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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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소득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확충 방안 D토0 

자영업A구의 소득축소신고율 추정을 중심으로 

 

 

 

 

 

 

 (&17 년 .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권 형 근 

 



   

소득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확충 방안 D토0 

자영업A구의 소득축소신고율 추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임 도 빈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7 년 )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권 형 근 
 

권형근의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17 년 6 월 

 

 

위  원  장     노 경 수       (인) 

부위원장     권 일 웅       (인) 

위       원     임 도 빈       (인) 

 



 

 i 

O 문 초 록 

 
과k x도의 v제성장기를 맞으며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혹은 용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8P 성장률이 2~3%에 머무르는 저성장% 저출산 및 

x령화 등 많은 사회v제적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u할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나날이 늘지만%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점이다. 특히 세입이 크o 늘지 않는 저성장시대에 제도의 

변화a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n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상당 수의 

국민들이 증세에 반e을 hx 있는 상황에서 증세를 제안하는 n도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변화 없이 정부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는 목적으로 소득세를 살펴보x자 한다. 먼저 소득의 

원천징수a 이루어지지 않는 자영업자 a구a 소득을 축소 신x하여 정부a 

합당하o k둬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m증한다. 

비록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알 수는 없지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엥pw수% 즉 실질소득과 a구내 식료품 지출행태와의 ~w를 활용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할 수 있을 n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PPssHWPKLs & 

GLILW ()101)의 모형을 수정한 KPS Lt Hl(2()7)의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축소보x율을 w산한다. 

그렇지만 KPS Lt Hl(2()7)을 비롯하여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보x율과 총 규모를 파악하는 n에 그쳤으며% 

구체적으로 정부a 이 정보를 어떻o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a 소득탈루율이 높은 

자영업a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부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x자 한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a구들에 대한 전수조사a 불a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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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a구의 특성별 소득탈루율에 대한 정보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징수액을 늘리는 전략% 곧 세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w획할 수 있는 

밑k름이 될 n이다. 

2((1 년부터 2()- 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동일 기c 

소비자물a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u과% 자영업a구의 소득 

축소보x율은 점진적으로 e소하x 있는 n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u과와는 반대로 x소득w층보다 소득하위w층의 

소득축소보x율이 더 높으며 a구주의 나이a ,( 세 이하이k나 -- 세 이상인 

v우 소득축소보x율이 높은 n으로 나타났다. 이 v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 세입을 늘리는 n은 어려우며% 더 많은 지출을 위해서는 증세a 

필요한 시점이라x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직업군에 따라서 

소득축소보x율이 상이하지는 않은 n으로 판단되어 진다. 

본 연구의 한w로는 다음과 i은 점이 있다. 먼저% 표본 수의 한w로 

직업이 다양하o 나오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직군 수준에서의 

분석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두 번째로% 일시적인 소득 변동을 

통제하기 위한 패널 모형을  완전하o 활용했다x 하기엔 분석 기c이 짧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보x된 소득 이외에는 정확하o 기입 

되어있다는 a정하에 진행되어 있는데%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입된 

자료들이 완전하o m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 상의 한w를 지니x 

있다.  

 

주요어 0 자영업자% 소득축소신x% 소득세% 과세형평성 

학   번 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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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2()- 년 대한민국의 국민부담률)은 2-.2-%로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다음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x 있으며(4그림 )5 참조) 국a채무는 꾸준히 

증a하x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x 

있다. 특히 인구a 점점 더 x령화되x 노인빈z율은 올라ax 있을 뿐 

아니라 출산율은 저조해지x 청년들은 취업난은 날이 d수록 높아지x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g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x 여r진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정도의 차이a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정당들이 좌우 a리지 

않x 복지% 더 나아a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하x 있다.   

만약 한국사회a 이전과 i은 x도의 v제성장기를 향유하x 있다면 

인구층의 급s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수월하겠지만% ;8P 성장률이 2~3%에서 머무르는 저성장시대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a 어렵다. 이럴 때 정부a 

x려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는 증세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n이다. 

그렇지만 상당 수의 국민들이 증세에 반e을 a진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n은 여c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 v상 ;8P 대비 국세% 지방세 그리x 사회보장기여금(sUJPHl sLJuWPty)의 비중을 뜻하며% 

v상 ;8P 대비 국세 그리x 지방세의 비중 만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과는 차이a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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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증세에 반e을 ho 되는 이유는 자신의 지출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않으며% 세금이 비효율적이며 더 나아a 부적절한 상황에 쓰이며% 조세 

징수a 공평하o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4그림 )5 2()- 년2 A978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출처2 A978 (2()7I) 

 

본 연구는 이 중 마지막% 구체적으로 소득 과세형평성을 제x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살펴보x자 한다. 

근로자는 정해진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과세하지만% 자영업자는 매출 축소와 

v비 처리 등을 통해 소득을 축소신x하기 때문에 동일 수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x 있다는 인식이 있다(성명재% 2((03 김낙회 & 

윤태화% 2()(3 김태일 & 김도균% 2().).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불공정하o 소득세를 

e면 받는다x 인식하며% 정부도 그만큼 합당하o 징수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하면서 세입이 줄어든다.  

                                                
2 호주% 일본% 폴란드 자료는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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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당하o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점이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일 

n이다. 당연히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국a에서 투명하o 세금을 

징수하기a 어려울 n이다. 4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2()- 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1%로% A978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 터키% 그리x 

멕시코 다음으로 a장 높다. 

 

4그림 25 2()- 년 A978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율 

 
출처2 A978 (2()7H) 

 

비록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엥pw수% 즉 실질소득과 식료품지출행태의 ~w 분석을 통해 

실질소득을 추정할 수 있을 n이다. PPssHWPKLs & GLILW ()101)는 

본질적으로 동일 소득수준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식료품지출행태a 

동일할 n이라는 a정하에 보x된 소득과 식료품지출비중 자료를 활용하여 

영국 내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탈루율의 구c을 추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협소한 의미에서의 지하v제의의 크기를 추정한다. 이들의 방법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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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찬사를 받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평균 

소득축소신x율의 구c을 추정에 그치며 모델 상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a정을 동반한다는 점이 한w로 지적되어왔다(Kukk & CtHLOW% 2(),). 이에 

KPS% ;PIsUT% & 7OuTg (2()7)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모델의 

한w로 지적된 a정의 필요성을 없앴으며 소득축소보x율을 구c 추정치a 

아닌 점 추정치(VUPTt LstPSHtL)로 제시한다. 

그렇지만 KPS Lt Hl. (2()7)을 비롯하여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율이 정부에o 어떠한 의미a 있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추정치는 평균 소득축소율에 대한 추정치인데% 

이는 국a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의 수입이 보x되지 않는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 어느 정도a 실제 정부 세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함의를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소득축소보x율의 분포를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의 자영업a구들이 소득을 비율적 혹은 절대적으로 

많이 축소 보x하는지를 분석하x자 한다. 더 나아a% 정부a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하o 어떠한 그룹의 자영업 a구들의 소득에 대한 e사a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축소보x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x안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x자 한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a 불a능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w획할 수 있는 

밑k름이 될 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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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은 KPS Lt Hl(2()7)의 모형을 기본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적용하여 자영업a구들의 다양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추a할 

w획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1 년부터 2()- 년 한국노동패널조사 

(KUWLHT LHIUW HTK ITJUSL PHTLl CtuKy)의 a구용 자료와 a구에 속한 

자료를 포함하여 이 기c의 소비자물a지수 데이터를 사용한다. 데이터 

추출은 다음과 i은 다섯 a지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분석기c 내내 나이a 

만 2( 세부터 .- 세인 a구주a 포함된 a구이며 자녀를 제외하x a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손자·손녀% 그리x 친척 등과 동k하x 있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분석기c 중 구성원의 변화a 있는 a구는 제외하였다. 세 번째로는 

) 인 a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네 번째로 식료품 지출 비중이 )% 

미만이k나 11%를 초과한 a구들은 제외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a구주나 

배우자나 주당 근로시c이 ).0 시c이 넘어a는 비현실적인 응답을 한 

a구들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로 활용될 항목에서 u측치a 

존재하는 a구는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한w로는 다음과 i은 점이 있다. 먼저% 표본 수의 한w로 

직업이 다양하o 나오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직군 수준에서의 

분석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두 번째로% 일시적인 소득 변동을 

통제하기 위한 패널 모형을  완전하o 활용했다x 하기엔 분석 기c이 짧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보x된 소득 이외에는 정확하o 기입 

되어있다는 a정하에 진행되어 있는데% 한국노동패널에 기입된 자료들이 

완전하o m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 상의 한w를 지니x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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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D토 

 

지하v제는 정부에o 포착이 되지 않은 숨은 v제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규제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v제활동이 

정부기~에 보xa 되지 않k나 포착되지 않아 성장하는 v우도 있다. 

지하v제a 확장되는 n은 국a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이t이 없지만% 지하v제는 본질적으로 그 크기나 구성하는 요인들이 확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하v제 양성화는 여c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v제 양성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지하v제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어야할 n이다.   

소득 중에서도 원천적으로 정부a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다. 자영업a구의 실제 소득을 추정하는 n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o 

최소화시킬 n인a로 귀u된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o 여러 방식이 x안되어 

있는데% a구의 소비함수 혹은 소득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비롯하여 

엥py선 혹은 수요방정식 추정법과 국세신x자료를 활용한 방법 등이 

있다(신영임 & g민지% 2(),).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PPssHWPKLs HTK 

GLILW(이하 P&G 로 약칭함)의 방법론은 식료품 엥py선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법론이라x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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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먼저 소득세 과세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다음 절에서 

P&G 의 모형을 사용하k나 이를 변형한 모형을 활용한 연구를 m토한다3. 

 

제 ) 절 소득세 과세 현황 

 

지하v제를 구성하는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세금 탈루이며%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세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x 있는 소득세 탈루의 문제a 

있다. 2()- 년 총 국세 실적,은 2)7.1 조인데% 4그림 35에서 볼 수 있는 n처럼 

약 3(%에 육박하는 .(.7 조a 소득세로부터 k둔 수입이며% 2((1 년부터 

꾸준히 증a하x 있는 추세이다. 

 

4그림 35 2((1~2()- 년 국세 수입 실적 (단위2 조원) 

 
출처2 L&나라지표 (2()7)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은 4표 )5과 i다. 2()3 년까지는 납세자 

비율이 꾸준히 증a하는 추세였으나% 2(), 년에 연말정산 제도a 바뀌면서 

                                                
3 P&G 모형 이외의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는 신영임 & g민지 (2(),)를 참조. 
, 우리나라의 총 세입 중 a장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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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비율이 -).1%로 많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x 소득세 금액이 

꾸준히 증a하는 n을 보아 소득하위w층에는 면세자a 많으며 

x소득w층에서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x 있는 n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낙회 & 윤태화% 2()(). 4표 25를 살펴보면 3 천만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총 약 ). 백만명 중 약 2.. 백만명 밖에 안되어 약 )..)% 

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전체 소득세의 약 00.)% 혹은 약 2.2 조원을 

납부한다.  

