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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시행하여 첫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자녀장

려세제가 2015년 정책 도입 당시 의도하였던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경제

적 부담의 완화, 그 중에서도 교육비 부담의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그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실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한 실태조사데이터이

다. 가구 단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려세제 정책 개입 이전 및

이후, 수급 이전 및 이후를 결합하여 이중차분분석을 시행해, 단순비교를

통한 정책효과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통제하여 교육비에 미

치는 순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자녀장려세제의 시행은 가구당 교육비의 증가에 유의미한 효

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한 교육비 절댓값 변수 뿐 아니

라 교육비/총생활비의 비율값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

미한 증가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가구의 교육비 변화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모형을 설

계하였으며, 다른 생활비 영역의 증감 역시 확인하였으나 교육비 영역

외에는 어떠한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단순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교육비 영역에의

지출이 필연적으로 증대되었을 수 있는 소득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 변수를 통제한 모형을 추가 분석하였으며, 여전히 종속변수가 유의

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득효과의 가능성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들의 사용양상은 다양하나

교육비 영역에만큼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자녀장려세제가 가구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자녀양

육 부담의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자녀장려세제, 교육비, 정책효과, 이중차분모형

학 번 : 2017-2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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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부터 지급된 자녀장려금이 가구 내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자녀장려세제가 정책 도입 당시 의도하였

던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 그 중 교육비 부담의 완화에 실

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확인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하려 함에 있다. 보편

적 복지수당의 성격으로써, 자녀장려세제를 중심으로 각종 자녀양육 지

원제도들은 나아가 공평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고, 교육의 양적, 질적 불평

등을 해소하려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띠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정책을 평가할 때에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소득재분배효과, 노동공

급 효과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존재하나,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 소

비지출 영역인 교육비와 관련한 구체적 선행연구의 사례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설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가구 단위 패널

자료를 이용해 이중차분 분석(DID)을 시행, 자녀장려금이 가구 내 교육

비에 미치는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 본론의 1절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을 정책이 형성된 배경과 함께 살펴본다. 2절에서는

자녀장려세제의 정책적 개요 등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

를 검토하였다. 3절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 대해 제시하

였다. 이 때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복지패널자료를 간략히 소개하고,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개

념적 정의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시행하려는 이중차분분석 모

형을 소개하며, 자녀장려금이 가구 내 교육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한 뒤,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발생가능한 다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이 역시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모형을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장 결론

에서는 앞서 진행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재언급하며, 이것이 시사하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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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점을 함께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의 효

과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위 제도가 아직 도입 초

기인만큼 제도와 관련된 자료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가치 및 향후 제

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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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2013년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

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출산·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이 제시되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가 개편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처

음 지급되는 2015년부터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

되었다. 2015년도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

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 그리고 아동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이

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지속되어

온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최근 혼인

감소 등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

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기준 0.977명(통계청, 2018)

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되었으며, 2019년 수치 합계출산율 0.92명으

로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OECD를 통틀어 대한민

국이 유일하다. (통계청, 2019)

1)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
(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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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문제

로,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여성과 배우자의 인적 특성(연

령, 혼인 연령, 출산 건강수준, 교육수준 등), 가구 구조 및 가구 자녀 양

육환경(자녀수, 부모동거 등), 여성과 배우자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관 및 자녀관, 양육 관련 심리사회적요인(양육부담, 양육스트

레스),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및 경력단절의 문제, 자녀 양육지원 제도,

가구의 경제적 여건 등을 들 수 있다.(김선숙· 백학영, 2014) 이 중 출산

과 및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남궁현, 허순임, 2018) 이 때 자녀양육비용 부담이란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자녀 사교육비를 의미한다. (이삼식 외, 2005;송유미·이제상,

2011에서 재인용;김선숙·백학영, 2014에서 재인용) 육아정책연구소의

2016년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영유아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월 평균 약

94.4만원으로, 이는 가계 소득의 19.3%, 소비지출의 21.7%를 차지한다(박

진아 외, 2016).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2018년 유아교육·보육통계 보고

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이유로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가 25.3%,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자’가

24.1%로 비슷한 통계수치로 각 1, 2위를 기록하였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에 드는 경제적 부담비용을 추정한 연구들은 표본 대상과 추계방식에 따

