증가시
킨다고 보고한 반면, 유민이·임다희·조민효(2014)는 EITC가 한부모가구의 
LFP와 취업1)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둘은 서로 다른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였다.

③ 성별

  현보훈·염명배(2014)는 한국 EITC가 아내의 LFP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반면, 김영숙·조선주·정가원·권순현(2011), 유민이·임다희·조민효(2014), 박종
선·황덕순(2016)은 EITC가 아내의 LFP를 증가시킨다2)고 보고하였다. 이들
은 각각 다른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 데에는 우선 ㉠ 자료의 문제가 있다. 
한국의 패널들은 표본이 너무 작아, 패널들 간에 편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홍민철·문상호·이명석(2016)은 복지패널, 재정패널,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한
국 EITC가 가구원의 LFP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을 때, 각각 감소, 증
가, 유의성 없음이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 방법론
의 문제도 있다. 한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처리집단을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
1) 한국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는 근로장려금이 임금노동자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EITC가 LFP뿐만 아니라 취업(Employment)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2) EITC가 아내의 LFP를 증가시키는 이유에 대해 유민이·임다희·조민효(2014)는, 부부가구
의 경우, 남편은 1차 소득자로서 이미 노동공급을 둘러싼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LFP를 
결정했기 때문에 EITC의 존재만으로 결정을 바꾸기 어려운 반면, 아내는 2차 소득자로
서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출산과 육아
를 위해 노동공급을 중단하였던 아내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노동공급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남편이 1차 소득자로서 이미 LFP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적
으로 LFP하고 있는 남편이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훨씬 많은 텐데, EITC 도입이 왜 아내
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않고 증가시켰는가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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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적이 있는 가구로 구성하는데, 그 결과 안 그래도 작은 표본이 더 작
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좀 더 폭넓게 처리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고
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EITC가 가구와 전체 가구
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가구원 각각에 미치는 영향들이 서
로 상쇄작용을 일으켰을 수 있다. 그러므로 EITC가  가구원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국 EITC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작기 때문
에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수급범위 밖의 가구가 수급한 
경우가 많다(김용훈, 2016)는 점을 고려했을 때,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되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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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근로장려세제3)

  한국에서 EITC의 역사는 길지 않다. 2008년에 도입되어, 2009년 처음으
로 2008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이래, 2016년에 8년차 지급
을 마친 상태이다. 그 과정에서 근로장려금의 지급구조가 여러 차례 바뀌기
도 하였다.

(1) 도입 초기(2009~2011년)

  근로장려금이 최초 지급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로장려금 수급요
건은 [표 1]과 같다.

- 소득요건 : 17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부양자녀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1억원 미만의 재산(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소유 

[표 1] 도입 초기의 EITC 수급 요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는 근로소득별로 다음의 금액이 
지급되었다.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점증구간)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평탄구간)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점감구간) (1,700만원-근로소득)×24%

[표 2] 도입 초기의 EITC 지급 구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3) 이 장의 내용은 유민이·임다희·조민효(2014), 현보훈·염명배(2014), 이대웅·권기헌·문상호
(2015), 재정경제부(2006), 기획재정부(2012), 기획재정부(201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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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입 초기의 EITC 지급 구조 

(2) 2012~2014년

  한국의 EITC는 2012년 1월과 2014년 1월에 크게 개편되었다. 

  2012년 개편의 핵심은 무자녀 가구도 최대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
을 수 있게 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요건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
등적용한 것이다. 주택요건도 완화되었다. 2013년 1월부터는 부양자녀와 배
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도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소득요건 : 무자녀(1,3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자녀 1인(1,7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자녀 2인(2,1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자녀 3인 이상(2,5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또는 배우자 有
  * 2013년부터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부양자녀 無, 배우자 無)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1억원 미만의 재산(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소유 

[표 3] 2012년 개편된 EITC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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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는 근로소득별로 다음의 금액이 
지급되었다4). 