 

4표 )5 2()( ~ 2(), 년 근로소득 총 급여와 소득세 현황 (단위2 명% 백만원) 

연도 
근로소득자 

수 
총 급여액 납세자 수 소득세 금액 

납세자 

비율 

소득세 

증a율 

2()( )-%)7.%702 ,()%(0.%(,1 1%22)%,17 )-%-0.%27- .(.0% &  

2()) )-%-,(%(-7 ,37%030%,,1 1%1)7%102 )7%0()%0.0 .3.0% ),.2% 

2()2 )-%7.0%(03 ,7(%77)%-17 )(%-3.%0(0 )1%17)%2)) ...0% )2.2% 

2()3 ).%3-1%77( -(2%1,,%232 ))%(-,%-(. 22%207%3(- .7..% ))..% 

2(), ).%.07%(71 -33%72.%0.( 0%..3%2,3 2-%317%71- -).1% ),.(% 
출처2 국세청 (2().) 

 

4표 25 2(), 년 소득규모별 소득세 현황 (단위2 명% 백만원) 

출처2 (국세청% 2().) 

 

두 번째로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의 현황은 4표 

35과 i다. 앞서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소득 분류 ) 천만 3 천만 , 천만 ,.. 천만 . 천만 7 천만 0 천만 

납세자 수 2%(3,%1(0 3%1,-%737 1,)%3-0 31.%72- -02%02- 231%31( ).(%-7. 

u정세액 )2)%0.- 2%011%(73 2%313%.-2 )%,7(%3)( 3%21,%(,7 2%(3,%37, )%733%20- 

                

소득 분류 0.0 천만 ) 억 2 억 3 억 - 억 )( 억 )( 억 초과 

납세자 수 01%0.7 07%,.) ),,%3-- 22%31( ))%3)7 ,%.00 )%.,. 

u정세액 )%)-0%71( )%370%2.0 ,%(-2%(00 )%,0)%.(. )%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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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분야에서 징수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 년 기준 약 - 백만명의 신x자 중 약 

,.. 백만명의 신x자a 사업�부동산 소득이 있다x 보x하였으며% 총 

수입금액인 약 011 조 중 약 03( 조의 수입이 사업�부동산 소득이다(국세청% 

2().).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a 

납부하는 소득세를 c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4표 35 2()(~2(), 년 종합소득 총 수입금액 및 u정세액 (단위2 명% 백만원) 

연도 
총수입금액 총u정세액 

총인원 총수입 납부 인원 금액 

2()( 3%70-%2,0 7-2%201%,-( 2%1.(%0,1 )3%21)%012 

2()) 3%1-.%7(2 02.,20(-- 3%(10%-,0 )-%3)(%,01 

2()2 ,%3-2%121 0,012.))7 3%,-)%)(7 )7%(37%7). 

2()3 ,%-.,%.02 07(%0.3%)27 3%.,(%023 )0%.12%-22 

2(), -%(-2%--2 011%21,%2-, ,%)71%2(( 2(%113%70. 

출처2국세청 (2().) 

 

4표 ,5 2(), 년 종합소득규모별 종합소득 총 u정세액 (단위2 명% 백만원) 

소득 분류 종합 ( ) 천만 2 천만 3.- 천만 , 천만 . 천만 

납세자 수 ,%)71%2(( ,2%)77 )%.00%27. 12)%70- .)7%3(3 ))3%(.- 21)%7.1 

u정세액 2(%113%70. 2%),, 07%(.- 3,0%(02 0.(%20, 21,%(3. )%).,%3)3 

        

소득 분류 0 천만 ) 억 2 억 , 억 - 억 )( 억 )( 억 초과 

납세자 수 ).(%)(3 11%-2) ).3%(31 31%307 2,%.)1 )2%2.2 -%01, 

u정세액 )%)0-%312 )%),.%-)3 ,%(.(%3(3 2%3-1%,22 2%.(-%,02 2%-()%3., ,%371%30. 

출처2 국세청 (2().) 

 

구체적으로 4표 ,5에 나와있는 종합소득규모별 종합소득의 총 

u정세액을 살펴보면% 소득세와 비슷하o x소득자a 상당 부분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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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n을 확인할 수 있다. 3.- 천만 이상의 종합소득을 a진 약 

1) 만명(약 2).0%)의 납세자a 약 )1.7 조(약 13.0%)를 납부한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차별없이 

x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a 높은 n으로 파악된다. 일b에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 부자세(suVLW WPJO tHx)% 즉 초x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x 주장하x 있는데% 위 자료는 그 n만이 능사a 

아니라는 n을 보여주x 있다. 본질적으로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율을 올리k나% 현 제도에서 탈루되x 있는 세금을 l는 방식이 

x려되어야 할 n이다. 

  

제 2 절 P&G 모형을 활용한 연구 

 

자영업a구의 실제 소득 혹은 소득축소신x율을 추정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정확하o 보x되었으나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축소하여 신x했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더 나아a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동일 소득 하에 비슷한 소비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비수요함수를 hx 있을 n이라x a정하였으며% 그 어떠한 연구도 이 두 

a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이철인% )1103 김태일 & 김도균% 

2().).  

P&G 는 이 두 a정을 기반으로 자영업a구의 소득축소보x율을 추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소개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3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다만 P&G 는 자영업a구를 사업소득이 전체소득의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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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a구로 정의한 이후에 영국의 자영업a구의 소득축소신x율의 

구c추정치 (PTtLWvHl LstPSHtL)을 제시하였다. )102 년 영국의 a구소비조사 

(EK :HSPly 9xVLTKPtuWL CuWvLy) 자료를 활용하여 P&G 는 블루칼라(IluL 

JUllHW) 직종에 속해 있는 자영업a구들은 평균적으로 약 3,%에서 31% 

사이의 소득을% 화이트칼라(wOPtL JUllHW) 직종에 속해 있는 자영업a구들은 

평균적으로 약 23%에서 3-% 사이의 소득을 보x하지 않는다는 u론을 

지었다.  

P&G 방법론이 소개된 이후% 주로 서구권 국a들에서 이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영업a구들의 소득축소보x율을 추정한 연구들이 나왔다. 

CJOuLtzL (2((2)는 )1.1 년부터 )112 년까지의 캐나다의 a구소비조사 

(7HTHKPHT :HSPly 9xVLTKPtuWL CuWvLy) 자료를 활용하여 캐나다 자영업자 

a구들의 소득세 불복종(TUTJUSVlPHTJL)정도를 추정하였다. 그는 직업% 

나이 그리x 자영업에 종사하는 a구원의 수에 따라 a구들의 불복종의 

정도a 달라진다는 주장을 했는데% 한 a구의 사업소득이 전체 보x된 소득의 

3(% 이상을 차지하면 평균적으로 ))%에서 23% 사이의 소득을 축소하여 

보x한다는 u과를 얻는다.  

>UOHTssUT (2((-)은 핀란드의 a구소비조사인 KulutustutkPSus 의 

자료를 활용하여 )11, 년부터 )11. 년 사이 핀란드 내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신x율을 추산했다. a구주a 만 ., 세를 초과하지 않으며 한 a구내 

성인의 수a 둘을 넘지 않는 a구들을 분석해본 u과% a구주만이 자영업자로 

일할 v우 평균적으로 )..-%의 실제 소득이 보x되지 않는다는 u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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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반대로 a구 내 성인 둘다 자영업자로 일할 v우 평균적으로 ,2%의 

소득이 보x되지 않는다.   

9TgstWöS & <UlSluTK (2((1)은 소득세율이 높은 국a에서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하여 신x할 유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스웨덴을 

분석했다. 2((2 년을 제외하x )111 년부터 2((, 년까지의 스웨덴 

a구예산조사 자료를 분석해본 u과% a구원 중 한 명이라도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약 3(%나 소득을 축소하여 보x한다x 

한다. 더 나아a 법인화된 사업의 소득이 있는 자영업a구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a구를 비교할 때% 후자의 v우a 전자의 v우보다 더 소득을 자주 

축소하여 신x한다는 점을 찾았다.  

미국의 v우에는 <uWst% LP% & PugslLy (2(),)a P&G 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득축소신x율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미국 

미시c대학교에서 추적하는 PHTLl CtuKy Uf ITJUSL 8yTHSPJs(PCI8)자료와 

소비자지출조사(7UTsuSLW 9xVLTKPtuWL CuWvLy)자료를 활용했는데% 자영업 

a구들이 평균적으로 3(%의 소득을 축소하여 신x했다x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 연한이 높은 자영업자일수록 소득축소보x율이 낮다는 

n이다. Kukk & CtHLOW (2(),)는 서구유럽보다 일반적으로 지하v제a 더 

활발하다x 인식되는 에스토니아를 분석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a구들은 

평균적으로 약 .2%의 소득을 신x하지 않는다x 한다.  

P&G 방법론을 한국에 적용한 연구들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유일호 ()11-)는 aw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탈루규모 뿐만 아니라 

부aa치세 (F6D)에 대한 탈루 규모를 추정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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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a구들은 )107 년에는 1%에서 ,.% 사이% 그리x )100 년에는 ),%에서 

,0% 사이의 소득을 보x하지 않는다x 한다. 박명호 (2((1) 역시 

2((. 년부터 2((0 년 aw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한국의 자영업자의 소득축소보x율을 비교한 KPS Lt Hl. (2()7) 

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 년부터 2((- 년 사이에 한국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21.2%의 소득을 신x하지 않았다x 주장한다.  

여태까지 P&G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은 KPS Lt Hl. (2()7)과 <uWst Lt 

Hl. (2(),)을 제외하x는 구c추정치를 제시하였으며% 중cf(SLKPHT)을 

활용하여 탈루 규모의 총 크기를 w산했다. 더불어 <uWst Lt Hl. (2(),)은 점 

추정치를 제시하였지만% 보x된 소득이 아닌 항상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P&G 모형에서 특별한 변형 없이 점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통w적 기법을 활용하여 보x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점 

추정치를 제시한 n은 KPS Lt Hl. (2()7)a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변형모형보다 이점이 있다. 