라 서로 다른 양육비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녀 양육

비가 가계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5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에 따르면, 추가 출산을 포기한 사

유로 '양육비 부담이 커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48.5%에 이른다(유해미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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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여성가족부가 육아문화 개선을 위해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및 출산계획이 있는 임신부 등 1202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육아문

화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비용에 대해 ‘매우 부담(33.3%)’, ’조금

부담(56.7%)‘ 등으로 10명 중 9명이 육아비용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하

였다. 이 때, 육아비용으로 주로 지출하는 항목은 ’돌봄비용 및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20.9%), ‘식료품비·외식비(14.9%), ’사교육비(15.4%)‘이며, 만

7~9세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사교육비 비용(64.1%)‘이 압도적으

로 큰 부담 항목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대개 돌봄비용과 관련된 지출이 양육에 있어 부담이 되지만, 학

교를 입학한 이후부터는 교육비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대되며, 미성년 자

녀들의 평균 수학기간이 초등6개년, 중등3개년, 고등3개년으로 도합 12년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양육 부담에 있어서 지대한 부분이 교육

비 부담에 해당해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1] 항목별 월평균 육아비용(가구당)

구분 평균비용(만원) 구성비(%)

1) 돌봄비용 및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22.4 20.9

2) 식료품비/외식비 16.0 14.9

3) 사교육비 15.4 14.4

4) 저축 및 보험 납입금 15.1 14.1

5) 의류/신발 등 피복비 9.7 9.0

6) 교양/오락, 문화/여가활동 8.8 8.2

7) 생필품 구입비 8.6 8.0

8) 보건의료비 7.3 6.8

9) 기타 3.9 3.6

합 계 107.2 100.0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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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자녀연령별 육아비용 부담 항목]

(단위: %)

구 분
식
료
품

피
복
비

보건
의료
비

돌봄
및
기관
비용

사
교
육
비

생필
품비

내구
재비

교양
오락
비

자녀
돌․
생일
등

저
축
기
타 합계

자녀 연령

영아 19.9 6.3 3.0 18.9 9.3 14.0 17.3 3.7 0.3 6.6 0.7 100.0

유아 11.3 2.7 2.0 37.2 27.9 4.7 4.7 5.0 0.7 3.7 0.3 100.0

초등 저학년 8.3 2.0 3.3 12.0 64.1 1.7 0.3 4.3 0.3 3.3 0.3 100.0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7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양육부담의 완화를 통한 저출산 극복, 둘째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셋

째는 아동빈곤 예방이다. 자녀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이하

중산층을 포괄하는 준 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장려금을 수령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세

행정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자녀장려

세제를 포함하여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체계 등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제

도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교육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기초교육수준을 보장하는 교

육복지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문제의 해결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

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7 -

한국복지패널 실태자료조사에 따르면, 최초 장려금 수급 해인 2015년

351가구, 2016년 398가구, 2017년 457가구 총합 1,206가구의 자녀장려세

제의 도움의 정도와 수급한 자녀장려금의 사용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

다. 이 때,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23.88%)‘,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57.88%)‘로 10명 중 약 8명 정도가 자녀장려세제

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2-1] 자녀장려세제의 도움 정도

응답 응답 수 백분율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4 1.99

2.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은 편이었다 54 4.48

3. 그저 그렇다 142 11.77

4.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698 57.88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288 23.88

총합 1,206 100

출처 : 한국복지패널 실태조사자료(13차 웨이브)의 자료값을 연구자가 정리함.

수급한 자녀장려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비(83.63%)‘와 다음

으로 ’아이들 교육비(12.4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 때, 다수응답

자가 생활비에 자녀장려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복지패널 조

사자료 자체에서 교육비 항목을 생활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조사

문항에 있어 명확히 ‘일상생활비’의 개념과 범주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사실상 1번과 2번은 교집합이 있는 중복답안의 형태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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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수급한 자녀장려금 사용 현황

응답 응답 수 백분율

1. 아이들 교육비 83 12.46

2. 일상생활비 557 83.63

3. 의료비 3 0.45

4. 문화오락비 5 0.75

5. 저축 14 2.10

6. 기타 4 0.60

총합 666 100

출처 : 한국복지패널 실태조사자료(13차 웨이브)의 자료값을 연구자가 정리함.