부양
자녀 수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부부합산
근로소득 점증률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부부합산
근로소득 점감률

0 0 ~ 600 7/60 600~900 70 900~1,300 7/40
1 0 ~ 800 7/40 800~1,200 140 1,200~1,700 7/25
2 0 ~ 900 17/90 900~1,200 170 1,200~2,100 17/90

3+ 0 ~ 900 2/9 900~1,200 200 1,200~2,500 2/13
단위 : 만원

[표 4] 2012년 개편된 EITC 지급 구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2012년 개편된 EITC 지급 구조 

  2012년 개편된 지급구조는 2011년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으며, 한층 완화
된 수급요건과 상향된 최대지급액에 따라 도입 초기보다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액수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었다.
4) 2013년부터는 사업자 중 일부, 즉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도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사업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 11 -

(3) 2015년~현재

  2014년 개편의 핵심은 가구유형, 즉 단독가구인지 또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인지에 따라, 또 맞벌이가구인지 또는 홑벌이가구인지에 따라 소
득요건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적용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주택·재산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다. 단독가구 수급의 연령요건도 2016년부터 50세 이
상으로, 2017년부터 4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요건 : 단독가구(1,3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총소득) 
            홑벌이가구(2,1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총소득)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총소득)
-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또는 배우자 유(有) 
                           또는 60세 이상 단독가구
  *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단독가구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2015년부터는 무주택 또는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1억원 미만의 재산(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소유
  * 2015년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 소유

[표 5] 2014년 개편된 EITC 수급 요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는 근로소득별로 다음의 금액이 
지급되었다5). 

가구
유형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부부합산
근로소득 점증률 부부합산

근로소득
최대

지급액
부부합산
근로소득 점감률

단독 0 ~ 600 7/60 600~900 70 900~1,300 7/40
홑벌이 0 ~ 900 17/90 900~1,200 170 1,200~2,100 17/90
맞벌이 0 ~ 1,000 21/100 1,000~1,300 210 1,300~2,500 7/40

단위 : 만원

[표 6] 2014년 개편된 EITC 지급 구조

5) 2015년부터는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
되었다.



- 12 -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014년 개편된 EITC 지급 구조 

  2014년 개편된 지급구조는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으며, 한층 완화
된 수급요건과 상향된 최대지급액에 따라 개편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액수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었다.

  한편,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이 도입되어, 수급요건(18세 미만 자녀 1
인 이상 부양, 4,0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총소득,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을 충족한 가구에게는 근로소득별로 다음의 금액이 지급
되었다.

가구
유형

평탄구간 점감구간
부부합산
근로소득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부부합산
근로소득 점감률

홑벌이 0~2,10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 2,100~4,000만원 1/95
맞벌이 0~2,50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 2,500~4,000만원 1/75

[표 7] 자녀장려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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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료·모형과 기초통계

(1) 자료

  본 연구는 2014년 개편 이전까지 한국 EITC가 가구원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9차 조사를 사용한다. 복지패널은 
국내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 다음으로 표본이 크고, 표본을 추출할 때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기 때문에(한
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6), 한국의 EITC가 저소득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 2006
년~2014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1차~9차 조사는, 2005년~2013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다음의 가구 및 가구원들은 배제하였다6). ① 
EITC가 '저소득' 가구의 노동공급을 장려한다는 데 주목하여, 가구주 부부
의 근로소득이 수급요건의 최대치(2,500만원)의 1.5배보다 큰 가구는 배제
하였다. ② 25세 미만, 55세 초과의 가구원은 배제하였다. ③ 근로무능력(중
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등), 군복무, 정규교육기
관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은 배제하였다. ④ 본인 또
는 부부의 사업소득이 (-)인 가구원, 근로+사업시간7)이 0인데 근로소득+사
업소득이 (+)인 가구원을 배제하였다.

  또한, 남편과 아내,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의 자료를 각각 구성하였는데, 가
구주이거나 가구주 배우자인 유배우자 남성, 즉 남편의 표본 수는 8,354, 
가구주이거나 가구주 배우자인 유배우자 여성, 즉 아내의 표본 수는 9,815, 
6) Eissa and Liebman(1996)와 유민이·임다희·조민효(2014)를 참고하였다.
7) 취업자의 노동시간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자영업자 등의 노동시간을 구분하기 위하

여, 전자를 근로시간, 후자를 사업시간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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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인 무배우자 남성, 즉 미혼남성의 표본 수는 2,772, 가구주인 무배우
자 여성, 즉 미혼여성의 표본 수는 3,066이었다.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은, 미성년 가구원들이 
이들의 부양자녀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나이차 많이 나는 동생 또는 조카 등과 함께 사는 
이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형

  한편, 본 연구는 한국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확대로 나타난 준실험적 
상황에 대해, Eissa and Liebman(1996)과 Eissa and Hoynes(1998)의 방법
을 수정·혼용하여, Difference In Difference(DID) 분석을 진행했다.