다만 P&G 방법론을 활용한 모든 연구들은 좁은 의미의 지하v제 혹은 

소득탈루규모의 크기를 추정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정부a 

지하v제 양성화 혹은 소득탈루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x안할 때 참x할 

수 있는 u과를 제시한 연구는 k의 없다x 보아도 무리a 없을 n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KPS Lt Hl. (2()7)의 모형을 활용해서 자영업a구들의 

다양한 특성들은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함의를 

이끌어내x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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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2 >&B rsm을 v용하거c t형한 연구 

 
 a가 자n b간 

>KSSCRKFeS & BeDeR ((080) 영a  영a 가구xu조v (UK 7CmKMy 6xpenFKtURe SURvey) (08) 

SEJUetze ()00)) 캐cg 캐cg 가구xu조v (4CnCFKCn 7CmKMy 6xpenFKtURe 

SURvey)  

(0-0-(00) 

JPJCnSSPn ()00,) 핀k드  핀k드 통계a 가구xu조v (KUMUtUStUtLKmUS) (004-(00- 

6nIStRöm & 8PMmMUnF ()000) y웨h  y웨h 가구예w조v (SWeFKSJ 8PUSeJPMF 3UFIet 

SURvey) 

(000-)00(, 

)003, )004 

8URSt et CM& ()0(4) pa xu자지출조v(4PnSUmeR 6xpenFKtURe SURvey) 

>CneM StUFy PH 9nEPme 5ynCmKES 

(080-)003 

(080-(00. 

KKm et CM& ()0(.) 에y토f아 에y토f아 가구예w조v (6StPnKCn 8PUSeJPMF 

3UFIet SURvey) 

)00)-)00. 

유일호 ((00,) 한a 한a가계조v (08.-(088 

박o호 ()000) 한a 한a가계조v )00--)008 

KKm et CM& ()0(.) lz아 

한a 

RUSSKCn <PnIKtUFKnCM MPnKtPRKnI SURvey  

한aei패d (K<9>S) 

(004–)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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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장  연~ 방법론 

 

본 연~에서는 KiS Mt Il( (,*11)이 수정 및 보’한 D&W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영업d~의 실질소득분포를 추정하v자 한다( 앞서 언급한 

o처럼 D&W 방법론은 사업소득의 유무‘는 상관없이 d~ 내 

식료품소비비중이 동일할 o이라는 d정하에 식료품지출함수를 사용하여 

보v된 소득에서 실질소득을 u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장에서는 본 

연~에서 활용될 식료품 지출함수를 소개하v& 이를 도입하여 DissIriLMs ITL 

WMbMr 의 기존 모형을 소개한다( 더 나아d KiS Mt Il 의 연~에서 제시한 

수정모형을 소개할 u획이다(  

  

제 1 절 D&W 모형 

 

D&W 연~에서 활용한 축약형(rMLuKML-NorS) 지출함수는 동떨어진 

함수는 아니었지만& 이론적 근ld 부족하–다( 이를 보’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ItoT & AuMllbIuMr (132*)d v안한 준이상수요체u(9lSost 

>LMIl ;MSITL E_stMS5 9>;E)를 바탕으로 =ISiltoT (,**1)이 제시한 

식료품지출함수를 사용하v자 한다( ~체적으로 식료품지출비중은 

실질항상소득(rMIl pMrSITMTt iTKoSM)의 자연로그g& 즉 소비자물d지수 

(:oTsuSMr DriKM >TLMx5 :D>)에 의해 조정된 항상소득의 자연로그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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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대비 비식료품의 물d지수 그리v d~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d 포함된 선형함수이며& 이를 다음y (1)y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ln	 +, − ln +.) + β	(ln 1"
2 − ln +) + 3456 + 7"  (1) 

여기서 !" 는 d~ i d 전체 예산 중 식료품으로 지출하는 비율이며 +,& 

+.& 그리v + 는 ee 식료품& 비식료품 그리v 소비자물d지수를 나타낸다( 

더 나아d& 1"
2 는 d~ i 의 항상소득을 의미하며  56 는 d~ i 내에서 식료품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대변하는 여러 변수d 포함된 벡터& 

마지막으로 7" 는 오차항이다( 이 지출함수에 실질소득이 아닌 항상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불규칙한 자영업d~들의 소득을 v려한 o으로& 

무조m적으로 지출함수에서 항상소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d~의 항상소득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o이 아니기 때문에 

관측이 불d하다( 현실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d용 변수는 t 년도에 보v된 

소득인 1"8
9 인데& 이 때 두 d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한 개인이 정확하p 

보v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t 년도에 실현된 소득인  1"8‘ 

보v된 소득인  1"8
9  사이에 괴리d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 시 예상되는 평균 수입을 의미하여 안정적인 항상소득y 

달리 t 년도에 실현된 소득은 t기변동 등의 외생적 충r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t 년도 t기에 따라 항상소득y 실현된 소득 f의 차이d 

발생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y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8 = :"81"8

9 , 

1"8 = <"81"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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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8 y <"8 은 ee 소득축소보vt향y 일시적인 

소득변동t향을 의미한다( ~체적으로 :"8는 본 연~에서 d장 중점적으로 

보는 변수이며& 일반적으로 1 이상의 g을 i는다( 1 미만의 g을 i는 t우 

실현된 소득이 보v된 소득보다 적다는 의미이며& 이는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의 t우 근로소득의 t우 

세금이 바로 부y되기 때문에 :"8의 g이 1 이v& 소득을 축소하여 보v할 

유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t우 1 보다 클 o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D&W 는 t기변동y 같은 외생적 충r은 자영업자‘ 근로자d 평균적으로는 

동등하p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더 안정적일 o이라v 

d정하–다(  

 ln 1"8
2 = ln 1"8

9 + ln :"8 − ln <"8, (-) 

(,) 식을 로그변환하여 합치면 (-)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항상소득의 자연로그 g을 보v된 소득의 자연로그 g으로 대체하면 두 개의 

새로운 확률변수를 추d로 v려해야한다는 o을 의미한다( 안타깝p도 :"8‘ 

<"8에 대한 자료 역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D&W 는 이 두 

확률변수들이 로그정규분포 (loO-TorSIl ListributioT)을 따른다v 

d정하–으며& 이는 다음y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 :"8 = 	 => + ?"8& 

ln <"8 = 	 =@ + A"8, 
(.) 

로그정규분포 특성에 따라 오차항인  ?"8‘ A"8의 평균g은 * 이며 분산 g인 

BCD y BED은 일정하다( 앞서 언급했던 전제들을 수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모든 

근로자(<)의 소득축소보vt향은 1 로 d정했기 때문에 =>F = BCFD = 0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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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E<)의 소득축소보vt향은 e자 다르지만 1 보다 클 o으로 

d정했기 때문에 =>HF, BCHFD > 0 이라v 할 수 있다( 더 나아d 일시적 

소득변동t향은 평균적으로 같을 o이라는 d정하에 =@F = =@HF 이며& 

근로자의 소득이 더 안정적이라는 d정하에 BEHFD > 	BEFD  이다(  

물d상승률을 v려한 실질보vv소득인 ln 1"8
9 − ln + 를 ln 1"8

∗ 로 

대체하여 식 (1)& (-) 그리v (.)를 종합하면 식 (/)d 도출된다(  

 
!"8 = $ + &(ln	 +,8 − ln +.8) + β	 ln 1"8∗ + => − =@ + ?"8 − A"8  

        +	3K56L + 7"8  
(/) 

이를 다시 관측 d능한 변수들y 자영업자의 d변수로 ~성하여 나타내면 식 

(0)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8 = $ + &(ln	 +,8 − ln +.8) + β	 ln 1"8
∗ + MNO"8 + 	3K56L + P"8 (0) 

여기서 NO"8  는 자영업자 d변수(LuSS_ vIriIblM)로 NO"8  7 1 일 t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d~를 뜻하며& P"8 = Q ?"8 − A"8 + 7"8 를 

의미한다( 식 (/) ‘ (0)을 비교해보면  자영업자 d변수의 u수는 다음을 

의미한다 

 M = Q =>HF − =>F − =@HF − =@F    

 				= Q =>HF +
R
D
BEHFD − BEFD (  (1) 

로그정규분포의 특성y 식 (1)을 활용하면 소득축소보vt향 로그 g의 

평균을 다음y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n : = 	 =>HF +
R
D
BCHFD = 	 S

T
− R

D
BEHFD − BEFD + R

D
BCHFD    

 ln :"8 =
S
T
+ R

D
BCHFD − BEHFD − BEFD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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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시적인 t기변동에 의해 자영업자‘ 근로자에p 발생하는 

소득의 분산인 BEHFD  y BEFD & 그리v 자영업자의 소득축소보vt향의 분산인 

BCHFD  역시 관측할 수 없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리 변수d 필요하다( 즉& 

ln :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산 g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d 필요하며& 

D&W 는 식 (3)처럼 보v된 소득을 활용한 항상소득의 축약형 추정방식을 

이용한다(  

 1"8
9 = VW56L + X"8( (3) 

여기서  56L 는 교육수준 등 항상소득을 대리하는 변수d 포함된 벡터이다( 식 

(0)y 비슷하p 식 (3)의 오차항인 X"8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보v된 소득y 

실현된 소득의 편차인 ?"8 & 항상소득y 실현된 소득의 편차인 A"8 & 그리v 

설명할 수 없는 항상소득에서의 편차로 총 -개의 다른 오차항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된 o처럼 D&Wd 세운 ?"8 ‘ A"8 에 대한 d정에 의해 

근로자들의 소득보v축소t향의 분산은 *이며& 일시적인 소득변동t향의 

분산은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d 더 크다( 더 나아d 항상소득의 

무선분산(rITLoS vIriITKM)는 두 집단에 동일하p 적용될 o이기 때문에 식 

(1*)을 도출할 수 있다(  

 BYHF
D − BYF

D = 	BCHFD + BEHFD − BEFD − 2BCEHF  (1*) 

위에서 도출된 식 (1*)y 식 (2) 을 조합하면 자영업자의 평균적인 

축소보vt향 ~f을 추정할 수 있다( ~체적으로 식 (1*)의 하한u(lowMr 

bouTL)는 자영업자의 축소보vt향의 분산이 *& 즉 BCHFD = 0일 때이며& 

상한u(uppMr bouTL)는 두 집단의 일시적인 소득변동t향의 분산이 동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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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즉 BEHFD = BEFD 일 때이다( 이 점을 활용하면 (11)y 같은 ~f을 설정할 수 

있다(  

 ln : ∈ S
T
− R

D
BYHF
D − BYF

D − BCEHF,
S
T
+ R

D
BYHF
D − BYF

D + BCEHF		   (11) 

물론 BCEHF 의 g에 따라 ~f의 범위d 달라질 수 있다( D&W는 여기서 

소득축소보vt향y 일시적인 소득변동t향의 상관관ud 없다는 d정& 즉 

BCEHF = 0이라는 d정을 통해서 평균 소득축소보vt향 정도의 ~f을 식 

(1,)로 정의했다(  

 ln : ∈ S
T
− R

D
BYHF
D − BYF

D , S
T
+ R

D
BYHF
D − BYF

D 		   (1,) 

그러나 종합소득세 ~f 적용 등의 소득세 ~조에 따라 소득축소보v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d정은 비현실적이라v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하v D&W 는 u‘ vd ’벽한 양의 상관관u라v 하여도 추정된 ~f이 

현저하p 넓어지l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치라v 주장한다(  

 

제 , 절 패널자료를 활용한 수정 모형 

 

본 연~에서는 KiS Mt Il( (,*11)이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D&W 