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여부 및 아동빈곤 예방 여부에 관

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자녀양육비

용’의 개념은 어떻게 세분화될 수 있는지, 또한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는 ‘교육비’ 부담 완화에 있어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및 시행 전후를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자녀장려세제의 정책의 목표 및

실효성이 ‘교육비’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때에 ‘교육비’ 개념을 ‘자녀를 기르는 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

구당 지출하는 총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로 개념적 정의를 조작할 수 있

다. 나아가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가정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장

려세제 이전 및 이후, 수급 이전 및 이후를 결합하여 이중차분분석을 시

행해 단순비교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에서 발생 가능한 이질성을 통제하

여 순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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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현행 자녀장려세제

1) 개요 (정책적 함의)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는 근로장려세제와 동일한 환급형 세액

공제 원리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현금급여(자녀장려금)를 차등 지급함으

로써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2) 2013년 세법개정안

에 도입방안이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201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 최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다.

자녀장려세제는 면세점 이하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뿐만 아

니라, 아동이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조세체계를 통

해 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는 차별성을 지닌다.3)

이후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자녀장려세제의 정의 및 신청자격, 산정 및

수혜금액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4)

2) 최현수, ‘근로장려세제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3) 최현수, ‘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2005
년 2월호

4) 김재진·기은선(2019), 기획재정부_2019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_자녀장려세

제를 중심으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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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1)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연계하여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근로‧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대상

에 해당한다. 이 때, 가구 단위별로 지급되기에 1가구 내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자를 1인으로 판단해 정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을 보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라 함은,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

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의미하며 근로, 사업소득 중 비과

세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5),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다.

자녀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중 1명에게만 지급된

다. 곧, 가구에 1번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인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득

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정한

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또는 주소득자를 기준으로 한다.

5) 단, 원천징수(3.3%)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

다.



- 11 -

결론적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목적이기 때

문에,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동거입양자6)여야 하며,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

녀가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이 때에 연간 소득금

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때,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

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했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

위의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이거나,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일 때.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

는 자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6) 이 때의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한 자, 사실

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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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구분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

진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자 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급액)이 300만원이 이상인 경우에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 시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총급여

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되며,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그 종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아래의 [표 3]

를 참조해볼 수 있으며, 다만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표 3] 연간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

출처 :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내용을 연구자

가 정리함.

소득의 구분 연간 총소득 합계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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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기준 시점은 가구원의 전년도 12월 31일이며,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은행채무, 사채

등과 같은 채무가 많더라도 이는 재산가액에서 차감계산하지 않는다.7)

재산의 합계액 요건을 계산할 때에 고려되는 1세대 가구원은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거소(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

는 직계존비속이다. 형제 및 자매의 경우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며,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

도 동일 세대로 보며, 직계존속은 동일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재산 합계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를 기반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에 충족될 수 있다.

[표 4] 재산 합계액의 평가 - 연구자가 정리

7) 이는 업무집행 시 부채가 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

문임

재산의 구분 재산 합계액의 평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

자동차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 주택 오피스텔 : 간주 전세금

(임차주택 기준시가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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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장려금의 선정

자녀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위의 신청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리하자면 ‘부부합산 총급여액’은 ‘근로자 총급여액 + 사업수입급액 ×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 상가 : 실제 전세금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예금,적금,파생결합상품)
- 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계산에 적용

회원권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 상장주식 : 소유기준일 최종시

세가액

- 비상장주식 : 액면가액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기

준을 현재 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에 적용,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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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급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

녀 1인당 50.6만원 ~ 70만원 규모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전년도 연간 부

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다음 [표 5]과 같은 산식을 반영한 자녀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이에 더해, 전체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50%를 차감하며,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10%를 차감

한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

제 해당 부분만큼을 차감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한다.

[표 5] 자녀장려금 산정 산식 표 _ 연구자가 정리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 900분의 2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 500분의 20]



- 16 -

제도 도입 이후, 자녀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규모는 다음 [표 6-1]과

같다. 2018년 기준 1,103,431가구가 649,663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신

청했으며, 심사 이후 실질적으로 904,938가구가 472,918만원의 자녀장려

금 급여를 지급받았다.