  우선 처리집단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원, 통제집단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하였다. 즉, 미성년 자녀의 유무를 EITC 수급 또는 수
급자격 존재 여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8). 이는 ① 기존 한국 연구들이 
처리집단을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들로 구성하면서 표본이 너무 작
게 구성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큰 규모의 표본을 구성하기 위함이며, 
② 실제 EITC를 수급한 가구에 대한 영향을 넘어 EITC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고려하여, LFP 추정식을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
계하였다. ui는 확률효과로 간주하여 추정하였다.
  Pr      ·  

  




 ·  

  




 ·  ·

  ·
  ·



 · 
 ·

  · 
 ·

  

8) 그러므로 실증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2012년 개편 이후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부도 EITC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15 -

  종속변수 y는 노동시장참가 또는 취업에 대한 더미변수이다.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업자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대한 영향을 연
구하지만, 한국에서는 2015년 이전까지 사업자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송헌재, 2012). 본 
연구는 둘 다 연구하였다. 첨자 t, i는 각각 연도와 개인을 의미한다. Z는 
개인특성으로 나이, 교육연수, 건강상태, 성인 가구원 수, 8세 미만 가구원 
수, 로그실질비근로소득9)을 포함한다. dy과 ds는 연도효과와 지역효과를 나
타낸다. 지역은 서울/광역시/시/군/도농복합군으로 구분된 더미를 사용하였
다. dk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를 나타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갖는다. dt1은 EITC 도입 이전/이후를 나타내며, 2007년까지는 0
의 값을, 2008년부터는 1의 값을 갖는다. dt2는 EITC 확대 이전/이후를 나
타내며, 2010년까지는 0의 값을, 2011년부터는 1의 값을 갖는다.
  이 때, γ2,0는 EITC 도입의 효과를 나타내고, γ2,1는 EITC 확대의 효과, 
를 나타낸다. 즉, γ2,0는 EITC 도입이 이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갖는 
효과를, γ2,1는 EITC 확대가 갖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의미한다.

  노동시간 추정식 또한 위와 유사하게 설계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probit model을 사용하지 않고 OLS 중회귀분석을 하였고, ui도 고정효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H는 로그근로시간+사업시간 또는 로그근로시간이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이 0보다 큰 사람들, 즉 취업자에 한하
여 분석하였다.
      ·  

  




 ·  

  




 ·  ·

  ·
  ·



 · 
 ·

  · 
 ·

  

9) 비근로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계산하였다. 단, 아내의 비근로소득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포함하였다. 이는 아내가 2차 소득자라는 통상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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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통계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는 남편이 미성년 부양자녀가 없는 남편보다 나이가 
5세 정도 적고, LFP(3%)와 취업률(7%), 근로소득(약 300만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약 270만원)이 더 높다. 

무자녀(N=2,185) 유자녀(N=6,169)
나이  46.36(9.09)  41.64(6.54)

교육연수 13.26(4.82) 13.36(3.55)
건강상태 .88(.33) .91(.28)

성인 가구원 수 2.84(0.99) 2.56(.77)
미성년 가구원 수 0 1.47(.68)
미취학 가구원 수 0 .61(.68) 
경제활동참가율 .93(.25) .96(.19)

취업률 .62(.49) .69(.46)
실질 근로소득+사업소득 2,247(1,090) 2,517(1,072)

실질 근로소득 1,596(1,352) 1,907(1,410)
실질 비근로소득 187(759) 179(3,213)

괄호 안 : 표준편차, 소득의 단위 : 2015년 기준 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경제활동 했을 경우에 한하여 구하였다.