모형을 수정한 모형을 활용한다( 이 수정 모형은 기존 모형y 비교했을 때 두 

d지의 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집단 f 추정(bMtwMMT-Oroups MstiSItioT) 

방법을 통하여 자영업d~‘ 근로자 d~의 시f에 대한 평균소득y 

엥qw선 (<TOMl :urvM)을 추산한다는 o이다( 불균형패널자료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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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집단 f 추정은 시f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을 ’전히 제l할 수는 없지만& 평균g을 ~하는 y정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작아져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다 (전승훈& h성호& & 임병인& 

,**.)( 이론적으로 시f이 충분히 길 때& 일시적인 소득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득축소보vt향y 일시적인 소득변동t향의 

관u에 대한 d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s론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식 

(1,)‘ 같이 평균 소득축소보v율의 ~f을 추정하는 o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의 점 추정치(poiTt MstiSItM)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v 할 수 

있다(  

먼저 나이‘ 소득은 , 차함수(WuILrItiK)의 관ud 있다는 문헌을 

기반으로 D&W ‘는 다르p 보v된 소득을 다음y 같이 정의하–다(  

 ln 1"8
9 = ln 1"8

2 + \] + \RA_` + \DA_`
D + a"8 − ln :"8 (1-) 

여기서 A_` 는 나이를 의미하며& 오차항인 a"8에는 시f 불변적인 한 d~의 

특징적 요소‘ 생애주기 상에서 나이‘ 소득 f의 관u를 대변하는 요소& 

그리v 일시적인 요소d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두 요소는 앞서 언급된 

A"8‘ 관련이 있다v 할 수 있다(  

식 (/)에서 기존의 소득함수 대신 식 (1-)을 도입하v 집단 f 

추정방식을 활용하면 식 (1.)의 엥qw선함수d 도출된다(  

 
!b 	= ($ − Q\]) + &(ln +, − ln +.) + β ln 1b∗ − Q\Rcb	 

											−Q\DcbD − Qa" + Q ln :b + 	3K5d + 7b  
(1.) 

D&W 의 방법론y 마찬d지로& 식 (1.)를 관측 d능한 변수들y 자영업자의 

d변수로 ~성하면 다음y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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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Q\]) + &(ln	 +, − ln +.) + β ln 1b∗ − Q\Rcb 

									−Q\DcbD + MNOb + 	3K5d + Pb 
(1/) 

ln :b	d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d정& 즉 => + ?b이라는 점을 v려하면 Pb =

	Q ?b − ab + 7b으로 세 개의 오차항이 포함되어 있는 o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ab 의 분산은 시f이 길어질 수록 * 에 수렴한다는 

o이며& 이는 분석기f을 T 로 설정할 때 식 (10)의 형태로 나타난다(  

 lim
g→i

BEj
D = lim

g→i

klm

g
= 0&  (10)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큰 숫자의 T& 즉 분석기f이 충분히 길다면 

일시적인 소득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으며& 앞서 D&W 모형에서 문제되었던 

BCEHF에 대한 d정이 불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KiS Mt Il( (,*11) 은 D&W 방법론y는 달리 도~변수를 

활용하지 않v 순차추정법 (sMWuMTtiIl MstiSItioT)을 적용한다( 앞서 언급한 

o처럼 식 (1/) 의 오차항인 Pb	은 소득축소보vt향의 오차항이 포함된 Q?를 

내포하v 있어서 소득의 내생성 문제d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 

(1/)에서 자영업자 d변수를 제l하v 근로자 표본으로만 일치추정량인 

Qg을 추정한다( 그 다음에는 자영업자‘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변t된 

식료품비중인 !b − Q	ln1b∗을 종속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b − Q	ln1b∗ = ($ − Q\]) + &(ln	 +, − ln +.) − Q\Rcb 

																												−Q\DcbD + MNOb + 	3K5d + Pb 
(11) 

이 때 Pb = 	Q?b + 7b 로& ?b 는 자영업자 d변수‘ 다른 설명변수‘ 

ortPoOoTIl 한 관u에 있기 때문에 일치추정량인 Mg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bd 자영업자 별 다른 분산을 i기 때문에 이분산성(PMtMrosKMLIstiKit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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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으며& M 는 PMtMrosKMLIstiKit_-robust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식 (1.) ‘ (1/)를 비교해보면 자영업자 

d변수의 u수는 식 (12) 을 의미한다는 o이다(  

 M = Q =>HF − =>F = Q=>HF  (12) 

즉& 다시 말해서 소득축소보vt향 로그 g의 중fg은 식 (13)‘ 같v  

 =>HF = 	
S
T
  (13) 

D&W 의 방법론y 달리 이 시점에서 분석을 ’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득축소보vt향y 일시적인 소득의 

변동성 사이이의 상관관u에 대한 어떠한 전제도 필요하지 않p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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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장  연~ 설u 

 

제 1 절  자료 수집 

 

본 연~에서는 ,**3 년부터 ,*1/ 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MIT 

LIbor ITL >TKoSM DITMl EtuL_5 KL>DE) 자료를 KiS Mt Il( (,*11)의 모형에 

활용하여 자영업d~의 소득축소보v율을 추정하v자 한다( ~체적으로 

d~용 자료‘ 개인용 자료‘ 더불어 통u청의 소비자자물d지수(:oTsuSMr 

DriKM >TLMx5 :D>)자료를 활용한다( 이 기f의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세 

d지d 있다(  첫 번째로 조사d 여러 해에 n쳐 진행되면서 잃어버린 현저한 

수의 원표본을 대체하기 위해 ,**3 년에 많은 수의 표본을 새로이 추d하–다( 

실제로 ,**2 년까지 원표본의 약 ,*%를 상실했으며& ,**/ 년 

인~통u조사를 기준으로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약 1&/** 개의 새로운 

d~들이 표본으로 추d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표본을 추d함으로서 

생기는 sy의 차이d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분하는 o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2 년 금융위기는 너무나도 당연히도 많은 d~들의 

총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에 영향을 끼쳤을 o이다( ,**3 년부터 

,*1/ 년을 분석기f으로 설정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의 행태를 분석하는 

o으로 한정을 시켰다( 마지막으로 ,**2 년 이전까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및 소득축소보v에 대한 연~는 많았으나(박명호& ,**35 신영임 & h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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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태일 & 김도균& ,*105 KiS Mt Il(& ,*11) ,**2 년 이후로는 찾기 

어렵다(  

더 나아d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의 모집단은 대한민국의 도시 지역에 

l주하는 d~ 및 1/ 세 이상 개인이며/& 병역의무이행자 혹은 시설l주d~ 

(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l주하는 d~(원)에 

대한 분석은 불d능하지만& 도시지역y 다른 이들의 이질적인 소비행태를 

통제할 필요성을 없애준다(   

데이터 추출은 다음y 같은 다섯 d지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분석기f 

내내 나이d 만 ,* 세부터 0/ 세인 d~주d 포함된 d~이며 자녀를 

제외하v d~주나 배우자의 부모& 손자·손녀& 그리v 친척 등y 동l하v 

있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분석기f 중 ~성원의 변화d 있는 d~는 

제외하–다( ~성원의 변화d 있는 d~들은 그 자체로 식료품 지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1 인 d~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다( 비록 우리 나라 내에서 1 인 d~의 수d 기하급수적으로 

증d하v 있지만& 1 인 d~는 식료품 지출에 있어서 다른 d~들y는 매우 

이질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제외하–다( 네 번째로 식료품 지출 비중이 

1% 미만이l나 33%를 초y한 d~들은 제외하–으며 그 이외에도 d~주나 

배우자나 주당 근로시f이 102 시f이 넘어d는 비현실적인 응답을 한 

d~들은 제외하–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로 활용될 항목에서 s측치d 

존재하는 d~는 분석 y정에서 제외하–다( 

                                                
/ ,**2 년까지는 제주도에 l주하v 있는 d~(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3 년부터 표본집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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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제y정을 통해서 추출된 표본은 1*&013 개의 관측치 그리v 

,&11, d~의 불균형패널자료로 ~성이 되었다( 분석 기f인 1 년 내내 

자료d 존재하는 균형패널자료로 ~성된 d~는 총 -13 d~로& ,113 개의 

관측치d 포함된다(  

 

제 , 절  변수의 정의 

 

본 연~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인 d~내 식료품지출비중은 당해 연도 

d~ 별 월평균 총 지출액 대비 월평균 식료품지출비용으로 정의한다( 분석 

기f인 ,**3 년부터 ,*1/ 년까지 평균 식료품지출비중은 약 11(3%이다( 

주요 독립변수는 월평균 d~별 소득& 소비자물d지수 그리v 자영업자 

d변수로& d~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이전 소득 

그리v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g이다( 소비자물d지수(:D>)를 비롯하여 

식료품 물d지수‘ 비식료품 물d지수는 ,**3 을 기준으로 u산하–다( 

마지막으로 d~주 혹은 배우자의 주업무d 자영업일 t우 자영업d~ 

d변수는 1& 그 외의 t우에는 * 으로 정의하–다( 이렇p 정의하–을 때& 

자영업d~의 비율은 약 -3%–다( 연도별 자영업d~의 비율은 

,*1-~,*1/ 년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큰 변동없이 -2%에서 -3%대로 

유지되었다( 

d~주의 평균연령은 .1 세&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 세이며 한 d~에서 

평균 -(.1 명이 동l하는 o으로 보여진다( 교육수준 변수는 표시 

변수(iTLiKItor vIriIblM)로 v등학교 중퇴 혹은 이하를 b1c& v등학교 졸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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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은 -&  . 년제 대학 재학은 .& 그리v 

. 년제 대학 졸업 및 그 이상은 / 로 정의하–다( 이외에 통제변수로는 월평균 

외식비지출비중y d~주)배우자의 주당 근로시f& 서울특별시 l주 

d변수‘ 광역시 l주 d변수d 있다( 월평균 외식비지출비중을 통제하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많은 t우 외식비 등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비는 잠재적으로 종속변수인 

식료품지출비중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v 볼 수 있다(  

노동패널에서 주당 근로시f을 다룰 때 두 d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102 시f 이상 근무한다v 응답을 한 개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102 시f 이상 근무한다v 응답한 개인들을 제외시키는 

o으로 비교적 f단하p 해s할 수 있다( 허나 두 번째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로시f이 * 이 아닌 s측치로 포함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 

근로시f이 존재하는 d~들만 분석을 하는 t우 d~주‘ 배우자 둘 다 일을 

하는& 즉 맞벌이 d~들만 분석하는 우를 범하p 있다( 이를 보’하기 위해서 

평소 활동을 측정하는 pHH*,*, 0  문항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일을 하v 

있다v 응답하지 않은 t우 근로시f을 * 시f으로 기입하–다( 이 변수들의 

기술통u량은 6표 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1) 주로 일을 하v 있음& (,) 주로 d사일을 돌보며 일을 하v 있음& (-) 주로 통학을 하면서 