[표 6-1]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규모

출처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구체적인 총급여액을 고려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지

급액의 산출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6-2] 2019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국세청 2019.06.18.]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구분 2015 2016 2017 2018

신청
가구 수 1,403,164 1,150,816 1,269,959 1,103,431

금액 975,841 778,734 776,892 649,663

지급
가구 수 1,074,814 943,860 1,061,979 904,938

금액 657,898 570,023 563,670 4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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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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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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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 자녀장려세제

2019년 자녀장려세제 개정으로 인한 현행 자녀장려세제에서는 과년에

비해 요건완화 및 지급액 증대 등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2007년에서부터 2017년까지의 자녀장려세제 수급 대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종전 자녀장려세제의 신청자격 및 선정

등에 관련한 서술이 필요하다. 앞의 현행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서술과

마찬가지의 구성으로 관련 내용을 후술한다.

1) 개요 (정책적 함의)

2015년에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부터 제100조의 31까지의 규정에 따

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 및 환급한다. 자녀장려

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2015년에 도입하

였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단독 및 가족(홑벌이/맞벌이)가구기준으로

개정하여 기존 근로장려세제의 자녀기준을 자녀장려세제에 적용하고 근

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을 연계하였다.(석숙자, 서희열,

2015)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7] 와 같다.

[표 7] 자녀장려세제 (CTC) 소득구간 및 지원수준 _ 연구자가 정리

구분
구간

최대지급액
점증 평탄 절감

홑벌이 X ~2,100만원
~4,00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

맞벌이 X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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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 15)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

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9조 16)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간이과

세 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는 다음의 구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하 ‘총소득기준금

액’이라 한다)일 것이며,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의 주택소

유 현황에 있어서는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

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2) 신청대상에의 배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가 없다. 우선,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및 자녀

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

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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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녀장려세제의 신청자격을 요약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8] 자녀장려세제 신청자격

요건 내용

배우자 및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할 것

연간 총소득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

배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 이자․배

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

판매원 소득은 총수입 금액을 합산

주택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

택 혹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할 것

재산가액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

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

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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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장려금의 선정

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에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때, 가구의 구조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산식에 차이가 있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표 9-1]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 및 자녀장려금 산식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목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나목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

－2,100만원) × 1,900분의 20]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자녀장려금 급여액의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녀 장려금산정표에 따르며,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해 정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표 9-2]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 및 자녀장려금 산식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목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나목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 1,5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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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장려세제의 정책 형성 배경

대한민국의 가족지원(Family Benefits)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1.0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치인

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은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전후 극빈 자녀에 대한 임시구호 목적의

탁아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제정 이후에는 유

아교육과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의 빈곤

을 극복하고, 이들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부모 지위로서 보호자의 사회·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2010년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목적에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

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아울

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

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8)”을 명시하고

있음과 상통한다. 기존의 ‘보호’ 혹은 ‘탁아’와 같은 개념에 전인적 발달

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켜, 양육과 교육이 결합된 ‘보육’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동준·전승훈, 2020)

나아가 영유아 자녀에만 한정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에까지 정부의 지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

녀양육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현금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산모

신생아도우미 등의 자녀양육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동부양의 필요경비 보전을 위

한 출산과 입양에 대한 소득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

도를 시행해왔다.

8) 「영유아보호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일부개

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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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제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

다. 소득공제방식의 특성상 1인당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첫 번째

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나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시설을 통한 서

비스 지원은 지원-수혜-목적지출간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은 세부담 경감효과는 존재하지만, 정책효과와 그

효과의 매개가 정확하지 않다는 약점 역시 지적되었다. (김동준·전승훈,

2020)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

대」로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 중 2번째인 「맞춤형 고용․

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라는 전략

을 제시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육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자녀장려세제

의 지원체계를 검토하여 14년 시행 15년 지급의 기한으로 조세특례제한

법을 개정하였다.