[표 8] 남편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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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N=2,205) 유자녀(N=567)
나이 40.22(8.82) 44.28(5.81)

교육연수 13.23(4.00) 13.42(4,75)
건강상태 .86(.35) .86(.35)

성인 가구원 수 1.59(.75) 1.95(.88)
미성년 가구원 수 0 1.39(.58)
미취학 가구원 수 0 .15(.38)
경제활동참가율 .87(.34) .93(.26)

취업률 .71(.45) .93(.26)
실질 근로소득+사업소득 1706(856) 1700(780)

실질 근로소득 1515(974) 1315(935)
실질 비근로소득 106(2,095) 59(167)

[표 10] 미혼남성의 기초통계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는 아내가 미성년 부양자녀가 없는 아내보다 나이가 
9세 정도 적고 더 건강하고 교육연수가 더 길지만, LFP(15%)와 취업률
(2%)이 더 낮다.

무자녀(N=3,603) 유자녀(N=6,212)
나이 48.09(7.79) 39.09(6.57)

교육연수 12.61(6.07) 13.23(3.49)
건강상태 .83(.38) .93(.26)

성인 가구원 수 2.96(.96) 2.35(.65)
미성년 가구원 수 0 1.69(.64)
미취학 가구원 수 0 .66(.76)
경제활동참가율 .66(.47) .51(.50)

취업률 .36(.48) .34(48)
실질 근로소득+사업소득 799(742) 772(679)

실질 근로소득 623(703) 653(646)
실질 비근로소득 2,065(3,234) 2696(15,750)

괄호 안 : 표준편차, 소득의 단위 : 2015년 기준 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경제활동 했을 경우에 한하여 구하였다.

[표 9] 아내의 기초통계

  미혼남성 중 편부의 나이가 4세 정도 많고, LFP(6%)와 취업률(22%)이 
더 높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약 200만원 더 작다.

괄호 안 : 표준편차, 소득의 단위 : 2015년 기준 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경제활동 했을 경우에 한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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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여성 중에서 편모가 취업률이 4% 높지만, 근로소득(약 200만원)과 
근로소득+사업소득(약 270만원)은 더 작다.

무자녀(N=1,852) 유자녀(N=1,214)
나이 43.51(10.24) 43.57(5.77)

교육연수 12.92(5.18) 13.25(4.26)
건강상태 .79(.41) .78(.42)

성인 가구원 수 1.66(.80) 1.66(.80)
미성년 가구원 수 0 1.36(.59)
미취학 가구원 수 0 .15(.38)
경제활동참가율 .84(.37) .82(.38)

취업률 .70(.46) .74(.44)
실질 근로소득+사업소득 1,431(767) 1,167(655)

실질 근로소득 1,222(849) 1,021(653)
실질 비근로소득 91(287) 79(275)

괄호 안 : 표준편차, 소득의 단위 : 2015년 기준 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경제활동 했을 경우에 한하여 구하였다.

[표 11] 미혼여성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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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LFP 및 취업에 대한 분석 결과
  LFP 및 취업에 대한 DID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도효과와 지역
효과는 생략하였다.

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
DID1

(자녀*도입)
.0000

(.0001)
-.0023
(.0425)

.0017
(.0012)

-.0042
(.0062)

DID2
(자녀*확대)

-.0001
(.0002)

.0512
(.0476)

.0005
(.0014)

.0051*

(.0027)
자녀 유무 -.0000

(.0001)
.1282***

(.0818)
-.0010
(.0021)

-.0027
(.0040)

도입 전/후 -.0002
(.0002)

.0818
(.0399)

-.0020
(.0015)

.0090
(.0062)

확대 전/후 .0001
(.0001)

-.0406
(.0503)

.0011
(.0011)

-.0136
(.0092)

나이 -.0000
(.0000)

.0253***

(.0024)
-.0004*

(.0002)
-.0013***

(.0005)
교육연수 .0000

(.0000)
-.0041
(.0034)

-.0000
(.0001)

.0004
(.0004)

건강상태 .0067
(.0042)

.1281***

(.0320)
.0264*

(.0155)
.0197**

(.0096)
성인 

가구원 수
.0001

(.0001)
.0309*

(.0163)
.0014

(.0010)
.0018

(.0018)
미취학 
자녀 수

.0001
(.0001)