일을 하v 있음& (.) d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v 있음& (/) d사를 돌보v 

있음& (0) 어린아이를 돌보v 있음 (1) 통학만 하v 있음 (2) 아무 일도 하지 않음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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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절  자영업d~의 식료품지출비중 

 

본 연~의 핵심 d정은 자영업자‘ 근로자d 동일한 실제 소득 하에 

비슷한 소비 양상을 보이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자‘ 달리 소득을 

축소보v한다는 o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d 소득의 상당부분을 

축소하여 보v하v 있다면 자료분석기f 중 자영업자d 평균적으로는 더 

적은 보v 소득을 iv 있지만 총 지출 중 식료품 비중은 더 높을 o은& 즉 

엥qw선의 왜w현상이 일어날 o으로 기대할 수 있을 o이다(  

 

6표 08 기술통u량 (,**3-,*1/)& N 7 1*013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g 최대g 

월평균 식료품비지출비중 *(11201-1 *(*1-2130 *(*1*11. *(0 

lT(월평균 실질소득) 2(,1001. *(0.-,*0. ,(*13.., 11(*1.., 

자영업d~ *(-3*111. *(.211313 * 1 

d~주의 성별 1(*/*13, *(,12-/11 1 , 

d~주의 연령 .0(31121 3(-*-22. ,, 0/ 

배우자의 연령 ..(.-.21 2(32112 ,, 1/ 

d~주의 교육수준 ,(30,*1/ 1(/*212, 1 / 

배우자의 교육수준 ,(0,./3 1(-1221- 1 / 

d~주 주당 근로시f ./(,2.21 ,*(1/.0/ * 1.2 

배우자 주당 근로시f ,.(,20/ ,/(132./ * 1.* 

d~원 수 -(.1/0*0 *(221.-02 , 2 

주택소유 *(0-001*1 *(.2*321, * 1 

월평균 외식비지출비중 *(*.,--20 *(*-,2321 * *(/*/ 

서울특별시 *(12-1,/1 *(-21,12 * 1 

광역시 *(,/03/,3 *(.-03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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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 18에서 볼 수 있는 o처럼 평균적으로 자영업자 d~의 연도별 

월평균 식료품지출비중이 근로자 d~의 식료품지출비중보다 꾸준히 낮은 

o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자영업자 d~의 연도별 월평균 실질소득은 

근로자d~의 실질소득보다 꾸준히 높은 o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변수의 

전체 평균g의 차이는  통u적으로 유의미한 sy이다( 그렇기 때문에 6표 

18을 통해서 엥q w선의 왜w이 존재한다v 판단할 수는 없다( 

 

6표 18 월평균 식료품지출비중y lT(월평균 실질소득)의 변화 (,**3~,*1/ 년) 

  근로자 d~ 자영업자 d~ 

  월평균 

식료품지출비중 

lT(월평균 

실질소득) 

월평균 

식료품지출비중 

lT(월평균 

실질소득) 

,**3 *(12.,2-, 2(1-.*0 *(1011.,0 2(1/33/1 

,*1* *(13*1/3- 2(10/-. *(1131-32 2(,.*,,, 

,*11 *(12/11*. 2(12-,1 *(11,,032 2(,0-1-0 

,*1, *(112,311 2(,3*32. *(103,1*3 2(-,1210 

,*1- *(112211, 2(-1.2*- *(11022 2(-21-01 

,*1. *(12*01,/ 2(---3.0 *(10021/. 2(.**/11 

,*1/ *(12,*,/ 2(-2*--1 *(11,*-12 2(..**,. 

평균 *(12,2..3 (I) 2(,/.1*3 (b) *(11,1/,1 (K) 2(-1*2/3 (L) 

차이 
식료품지출비중4 (I)a(K) lT(실질소득)4 (b)a(L) 

(*1*03,1 ((**1.0,1)% -(*/01.3, ((*1,1.3/)% 

%표준편차는 ( )로 표시 

 

  



 

 - 30 - 

제 / 장  분석 sy 

 

제 1 절  기존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이 절에서는 수정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D&W 

모형으로 분석을 한다( 앞서 말한 o처럼 이는 소득축소보vt향을 나타내는 

:의 ~f을 추정하는 o이다( 이는 x 추출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연도별 

횡단면으로 식 (0)을 추정하는 일이며& 일시적인 t기변동y 추u적 

(stoKPIstiK)인 소득축소신v t향의 영향으로 소득 변수에서 내생성의 

문제d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CLE d 아닌 ,ELE(two stIOM lMIst sWuIrMs) 

모형을 사용한다( 다만 기존에 많은 연~에서는 나이‘ 교육수준을 

항상소득의 도~변수로 활용하는데& 본 연~에서는 교육수준만을 

도~변수로 활용한다( 여기에는 두 d지 이유d 있다( 두 변수를 모두 

도~변수로 활용하는 o은 첫째로 배제 d능성(MxKlusioT rMstriKtioT)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며& 둘째로 y다식별(ovMriLMTtiNiKItioT)의 문제d 존재하는 

o으로 판단된다(KiS Mt Il(& ,*11)(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도별 회귀 분석을 진행한 sy는 6표 28에 

나타나있다( 이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두 u수는 식 (1,)의 M‘ 

Q& 즉 자영업자 변수‘ 실질소득 변수의 u수이다( 두 u수의 부호d 동일하면 

자영업자는 소득을 축소하여 보v하v 있는 o이며& 반대로 두 u수의 부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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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t우 자영업자는 실제소득 보다 더 많이 보v하는 o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보v된 월평균 실질소득은 ,**3 년부터 ,*1/ 년 모두 33%의 

신뢰수준에서 월평균 식료품지출비중y 부(-)의 관u를 형성하v 있는 o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이 증d할 수록 d~ 내 식료품지출비중이 

낮아진다는 엥qw선의 d정y 일치하는 sy이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 

변수는 ,**3 년은 33%의 신뢰수준에서& ,*1, 년& ,*1. 년& 그리v ,*1/ 년은 

3*%의 신뢰수준에서 월평균 식료품지출비중y 부(-)의 관u를 보이v 있다( 

이는 자영업자 d~d 동일한 소득을 iv 있다v 보v한 근로자 d~보다 

식료품지출비중이 낮다는 o을 함의한다( 즉 근로자 d~의 소득이 정확하p 

보v되었다는 d정y 소득이 높을 수록 d~ 내 식료품지출비중이 

낮아진다는 엥qw선의 d정에 의하면 자영업자 d~d 소득을 축소하여 

보v하v 있다는 o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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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 .3 연E별 식료품 엥겔>선 추정 ((009:(015 년) 

변수 (009 (010 (011 (01( (01) (01* (015 

78(월평균 실질R득) -.06.*19*.*** -.0-1*1-.-*** -.0-(*95.6*** -.09005*)-*** -.0919**(1*** -.0.*-0(9-*** -.09-(--01*** 

자영업자 -.011(0695*** -0.00).05(1 -0.00*050* -.006.-0.6* .00--656* -.00-1.0(1* -.006905)6* 

월평균 외식비지l비중 .151*.60*** 0.06-))0-5 -0.0(-6(016 -0.005609*5 0.0001(9.5 0.0*550(0* 0.01-*5.)5 

;구주 성별 0.00110(*. -0.005)15(9 -0.005()-9. -0.00519-.6 0.00.)*(-* 0.00-9-0.5 0.000-199( 

;구주의 연령 .00-*.1.)** -0.00)9990. .00569*(** -0.00(9(.1* -0.00**0*96 0.000.559* -0.000..96( 

;구주의 연령 ( -.0000--1** 0.00005009 -.00006161* 0.0000(6*- 0.0000*9.5 -0.00000(60- 0.00001569 

배우자의 연령 -.0119(6)-*** -0.00105.16 -.00.(9*16*** -0.00(*)..- -0.00).)50( -.0069--55** -0.000)1.6 

배우자의 연령 ( .0001)69-*** 0.00001()1 .00009.5*** 0.0000)5-- 0.0000)66( .0000-(-(** -.)554-0- 

;구원 수 .00-(155.** .0056610(** 0.00)9((*9 .005.).(1** .00519*1.* 0.00)0()*5 .005-..(** 

주택R유 -0.00(5))9* -0.00-19*0* -0.00056965 0.00*1(56* 0.00559-*- 0.000(0(-- 0.00*.)565 

;구주 주당 근로시< -0.0001100- -0.00005((9 -0.0001(5 0.0000595( -0.000109.6 -0.00006*19 0.00001). 

배우자 주당 근로시< -0.00011656 -.0001*.96* -.000166*(** -0.00006-06 -.000161-(** -0.0000.6* 0.00009*0. 

서울n별시 .0(**.-1-*** .015.5.6*** .0115..*)** .01516.-6*** .01(-((09** -0.00)1)09- -0.00069195 

광역시 0.00*090( -0.005950-. -0.00(((9(* 0.005.)15- 0.00((55*- -0.00()(5)- -0.00)1(119 

N수항 .-.*911(6*** ..5969-5*** ..1.-())*** 1.01*5-0.*** 1.1059066*** .99.0*51-*** .9.9-)(95*** 

5 165) 15.6 15(1 15(6 1*.. 1)9( 151) 

6( 0.0)).10(1 0.11(**)-. 0.1..(((1. 0.1).)(-05 0.1(5--9.1 0.1*(515-9 . 