명확한 세제개편 목적 하에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자녀와 관

련된 기존의 항목이 전환 및 신설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고,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관련한

공약 및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정 비전 및 과제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현재 OECD 회원국은 국민의 양육을 국가 차원에서 크게 3가지의 지원

제도 방법으로 보조 및 운영 중이며, 이는 현금지원(child-related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public

spending 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조세혜택 지원

(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provided through the tax system)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혜택 지

원 비율(0.17%)은 OECD 회원국 평균(0.25%)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OECD Family database, 2011 ; 황성온 2013에서 재인용) 이 중 자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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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양육부담

을 보조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그 세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당국이 개인 혹은 가구에 환급을 허용하여 현금지

원을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의 성격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 가구가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제도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은 아동의 건

전한 발달과 추후 전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

전하여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김재진, 2014) 구체적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이 포함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

당 최대 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점증적

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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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장려세제의의 변천사 :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증액 등 확대시행

한편, 자녀장려세제의 지급기준요건은 제도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수혜 범위는 확대되어 왔다. 최초에는 다

주택자 제외요건이 폐지되었으나, 이후 신청 및 수혜 대상에 종교인을

포함하고, 재산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외요건이 폐지되었다. 이에 더해, 초

기 50만원을 자녀의 인원 수대로 정액 지급하기로 한 방식에서 2018.12

부양자녀 1인당 지급액이 70만원으로 인상되어 자녀장려세제의 전반적인

확대 시행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도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아

래에 후술하였다.

(1) 2016년

2016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을 완화하였다. 외국 국

적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완화 및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보유한 날이 있는 자는 자녀장려세제 신청 자격

이 없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외국 국적 보유자만이 수혜 대상

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체납액 충당비율을 일원화하였다. 종전의 자녀장려

금 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규정에서는 소득세 등 직접세의 경우, 장려금

의 30%의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의 경우, 장려금의 전액을 체납액에 충당 가능하였다. 이후 간접세 역시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충당하는 것으로 개

정하였다. 즉, 자녀장려금의 70% 이상은 가구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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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장려금 1세대 범위를 조정하였는데, 종전 1세대의 범위에 ‘거

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었던 것을 ‘형제 자매 등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으로 개정하였다.

(2) 2017년

2017년도에는 주택요건에 있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

택이여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다주택자 제외요건이 폐지되었

다. 재산요건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택요건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종전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이는 저소득가구의 범위를 넓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종전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산정 후 지급의 최저금액을 1만 5

천원으로 하며, 산정액에서 감액규정(재산요건, 기한후신청 등의 경우)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산정액이 1만 5천원 이

상 ~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을 적용하도록 최저금액 규정을 개정하였

으며, 감액 이후에 금액이 3만원 미만이더라도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

다. 이 역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종전에는 지급요건 불충족 등의 판정을 받을 시,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했으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자녀장려금 가산세를 완화하였다.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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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한부모에 대

해서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한부모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전제이다. 또한 저소득 종교인 지원을 위해 종교

인소득자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종교인소득의 신

고 납부 방식과 상관없이,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2019년

2019년에는 자녀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세 체납액 충당 후에 환급하는 자녀장

려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한다.

이에 더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녀장려금 신

청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자녀장려

세제를 본격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다.

재산요건으로는 세대 내 가구원 재산합계 기준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시 지급액의 50% 감액하였던 것을 합계액 기준은 그대로 2억원 미만으

로 유지하되 1억원이 아닌, 1억 4천만원 이상 시 지급액의 50% 감액하

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더해,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대상의

재산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재산요건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

증권, 파생결합사체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여 수

급자에 대해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였으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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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녀장려세제(CTC) 제도의 변천과정

적용

시기
자녀장려세제 개정사항

2015

○ 자녀장려금 제도 신설

- 대상 :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주택요건: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

○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2016

○ 신청자격 중 국적기준 완화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 국적 보유자

○ 체납액 충당비율 일원화

-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충당 가능

○ 자녀장려금 1세대 범위 조정

- 형제 자매 등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으로 개정

2017

○주택요건 폐지

○ 재산요건 완화

-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 → 2억원 미만

○ 최저금액 조정

- (산정액 최소금액) 1만 5천원 → 3만원

○ 가산세 완화

-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2018

○ 자녀장려금 적용범위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 적

용

○ 종교인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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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기획재정부, <2019_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2019

○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 150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 금지

○ 요건완화 및 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50% 감액 규정) 1억원 이상시 → 1억 4천만원

이상시

-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허용

- (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50만원 → 70만원

○ 장려금 재산의 범위 확대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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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사례

CTC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고 자녀가 있는 대다수의 가

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정책적 목적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지원하며, 중산층까지 포

함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국은 모두 자녀장려세제를 환급형 세액공제제

도(Refundable Credit)의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급여액을 지급

하는 구간이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로 나타난다.