-.2193***

(.0199)
.0115

(.0072)
-.0114**

(.0057)
로그실질

비근로소득
-.0000
(.0000)

-.0735***

(.0067)
-.0007
(.0004)

-.0022**

(.0010)
 계수는 dy/dx,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 12] LFP에 대한 분석 결과



- 20 -

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
DID1

(자녀*도입)
.0008

(.0284)
.0459

(.0317)
.0306

(.0286)
-.0918*

(.0496)
DID2

(자녀*확대)
.0275

(.0287)
.0163

(.0351)
-.0141
(.0454)

.0534**

(.0228)
자녀 유무 -.0473**

(.0204)
.0809***

(.0249)
-.0238
(.0364)

.0203
(.0275)

도입 전/후 .0349
(.0276)

.1100***

(.0283)
.0402

(.0266)
.0944***

(.0362)
확대 전/후 .0520*

(.0268)
.0518

(.0366)
.0248

(.0259)
.0074

(.0310)
나이 -.0228***

(.0024)
.0025

(.0017)
-.0139***

(.0025)
-.0149***

(.0026)
교육연수 -.0014

(.0026)
-.0017
(.0025)

-.0010
(.0029)

-.0015
(.0028)

건강상태 .1076***

(.0307)
.0769***

(.0174)
.1290***

(.0416)
.0663**

(.0266)
성인

가구원 수
-.0251***

(.0096)
.0033

(.0112)
-.0094
(.0127)

.0371***

(.0139)
미취학 
자녀 수

.0324**

(.0131)
-.1501***

(.0163)
.0816*

(.0466)
-.0454
(.0308)

로그실질
비근로소득

-.0043
(.0026)

-.0463***

(.0046)
-.0119***

(.0042)
-.0179***

(.0048)
계수는 dy/dx,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 13] 취업에 대한 분석 결과

  우선 한국의 EITC는 남편과 아내,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모두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첫째, 한국의 EITC가 아직 충분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 둘째, 한국의 EITC가 LFP 자체보다 경제활동참
가인구의 자영업과 취업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자료와 연구방법의 문제일 수 있다.
  둘째 내용과 관련하여 부연설명하자면, 한국 EITC는 2015년 이전까지 취
업자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
해 취업을 선택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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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에서 EITC 
도입은 아내와 미혼남성의 취업을 각각 4.6%, 3.0% 늘리고, EITC확대는 
남편, 아내, 미혼여성의 취업을 각각 2.8%, 1.6%, 5.3% 늘렸다. 단, 남편, 
아내, 미혼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남편의 취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의 취업이 늘어난 것 
역시, 한국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던 아내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취업을 했다면, 남편의 LFP와 취업 그리고 아내의 LFP가 늘어나
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의 취업만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 EITC의 도입은 미혼여성의 취업을 9.4% 줄였다. 이는 아직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미취학 자녀 수는 아내의 LFP와 취업을 크게(21.9%, 15.0%) 줄였
다. 이는 2차 소득자인 아내가 1차 소득자인 남편에 비해 노동공급을 유연
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의 수가 아내의 LFP와 취업
에 긍적적으로 작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아내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육아를 위해 노동공급을 중단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의 마련을 위해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남편, 미혼남성, 미혼여성은 나이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나이가 노동공급을 늘이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젊은 아내들의 
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상태가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식이 LFP와 취업의 
경우 모두에서 실증되었다. 또 비근로소득은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학적 예측도 LFP와 취업의 경우 모두에서 
실증되었지만, 그 효과는 아내의 경우에만 크고(각각 7.4%, 4.6%) 나머지 
경우에는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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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EITC가 저소득가구 구성원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효과·지역효과는 생략하였다.