참조0 * 92.11 ** 92.051 *** 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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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체적으로 식 (1,)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평m 소득축소_향(")과 

소득축소보a율(1 − 1/")의 상한계와 하한계를 계산한 결과는 6표 37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서 기존의 <&W 방식의 한계를 세 가지 짚어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의 상한계와 하한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료분석기R인 ,**3 z부터 ,*1/ zs지 상한계의 범위는 *(3-01- 에서 

1(,33./ 이며& 하한계의 범위는 *(3*,,* 에서 1(*3*00 이다( 이는 c 

자영업자의 연R 소득축소보a율의 범위가 -1*(2.%에서 ,-(*.%이며& 

소득축소보a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연도별 "의 상한계와 하한계의 차이가 비교적 큰 _우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 z 같은 _우는 최소 약 -(3-%에서 최대 

1,(1.%s지& ,**3 z의 _우는 최소 0(-/%에서 최대 ,-(*.%s지 자영업자 

가h가 소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상한계와 하한계 

자체가 추계적인 성향을 Wa 있기 때문에 기존의 <&W 방식으로 추산한 

"값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a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상점(oNtlieK)들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패널뿐만 

아니라 소득 및 가h 정보가 담r 자료의 특성 상 충분한 수의 초aa소득자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가h당 하u의 e측치로 

추계적인 요소들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 z 결과와 같이 본 연h의 가정과는 반대로 자영업자 가h가 소득을 

실제보다 더 많이 보a한다는 결론이 u올 수도 있으며& o로자 가h의 

일시적 소득변동성의 분산이 자영업 가h의 일시적 소득변동성의 분산보다 

크다a 제시하는 결과가 u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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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 37 " 및 소득축소보a율(1 − 1/")의 상한계)하한계 

 변수 ,**3 ,*1* ,*11 ,*1, ,*1- ,*1. ,*1/ 

; 10/- 1/20 1/,1 1/,0 1.22 1-3, 1/1- 

R, *(*--21 *(11,.. *(122,, *(1-2-- *(1,/12 *(1.,/,           ( 

' -*(*11, -*(**-2 -*(**.1 -*(**03 *(**111 -*(**1, -*(**03 

 (*(**.,) (*(**.1) (*(**-3) (*(**-2) (*(**.*) (*(**-2) (*(**.1) 

( -*(*02. -*(*11. -*(*1,/ -*(*3*1 -*(*313 -*(*2.1 -*(*31- 

 (*(**3*) (*(*1**) (*(**3-) (*(*11.) (*(*1*2) (*(*1*0) (*(*11,) 

)*+,-  *(1211. *(0./10 *(/1,3- *(//0,3 *(/1010 *(/20.0 *(/1//1 

)*,-  *(0/*01 *(/221. *(0,./0 *(/-3-2 *(/.-11 *(/*..3 *(/1//. 

ln "0 *(,013. *(*222- *(*,.30 *(*2//0 -*(*00* *(1,3.2 *(*11** 

ln "1 *(*0/0/ *(*111- *(*2012 *(*01*- -*(1*,3 *(*.**0 *(*1*31 

"0 1(,33./ 1(*3,3* 1(*,/,1 1(*23-- *(3-01- 1(1-2,. 1(*1-/2 

"1 1(*0120 1(*1123 1(*3*00 1(*03-- *(3*,,* 1(*.*21 1(*1-// 

1 − 1/"0 *(,-*. *(*2/* *(*,.0 *(*2,* -*(*02, *(1,1/ *(*02/ 

1 − 1/"1  *(*0-/ *(*110 *(*2-1 *(*0.2 -*(1*2. *(*-3- *(*02/ 
참조: 가로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 

위에 언p된 문제점들에도 불h하a 횡단면 분석을 통해서 

자영업가h의 소득축소신a율이 시R이 지uS 수록 하락하a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계수가 유의하게 u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비교해보면 ,**3 z에는 최소 0(-//%에서 최대 ,-(*..%로 중R값이 

1/(1*3%이며& ,*1, z에는 최소 0(.2-%에서 최대 2(,%로 중R값이 

1(-.0%이다( ,*1. z에는 최소 -(3,1%에서 최대 1,(1./%로 중R값이 

2(1,2%이며 마지막으로 ,*1/ z에는 최소 0(2/1%에서 최대 0(2/.%로 

중R값이 0(2/-%이다( 기존의 <&W 의 방법론을 활용한 연h처럼 중R값을 

비교해보면 ,*1. z을 제외하a는 t준히 소득축소신a율이 줄어드는 

_향을 보이a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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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료분석기R이 정확히는 겹치지는 않지만 신영임 & 강민지 

(,*1.)의 연h결과와 비슷하다( ,**- z부터 ,*1, zs지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한 이 연h는 o로자와 자영업자가 동일한 

소득함수를 Wa 있지만 o로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보a하a 자영업자는 

축소하여 보a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소득함수 추정모형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자료분석기R이 겹치는 부분에서도 신영임 & 강민지가 제시한 

소득탈루율은 본 연h에서 추정한 소득축소신a율의 중R값과 다른 것은 

물론이a hR 범위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h와 마찬가지로 

,**- z에 ,/(-%의 소득탈루율에서 시작하여 ,*1, z에는 ,*(2%의 

소득탈루율을 보여주면서& 소득탈루율이 점차 줄어들a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 절  수정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패널자료를 이용한 수정 모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일한 가h의 

연도별 평m값을 회귀하는 집단 R 추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W 방식과 달리 자료분석기R이 충분하면 일시적인 소득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hR 추정이 아닌 점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집단 R 추정 분석에서는 자료분석기R인 1 z 동안 필요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응답이 있는 가h(총 e측치 -31)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앞서 언p된 것처럼 먼저 자영업자 가변수를 제외하a o로자 가h만을 

대상으로 소득 변수의 계수를 추정한 후& 이 추정계수를 활용하여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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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변형된 식료품지출비중 변수를 종속변수로 식 (11)의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6표 1*7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89 1 모형은 자영업자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89 , 모형은 o로시R을 제외한 가h주와 배우자의 

특성을 u타내는 변수들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이다( 더 u아가 

89 - 모형은 가h원수& 주택소유 여부& 그리a 월평m 외식비지출비중을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이며 마지막으로 89 . 모형은 모든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89 1 과 89 . 모형은 3*%의 

신뢰수준에서& 89 , 와 89 - 모형은 3/% 신뢰수준에서 자영업자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u와 모형이 로버스트(KoBNst)하다a 판단 할 수 있다(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89 .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 z에서 ,*1/ z 평m 소득축소보a율을 계산하면 약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횡단면 분석에서 자영업자 가변수의 계수가 

유의미했던 연도들의 소득축소신a 중R값이 1/(1%(,**3)& 2(1-%(,*1.)& 

그리a 0(2/%(,*1/)다는 것을 감안하면 hR 추정치의 상한계& 즉 집단의 

일시적인 소득변동_향의 분산이 동일할 때의 값과 오히려 더 비슷한 것으로 

u타난다( 이는 기존의 <&W 방법에서 중R값을 활용하여 소득탈루크기를 

추정했던 것이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성을 내포하며& :im et al( 

(,*11)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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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 1*7 집단 R 추정방법을 활용한 식료품 엥겔b선 추정  

변수 89 1 89 , 89 - 89 . 

자영업자 -(**11.-2% -(*112,/*2%% -(*1,,*/2,%% -(**2/11,0% 

가h주 성별  -*(**.,12.1 -*(**-.,111 -*(*1-/2*11 

가h주의 연령  *(**-*1*.2 *(**11213- *(**12-,-0 

가h주의 연령 ,  -*(****,/*3 -*(****1*-1 -*(****1-13 

가h주의 교육수준  -*(**,1-1,1 -*(**,*.-1. -(**-,21.% 

배우자의 연령  -*(**-,2-.3 -*(**-0.,-2 -*(**,.2,// 

배우자의 연령 ,  *(****-0*3 *(****.,-0 *(****-*/, 

배우자의 교육수준  -*(****-,13 *(***1/3-- -*(***-11, 

가h원 수   *(**.1/*31 *(**/,21.3 

주택소유   -*(**13-/. -*(**0011,, 

월평m 외식비지출비중   -*(*1-0*3.2 *(*0,1,-.2 

가h주 주당 o로시R    -(***//303%%% 

배우자 주당 o로시R    -(***,*1*0% 

서울특별시    *(**1/,-*3 

광역시    -(**3/*303% 

상수항 (0.*210-,%%% (0.*,0,03%%% (0/2..,1.%%% (0112/121%%% 

; -31 -31 -31 -31 

R, *(**.1*1/, *(*12,.0/. *(*,,21-00 *(*1-1*3.3 

ln " *(1-3/0 *(,1-11-. *(,1331/1/ *(1/-.33,2 

소득축소보a율 (1-1)") *(1-*,/310- *(1313-//*, *(131.01,/3 *(1.,,32012 

참조4 % p6(15 %% p6(*/5 %%% p6(*1    

 

 

제 - 절  소득축소보a_향 유형 분석 

 

본 연h는 서론에서 언p한 것처럼 :im et al( (,*11)의 연h에서 한발 더 

u아가 보다 높은 평m 소득축소보a율을 기록하a 있는 가h들의 특징들을 

파악하a자 한다( 자영업자의 평m 소득세축소보a율 자료로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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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l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세 탈루액을 줄이a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에는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 절에서는 h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가h들이 소득을 더 많이 

축소하여 보a하는 _향이 있는지 살펴보a& 최종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a자 한다( >cENetze (,**,)의 연h와 비슷한 형식으로 가h주 및 

배우자의 직업군& 가h소득 수준& 그리a 가h주의 u이에 따라 어떻게 

소득축소보a_향이 달라지는지를 보a자 한다(  

 

1(  직업군별 소득축소보a_향 유형 분석 

 

먼저 가h주의 직업을 한i노동패널조사의 직업군 분류에 따라서 크게 

전문기술직& 판매서비스직 그리a 기타로 h분하였다( 가h주의 직업문항 

(p__*---)은 총 1**P333 로 직업을 분류했는데& 분류 코드에 따라 ,** 에서 

-** 사이는 전문기술직& .** 에서 0** 사이는 판매서비스직& 그리a u머지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가h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가h주와 배우자의 

직업군 가변수를 포함시킨 집단 R 추정 회귀분석은 6표 117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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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 113 직업군 9변수9 포함E 식료품 엥;<선 p정 

변수 45 5 45 6 45 - 45 . 45 9 

자영업자 -.00.5.*99* -.0091.1-** -.00.)509* -.00.-.1(9* -.00..1*19* 

9구주 R별 -0.0151(16) -0.01)9*).( -0.01*.-(6) -0.01)6)(1( -0.0159)015 

9구주의 연령 0.001-)0-( 0.00(000- 0.0019--.) 0.001.5**- 0.00195(55 

9구주의 연령 ( -0.00001)5( -0.000015*1 -0.000015.) -0.00001*) -0.0000159) 

9구주의 >육수준 -0.00(**10( -.00)(5)5(* -.00)06(*5* -.00)()9*-* -0.00(*)965 

배우자의 연령 -0.00(5)-*( -0.00()*159 -0.00(*-*() -0.00(56)06 -0.00(*55.1 

배우자의 연령 ( 0.0000)1- 0.0000(.95 0.0000)0-1 0.0000)16) 0.0000)0.) 

배우자의 >육수준 -0.0001**11 -0.000)-.59 0.00005-.6 -0.000(655( 0.0000696) 

9구원 수 0.005091.) 0.005(.*-1 0.005*5(66 0.005()..1 0.005(19() 

주택소유 -0.006)-.. -0.006(109) -0.00665)(. -0.006*1)-1 -0.006(-50) 

월평균 외식N지출N중 0.0659.6*( 0.0-05.05 0.066*6)1- 0.0655-** 0.0-1.10(9 

9구주 주당 B로시: -.00056((-*** -.00059.5.*** -.0005-(1-*** -.00056(-(*** -.00059*.)*** 

배우자 주당 B로시: -.000(09(.** -.000(0*(5** -0.0001-105 -.000(19.-* -0.0001.59 

서울특별시 0.00.15)(* 0.00-)9(.- 0.00.0*9(( 0.00-*591. 0.00.)(-0. 

광역시 -.009).*1)* -.00990.6(** -.009*)-6-* -.00955-.** -.00959..** 

전문기술직(9구주) -.009.5909*    -0.00.0*0)5 

판매서N스직(9구주)  0.00615*)(   0.00)-16.. 

전문기술직(배우자)   -0.00-).116  -0.005(1(0* 

판매서N스직(배우자)    0.00)(9056 -0.00060)0- 

상수항 .6.55.-1**** .6-*)*5-5*** .6--16(*** .6.1.((66*** .6-9)(916*** 

6 )9- )9- )9- )9- )9- 

7( 0.0-6-*6-1 0.0-(.(-(9 0.0-)*(5() 0.0-1059.( 0.0-15)-6* 

참조0 * 82.11 ** 82.051 *** 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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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 1 모형에서만 o구주의 전문기술직 o변수o 신뢰수준 

5,%에서 유의한 ~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o구의 소득축소신신고율은 

-0*/%로 조금 상‘했으나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o 모든 직업군의 o변수o 포함된 <? 5 모형에서는 어떠한 직업군 

o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u지 못했으며( 직업군이 

소득축소신고율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z나 없는 ~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3 년 동안 모든 자료o 존재하는 /53 x의 o구라는 한정된 

표본 하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다* 만약 더 많은 수의 표본이 확보되어 직업군 

별 o구 수o 많으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 EFCJL 의 

직업군 분류o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기술직의 경우 과학 전문o 및 관련직 (코드 번호 .-%을 

’작으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코드 번호 .0%( 교육 전문o 및 

관련직 (코드 번호 .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코드 번호 .2%( 

문화«예술«스포츠 전문o 및 관련직 (코드 번호 .4%까지 다양한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만 하더라도 법률 전문o (코드 번호 /2-%에 

해당하지만( 이 항목 하에 검사와 판사 뿐만 아니라 법률 관련 사업 준전문o 

역’ 포함되어 있다* 다’ 말해서 전문기술직과 판매서비스직이라는 직업군 

내 직업들이 동질적이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다* 다만( 표본수o 세부적인 

직업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정 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을 o진 표본을 확보하는 ~이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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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구소득별 소득축소보고경향 유형 분석 

 

두 번째로 o구소득별로 분류를 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신영임 & t민지 

(.,-0%의 연구와 비슷하게 소득 하위 -,%부터 상위 -,% 3 까지 소득을 

-, 분위로 구분하여 엥겔곡선 추정을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자영업자 변수의 계수o 유의하지 않으나 소득 하위 -,%와 하위 

.,j/,%에서 pp 신뢰도 51%와 신뢰도 5,% 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o 나왔다 (8표 -.9 참조%* 자영업자 변수의 계수o 유의하게 나온 소득 

하위 -,%와 하위 .,j/,%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o구는 약 3,*/% 그리고 하위 .,j/,%에 해당하는 자영업o구는 

약 /4*5%의 소득축소보고율을 보였다* 더 나아o 비록 다른 소득분류에서는 

자영업자의 계수 s이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o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 계수의 크기o 상위권에서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표 -.9 o구소득별 엥겔곡선 추정 (자영업자 변수만% 

변수 하위 -,% -,%j.,% .,%j/,% /,%j0,% 0,%j1,% 

자영업자 
)*,23/5/1&& ,*,-5.044 )*,.3//05& ),*,--.4-- ,*,-505-. 

(,*,.350% (,*,.221% (,*,-101% (,*,.-52% (,*,-2-/% 

		 	 	 	 	 	

변수 1,%j2,% 2,%j3,% 3,%j4,% 4,%j5,% 상위 -,% 

자영업자 
),*,,0/-34 ,*,-1505 ),*,../024 ),*,-/5.14 ,*,,1343/ 

(,*,.,5.% (,*,-4,3% (,*,-05.% (,*,-/5.% (,*,-4-4% 

참고6 & p8*-7 && p8*,17 &&& p8*,-    
 

위의 결과는 8표 -/9에 나와있는 신영임 & t민지 (.,-0%의 분석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소득탈루율이 정('%의 

상관관계를 u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하위계층에서 소득탈루율이 

                                                
3 본 연구에서 실’한 o구들의 소득 -, 분위 구분은 국세청 자료와 동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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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반면에 고소득계층의 소득탈루율이 높게 추정된 ~이다* .,-. 년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는 -1*-%( 하위 -,j.,%는 -1*5%의 소득탈루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하위 4,j5,%와 상위 -,%는 pp .2*4%와 //*1%의 

소득탈루율을 기록하는 ~으로 추정됐다*  

 

8표 -/9 국회예산정책처 자영업자o구 소득탈루율4 추정결과 (단위6 %% 

  .,,/ .,,0 .,,1 .,,2 .,,3 .,,4 .,,5 .,-, .,-- .,-. 

하위 -,% .2*. /0*1 .1*4 ./*0 .1*4 -5*0 -4*1 -2*5 -/*0 -1*- 

-,j.,% ..*2 .,*1 -5*- -4*- .,*- -4*5 -3*1 -/*2 -5 -1*5 

.,j/,% -1 -4*2 -1*5 -5*. -4*1 -0*1 -2*0 -1*2 -1*/ .,*3 

/,j0,% -5*. .-*0 -5*2 -3*2 .,*. -4 -3*5 -3*5 -2*3 -2*3 

0,j1,% ..*. ./*3 .,*4 ..*3 .,*- .,*4 -2*/ -0*4 -4 -4*- 

1,j2,% -4*- .0*/ -4*2 -5*2 .0*3 .1*. -5*2 .,*4 -3*0 -3*3 

2,j3,% ..*2 -5 .-*. .2 .2*3 .1*. ./*. ..*- .0 .-*5 

3,j4,% .5*4 .3 .0*5 .4*. /,*3 .5*/ .3*/ ./*/ .-*3 .1*/ 

4,j5,% /.*/ .4*. /-*2 /-*/ /1*4 /5*4 .3*5 .5*4 /,*1 .2*4 

상위 -,% 00*4 0.*2 01*5 /2*0 02*5 00*3 0-*4 //*3 /3*2 //*1 

전체 .1*/ .1*5 .0*/ .0*/ .2*4 .1*. ..*2 .,*1 .,*4 .,*4 

출처6 신영임 & t민지 (.,-0( p* .4% 

 

본 연구와 위 연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두 o지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식료품 엥겔곡선을 활용한 본 연구와는 달리 위 연구는 소득함수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소득을 추정하였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서술한 ~처럼 

식료품 엥겔곡선 모형의 주요 o정은 자영업자 o구와 근로자 o구의 소득과 

식료품 지출비중의 관계o 동일하다는 ~인 반면 소득함수 추정모형은 두 

o구 유형의 소득과 소비의 관계o 동일하다는 o정에서 ’작한다* 이렇든 

                                                
4 신영임 & t민지 (.,-0%에서 정의한 소득탈루율은 추정소득 대비 추정소득과 보고소득의 

차액을 백분율로 환산한 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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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 주요 o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격차o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추정에 활용한 자료o 다르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통해 추출된 동일한 o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EFCJL 를 활용한 ~에 

비해 위 연구에서 활용한 o계동향조사는 확률비례추출방법을 통해 표본을 

매번 새롭게 추출한다는 점에서 차이o 발생할 수 있다* 다’ 말해서 설문 

대상의 차이o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표본추출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로 인해 

상이한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분석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을 

~이다* 신영임 & t민지 (.,-0% o계동향조사는 표본 o구 수o 약 

43,, o구로 표본 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확률비례추출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게 파…되었고 적지 않은 비중의 o구 내 

금융소득 또한 누락된 ~으로 파…된다고 한다(장하성( .,-1%* 더 나아o 

동일한 기관인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o계금융복지조사보다 표본 수o 

현저히 적은 ~은 물론( 한 국o의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조차 다른 

~으로 나타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으로 여겨지고 있다(류이근 & 노현웅( 

.,-/%* 마찬o지로 지속적으로 동일 o구들을 추적해야하는 EFCJL 또한 

한계o 많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 실’한 소득 -, 분위별 분석은 앞선 논문을 보완하는 

~에 o까울 ~이다* 어떠한 해석들도 정확한 직종 별 혹은 x인 특성 별 분석 

없이는 완전하지 않은 주장일 ~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 

r안할 수 있는 자료o 없는 상태에서 본 연구는 앞선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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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임 & t민지 (.,-0%은 먼저 고소득계층의 경우 탈세의 비용 혹은 

위험성에 비해 얻는 편익 혹은 효용이 높은 반면에 소득하위계층은 그 반대일 

o능성을 제’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나온 ~처럼 

하위소득계층이 소득이 축소하여 보고할 유인이 높은 경우도 생p해볼 수 

있을 ~이다* 예를 들어 정부o 소득세탈루를 줄이기 위해 실’한 월세 

공제제도(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들을 통해 소득탈루율을 

저r’키고자 노력해왔다* 먼저 .,-. 년부터 민q소비지출에서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비율이 5,%를 상회하고 있다(홍–탁( .,-2%* 

대형유통업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재래’장 혹은 동네 

o게를 비롯하여 아직까지 소액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이 예의라는 문화o 

남아있는 ’점에서 소득하위계층이 고소득자보다 오히려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할 유인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o적으로 자영업자o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x인 고y들보다는 조직 혹은 기업 고y들이 더 큰 도움이 되는데 

기업( 특히 법인화된 기업의 경우 z래o 이루어질 ’ 이에 대한 증빙자료o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업 고y이 더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할 수 있는 기회o 줄어들 수도 있을 ~이다*  

 

/* o구주의 나이 구q별 소득축소보고경향 유형 분석 

 

세 번째로는 o구주의 나이를 네 분류로 나누어 자영업 o구의 

소득축소보고 정도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나이는 0, 세 이하( 0,j03( 

04j11( 그리고 11 세 이상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이 중 0, 세 이하와 1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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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신뢰도 51% 하에 유의미한 결과o 나왔다 (8표 -09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한 나이 구q에서만 소득축소보고율을 계산하면 0, 세 

이하에서는 약 .3*2% 그리고 11 세 이상에서는 약 03*-%의 축소보고율을 

보였다*  

위의 경우는 두 o지로 측면이 있을 ~이다* 우리 나라 혼인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0, 세 이하의 경우는 자녀를 낳고 많은 ’q이 지나지 

않은 ’점이다* 이 때는 주로 자녀의 교육을 비롯하여 미래를 위해 최대한 

많이 벌어서 저축해야한다는 마음o짐이 o장 높을 ’기일 ~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싶어하z나 아니면 빚을 w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이다* 11 세 이상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11 세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정년 퇴직을 한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을 ’작한 사람들과 원래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이다* 전자의 경우( 퇴직하고 남은 돈으로 여생을 살아o기 

힘들지만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작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퇴직금 및 여유자금으로 자영업을 새로 ’작하는데( .,,4 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생활비 뿐만 아니라 투자한 돈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소득을 탈루할 o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이다* 

 