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
DID1

(자녀*도입)
-.0160
(.0299)

.0108
(.0431)

.0490
(.0609)

.0494
(.0499)

DID2
(자녀*확대)

-.0116
(.0320)

.0444
(.0453)

.0571
(.0583)

.0649
(.0470)

자녀 유무 -.0224
(.0299)

.0170
(.0511)

-.0741
(.0694)

-.0970*

(.0542)
도입 전/후 -.1892

(.2463)
-.6612
(.4298)

.0157
(.3906)

-.2432***

(.0605)
확대 전/후 -.1959

(.2475)
-.5959
(.4295)

-.0407
(.3882)

-.3080***

(.0565)
나이 .0486

(.0820)
.1919

(.1427)
-.0123
(.1286)

.0686***

(.0131)
교육연수 .0049

(.0063)
-.0108
(.0079)

.0053
(.0116)

-.0031
(.0098)

건강상태 .0456*

(.0250)
.0290

(.0357)
.0241

(.0452)
.0103

(.0319)
성인

가구원 수
-.0076
(.0115)

.0067
(.0182)

-.0508*

(.0296)
.0034

(.0224)
미취학 
자녀 수

.0002
(.0135)

-.0820*

(.0342)
.0521

(.0296)
.0509

(.0555)
로그실질

비근로소득
-.0043
(.0031)

-.0023
(.0060)

-.0072
(.0064)

-.0060
(.0066)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 14] 근로+사업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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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
DID1

(자녀*도입)
-.0671**

(.0324)
-.0240
(.0541)

.1117
(.0682)

.0729
(.0495)

DID2
(자녀*확대)

.0141
(.0341)

.0834
(.0529)

.1205*

(.0652)
.0245

(.0460)
자녀 유무 -.0067

(.0312)
-.0511
(.0641)

-.0809
(.0814)

-.1154**

(.0550)
도입 전/후 -.084

(.2409)
-.7833**

(.3271)
.0166

(.3818)
-.2608***

(.0585)
확대 전/후 -.1795

(.2431)
-.8034**

(.3311)
-.0841
(.3790)

-.2683***

(.0548)
나이 .0373

(.0802)
.2498**

(.1085)
-.0093
(.1253)

.0645***

(.0121)
교육연수 .0121*

(.0068)
-.0089
(.0097)

.0052
(.0124)

-.0025
(.0090)

건강상태 .0198
(.0270)

-.0067
(.0453)

.0050
(.0496)

.0332
(.0324)

성인
가구원 수

-.0038
(.0130)

-.0183**

(.0227)
-.0226
(.0329)

.0100
(.0220)

미취학 
자녀 수

.0057
(.0138)

-.0882
(.0404)

.0661
(.0860)

.0114
(.0524)

로그실질
비근로소득

-.0029
(.0032)

-.0036
(.0070)

-.0089
(.0071)

-.0024
(.0065)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 15]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EITC는 근로+사업시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값은 거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소득구간별로 EITC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약간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EITC 도
입은 남편의 근로시간을 6.7% 감소시켰고, EITC 확대는 미혼남성 노동공급
을 12.1% 증가시켰다. 부부가구의 경우, EITC 도입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부모가구의 경우, EITC 도입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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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는 것은, 부부가구의 근로소득이 한부모가구의 근로소득보다 더 많
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부부가구의 경우, 평탄 및 점감구간 또는 
수급범위 밖에 위치하여 EITC 도입이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반
면, 한부모가구의 경우, 점증구간에 위치하여 EITC의 도입이 노동공급을 늘
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취학 자녀 수는 아내의 근로+사업시간을 8.2%, 근로시간을 8.8% 
줄였다. 남편, 미혼남성, 미혼여성과는 달리 2차 소득자인 아내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노동시간을 줄여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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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EITC가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9차 조사를 사용하여, 한국
에서 EITC 도입과 확대로 나타난 준실험적 상황에 대해 Difference In 
Difference(DID)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EITC는 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 모두의 LFP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EITC는 
아내의 취업을 4.6% 늘렸고, 미혼남성의 취업은 3.1% 늘렸다10). 미혼여성
취업은 9.2% 줄였지만,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EITC의 확대는 취업을 5.3% 
늘렸다. 이를 통해, 한국의 EITC가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취업을 늘리는 효
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LF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취업은 늘리
는 것은, 한국의 EITC가 2015년 이전까지는 취업자에게만11) 제공됐기 때
문에, 노동공급 여부 그 자체보다는 노동공급 방식(자영업/취업)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매우 높은 자영업 비율이라는 한국의 특수
한 상황이 이러한 설명에 힘을 더한다.
  한편, 남편의 취업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의 취업이 늘어났는데, 
이 또한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과 관련있어 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남편과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던 아내가, EITC 도입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
을 위해 취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혼여성의 취업이 EITC 도입에 따라 미혼여성의 취업이 준 것은 이상한 
결과인데, 그녀의 노동이 가구 내 유일한 수입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서는 실증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이론적 설명틀을 마련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EITC는 가구원의 근로+사업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10)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11) 2013년부터는 자영업자 중 일부, 즉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에게도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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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거나, 미쳤다 하더라도 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EITC 도입은 남편의 근로시간을 6.7% 감소시켰고, EITC 확대는 미
혼남성의 근로시간은 12.1% 증가시켰다. 부부가구의 경우, EITC 도입이 근
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부모가구의 경우, EITC 도입이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부가구의 근로소득이 한부모가구의 근
로소득보다 더 많기 때문으로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기존의 연구 중 ① 송헌재(2012)의 실증결과, 즉 
한국의 EITC가 자영업의 취업으로의 이동 촉진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을 뒷
받침한다. 또한, ② 미혼남성 및 미혼여성의 별도 연구를 통해, 유민이·임다
희·조민효(2014)의 실증결과, 즉 한국의 EITC가 한부모가구의 LFP와 취업
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보완한다12). 마지막으로 ③ 김영숙·조선주·정가원·
권순현(2013), 유민이·임다희·조민효(2014), 박종선·황덕순(2014)의 실증결
과, 즉 한국의 EITC가 아내의 LFP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13).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용된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실증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표본의 수를 늘리고 한국의 EITC가 실수급가구를 넘어 
수급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려 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구나 가구원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 가구원을 가구
유형과 성별에 따라 각각 남편, 아내, 미혼남성, 미혼여성이라는 별도의 집
단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처음
으로 미혼자를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연구가 한국에서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 한국의 EITC 연구와 노동공급 연구에 있어 갖는 중요성을 
12)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결과, 즉 EITC 도입이 미혼남성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경향이 있

는 반면, 미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유민이·임다희·조민효
(2014)의 결과와 상반된다.

13) 그러나 그 이유의 설명방식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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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EITC의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자영업이라는 변수는 EITC의 효과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넘어 노동공급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에, 한국의 노동공급을 연구할 때에는 자영업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EITC가 가구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과 다른 이유가 높은 자영업 비율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좀 더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유의성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EITC가 미혼여성에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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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ITC and labor supply 
of house members

: focusing on household type and gender
Cho, Young Tae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is a welfare-to-work(workfare) 
system, for encouraging labor supply of poor households and raising the 
net income of low-income working households, by providing eligible 
households EITC benefit of which sizes vary according to the sizes of 
earnings.
  This study analyzes the real effect of EITC on labor supply of poor 
household members in Korea, empirically and statistically, considering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both household type and gender: husband, 
wife, single man, and single woman.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from different-in-different(DID) 
analysis on the quasi-experimental situation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and renewal of EITC in Korea. The data from the first 
through ninth Korean Wealth Panel Study were used for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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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ITC in Korea does not have an effect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LFP) of all the household members: husband, wife, single 
man, single woman. However, it roughly has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it does not have an effect on the 
working hours of household member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EITC in Korea decreased husbands' hours of wage labor 6.7%, and the 
renewal of EITC in Korea increased single men's hours of wage labor 
12.1%.
  The followings are the interpretations o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First, although EITC in Korea have no effect on LFP, it 
increases employment,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EITC 
only for the employed, not for the self-employed. Second, although 
EITC in Korea have no effect on employment of husbands, it increases 
employment of wives, because it encourages wives who are unpaid 
family workers to become employed to get EITC benefit. Third, EITC 
in Korea decreases married couples' hours of wage labor, because they 
are normally in phase-in, however, it increases singles' hours of wage 
labor, because they are normally in flat region or phase-out.

Keywords :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labor supply, household 
members, labor force participation(LFP), employment, working hours, 
self-employment
Student Number : 2014-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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