8표 -09 o구주 연령대별 엥겔곡선 추정 (자영업 변수만% 

변수 0, 세 이하 0,j03 세 04j11 세 11 세 이상 

자영업자 
)*,-35/-3.&& ,*,,/32/53 ,*,,3-503. )*,/1/3/3/&& 

(,*,,4/4--3% (,*,,23.0/1% (,*,-001/31% (,*,-/10/5-% 

참고6 & p8*-7 && p8*,17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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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결  론 

 

 

본 연구는 J&O 모형과 Eim Tc Pl* (.,-3%의 수정 모형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추정했다* 근로자는 정해진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과세하지만( 자영업자는 매출축소와 경비처리 등을 통해 소득을 

축소신고하기 때문에 동일 수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다’ 말해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파…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불공정하게 소득세를 r면 받는다고 

인식하며( 정부도 그만큼 합당하게 징수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하면서 

세입이 줄어든다*  

하지만 더 많은 인적자원과 재원을 투입하여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정부 수익이 증진되는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쓰는 행정비용이 정부o 추o적으로 징수하는 세입보다 높다면 

장기적으로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o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을 야기할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적인 소득탈루 규모와 자영업o구의 직업( 소득( 그리고 

o구주의 나이별 소득축소보고율을 추정하여( 어떠한 유형의 자영업o구o 

소득을 더 많이 축소하여 보고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부o 이 정보를 활용해 세입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자영업o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탈루하는 o구들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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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여 이들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내놓고( 궁극적으로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이다*  

q단하게 결과를 요약하자면 J&O 모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q이 지남에 따라 r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3 년치 자료의 

평균s을 활용하는 수정 모델은 추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Eim Tc Pl* 

(.,-3%의 s과 비교해보면 소득축소보고율이 r소하고 있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탈루액을 줄이기 위해 정부o 그동안 ’행해왔던 정책들이 

적절히 ’행되고 있었다는 ~을 반증하는 ~이다*  

동’에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자o 아닌 소득 하위권의 o구들이 

더 높은 소득축소보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결과는 

다음과 v은 함의를 u고 있다* 먼저 소득세탈루액의 전체적인 크기는 아직 

클지 몰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더 많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얻는 세입이 크진 

않을 ~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많은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에 정당하게 과세를 

한들 - 인당 걷을 수 있는 수입은 적기 때문에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분만 

아니라( 조사를 해야하는 수o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훨씬 빠르게 커질 

~이다*  두 번째로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소득탈루액을 , 으로 하는 ~은 

불o능하고( 과z에 비해 소득탈루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o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 ~으로 판단된다* 다’ 말해서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에게 합당하게 세금을 더 z두더라도 추후 대한 

민국에서 필요한 복지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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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v은 점이 있다* 먼저( 표본 수의 한계로 

직업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직군 수준에서의 

분석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일’적인 소득 변동을 통제하기 위한 

패널 모형을  완전하게 활용했다고 하기엔 분석 기q이 짧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보고된 소득 이외에는 정확하게 기입 되어있다는 

o정하에 진행되어 있는데( 한국노동패널에 기입된 자료들이 완전하게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 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패널 자료o 증o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국o들의 수o 늘어날 ~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패널 자료o 모인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세금탈루방지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o 더 많이 생성될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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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ilcon( <* O* (.,,-%* Nbing ?ngTl'b FPf co TbcimPcT CJC biPb* MWT 

;mTaiRPn ?RonomiR KTeiTf( 5-(/%( 2-5)2/,*  

Bdabc( ?*( Fi( A* & JdgblTh( <* (.,-0%* ;aT WodbTWolS bdaeThb likT cPg 

Uoamb: ?eiSTnRT Uaom inRomT dnSTaaTpoacing oU cWT bT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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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omiTb( .2(.%( .13).32*  

I?C>* (.,-3P%* LTlU)TmplohmTnc aPcT (inSiRPcoa%*  

I?C>* (.,-3b%* MPg aTeTndT (inSiRPcoa%*  



 

 - 51 - 

JibbPaiSTb( C* ;* & OTbTa( A* (-545%* ;n TgpTnSicdaT)bPbTS TbcimPcT oU 

<aicPin'b blPRk TRonomh* DodanPl oU pdbliR TRonomiRb( /5(-%( -3)

/.*  

LRWdTciT( B* D* (.,,.%* JaoUilTb oU cPg non)RompliPnRT Pmong cWT bTlU)

TmplohTS in CPnPSP6 -525 co -55.* CPnPSiPn JdbliR 

JoliRh+;nPlhbT ST JoliciqdTb( .-5)./4*  

  



 

 - 52 - 

ABSTRACT 

A StudA :n Inc:me -nderrep:rting 

bA Self-empl:Aed H:useh:lds in 

S:uth K:rea 
 

Efon( Bhodng ETdn 

JdbliR ;SminibcaPcion GPjoa 

MWT AaPSdPcT LRWool oU JdbliR ;SminibcaPcion 

LTodl HPcionPl NnieTabich 
 

   InRT aTUTaaTS co Pb onT oU cWT Foda ;biPn MigTab( LodcW EoaTP 

RdaaTnclh RonUaoncb ePaiodb boRioTRonomiR paoblTmb inRldSing lof 

TRonomiR gaofcW aPcT( lof biacW aPcT PnS Pging popdlPcion* OWilT mPnh 

hTPan Uoa cWT gTnTaodb fTlUPaT oUUTaTS in LRPnSinPeiPn bcPcTb( EoaTPmb 

UinPnRiPl RPpPRich lPgb bTWinS Pmongbc mobc I?C> RodncaiTb* FdacWTa( 

TgpPnSing EoaTPn goeTanmTncmb cPg aTeTndT co bdUUiRiTnclh UdnS nTf 

fTlUPaT poliRiTb bTTmb impobbiblT ficWodc RWPngTb in cWT cPg bhbcTm SdT 

co lof TRonomiR gaofcW aPcT* In cWT ocWTa WPnS( ic ib SiUUiRdlc Uoa cWT 

goeTanmTnc co paopobT Pn inRaTPbT in cPg aPcTb fWTn mobc EoaTPnb PaT 

oppobTS co cWT iSTP*  

MWib pPpTa lookb inco inRomT cPg Pb P pobbiblT bodaRT oU PSSicionPl 

cPg aTeTndT ficWodc RWPnging cWT cPg bhbcTm* ;b P aTbdlc( ic Pimb co PRWi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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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goPlb6 -% PbbTbb pToplTmb pTaRTpcion cWPc bTlU)TmplohTS WodbTWolSb 

So noc aigWcUdllh pPh PppaopaiPcT Pmodnc oU inRomT cPg bh TbcimPcing 

cWTia inRomT dnSTaaTpoacing aPcT7 PnS .% iSTnciUh cWT paoUilTb oU bTlU)

TmplohTS WodbTWolSb fWo PaT cWT mobc paonT co inRomT dnSTaaTpoacing*  

Fiabc RWPllTngT ib co oeTaRomT cWT PbhmmTcah oU inUoamPcion bTcfTTn 

cWT bTlU)TmplohTS WodbTWolSb PnS cWT goeTanmTnc( PnS STeibT P mTPn co 

PRRdaPcTlh TbcimPcT Wof mdRW bTlU)TmplohTS WodbTWolSb dnSTaaTpoac 

cWTia inRomT* Mo boleT cWib paoblTm( cWib pPpTa mPkTb dbT oU P moSiUiTS 

JibbPaiSTb & OTbTa (-545% moSTl incaoSdRTS bh Eim Tc Pl* (.,-3%* InT oU 

cWT dnSTalhing Pbbdmpcionb oU cWib moSTl ib cWPc WodbTWolSb ficW bimilPa 

inRomT bWodlS bpTnS PppaogimPcTlh TqdiePlTnc poacion oU cWTia 

TgpTnSicdaT on UooS* BTnRT( JibbPaiSTb & OTbTa bpTRdlPcTb cWPc SiUUTaTnc 

paopTnbiciTb on UooS( iU Pnh( bTcfTTn cfo gaodpb k i*T*( TmplohTT PnS 

bTlU)TmplohTS WodbTWolSb k mPh aibT Uaom dnSTaaTpoacing* Nbing cWib 

SibRaTpPnRh( onT RPn RPlRdlPcT cWT lTeTl oU inRomT dnSTaaTpoacing* 

BofTeTa( mobc oU cWT pPbc licTaPcdaT fWiRW PppliTS JibbPaiSTb & 

OTbTamb moSTl onlh UoRdbTS on cWT cocPl biiT PnS cWT PeTaPgT STgaTT oU 

inRomT dnSTaaTpoacing* MWib inUoamPcion( bh icbTlU( ib noc dbTUdl fWTn P 

goeTanmTnc PccTmpcb co STbign P poliRh oa lPf co aTSdRT cPg TePbion* 

BTnRT( cWT bTRonS pdapobT oU cWib pPpTa ib co iSTnciUh bTlU)TmplohTS 

WodbTWolSb ficW WigWTa lTeTl oU inRomT dnSTaaTpoacing( PnS bTT iU P 

goeTanmTnc RPn TgpPnS icb aTeTndT ficWodc aPibing cPg aPcTb* OWT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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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plTcT TndmTaPcion oU bTlU)TmplohTS WodbTWolSb ib impobbiblT( 

STcTRcing WodbTWolSb fWo PaT moaT paonT co ficW cPg TePbion mPh noc 

onlh WTlp goeTanmTncb UoamdlPcT P bcaPcTgh co minimiiT PSminibcaPcieT 

Robc bdc Plbo mPgimiiT cPg aTeTndT* 

>PcP Uaom cWT EoaTP FPboa CnRomT JPnTl LdaeTh PnS ConbdmTa JaiRT 

CnSTg RollTRcTS bTcfTTn .,,5 PnS .,-0 PaT TmplohTS co paoeiST TbcimPcTb 

oU inRomT dnSTaaTpoacing* MWT UinSingb bdggTbc cWPc cWT lTeTl oU inRomT 

dnSTaaTpoacing ib STRaTPbing oeTa cimT( fWilT cWT dnSTaaTpoacing aPcT ib 

WigWTa Pmongbc cWT lofTa inRomT gaodpb cWPn cWT WigWTa inRomT gaodpb* 

Cc Uollofb cWPc aigWcUdllh RollTRcing moaT bdbinTbb inRomT cPg mPh noc 

nTRTbbPailh lTPS co inRaTPbTb in cPg aTeTndTb Pb PSminibcaPcieT Robcb mPh 

bT WigWTa* FdacWTa( iU cWT goeTanmTnc fPncb co paoeiST moaT fTlUPaT in cWT 

UdcdaT( aPibing cWT cPg aPcTb oa RWPnging cWT bhbcTm bTTmb nTRTbbPah* IcWTa 

UinSingb Plbo bdggTbc cWPc cWT STgaTT oU dnSTaaTpoacing ib PbboRiPcTS ficW 

PgT oU cWT WodbTWolSb( fWilT oRRdpPcionb ficWin cWT WodbTWolS SoTb noc 

bTTm co PUUTRc cWT STgaTT oU dnSTaaTpo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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