○ 미국(CTC) : 1998년 CTC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당시에는 자녀1인당

USD 400 지급으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지원제

도인 EITC와 결합하여 운용하고 있다.(정유석, 2012) EITC와는 다르게,

저소득 근로계층만을 정책대상집단으로 삼은 것이 아닌, 사실상 자녀가

존재하는 중산계층까지 포함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되

고 있다. 과거에는 주마다 다른 환급액 기준을 적용했으나, 자녀장려세제

(CTC)가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황성온, 2013; 김학주, 2001에서 재인용), 부모의 근로소득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만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2003년 제도의 확대 이후 자녀 1인당 최대 USD 1000이 지급되는 것으

로 지급금액이 확대되었다. 총조세지출규모는 573억달러로, 총조세지출대

비 4.45%의 규모로 지출되고 있다.

○ 영국(CTC) : 부모의 직업 유무와 관련 없이, 부양자녀가 있으며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보조하는 제도로써 원칙적으로 자녀가

16세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황성온, 2013) 2003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고자 급여요소, 한도 등을 매년 조정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자녀 1인당 GBP 2,720를 가족요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총 조세

지출규모는 214억 파운드로 총조세지출대비 6.6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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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FTB) : 2000년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자 FTB(Family Tax

Benefit) 제도를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급여

액을 조정하여 발표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AUD 1,434~5,524이며, 2007년

기준 호주는 GDP 의 2.81%를 자녀양육 지원제도로 지출하였으며, 현금

지원과 시설 서비스 지원, 조세혜택 지원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OECD

회원국의 조세혜택 지원 평균(0.25%)와 비교하여 호주는 자녀관련 조세

혜택 지원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가구 저소득 기준점은 48.837 AUD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 1달러당 20센트씩 최대급여액에서 감액된다. 고소득

기준점의 경우,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94.316 AUD로 시작되며, 자녀가

1명씩 추가될 때마다 3,796 AUD씩 소득 기준선이 올라간다. (황성온,

2013)

○ 독일(FTC) : 2007년 기준으로 독일은 GDP의 2.71%를 자녀양육 지원

제도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현금지원과 시설 서비스 지원, 조세혜택 지

원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 중 조세혜택 지원은 0.88%로, OECD 회원

국의 조세혜택 지원율의 평균(0.25%)과 비교하여 약 3배 이상 높다. 독

일의 자녀세액공제(Family Tax Credit(Kindergeld))는 2004년 기준으로

첫째 자녀~셋째 자녀까지 1인당 1,848 EUR를, 넷째 자녀부터는 2,418

EUR를 부모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전병목, 조찬래, 2006 ; 황성온, 2013

에서 재인용)

○ 캐나다(CCTB) : 1998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

원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녀 1인당 CAD 1,433을 지급하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CAD 100씩 추가하여 지급한다. 총 조세지출 규모는 100억 달러로

총조세지출대비 4.7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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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CTC) 제도의 자녀 2인 기준 최대지급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영국은 약 1,000만원, 호주 약 1,100만원, 캐

나다 720만원으로 우리나라의 100만원에 비해 7~11배 높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미국은 자녀 2인 기준 약 220만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

나, 미국은 자녀요소를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에서 모두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 지원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의 CTC와 모형 및 지급방식이 가장 유사한 미국 및 캐

나다와 비교하여 지원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원수준은 소득수준

과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크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현금지원 및 지원수준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조정 등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재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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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연구 검토

1) 출산율 제고 여부

저출산 정책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출

산율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지표를 단일 정책의 효과

나 단기간의 효과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은기수, 2005; 정성호,

2012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Gauthier(2007)(정성호, 2012에서 재인용)는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

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

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

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존 자녀수를 고려할 경우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1자녀 기혼여성과 2

자녀 여성 모두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 이용경험이 추가출산계획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자녀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

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성호, 2012)

미국에서의 자녀장려세제(CTC)와 결혼 및 출산율 제고 간의 연구결과

역시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대다수였

으나, 어느 정도 시행 후 연차가 지난 이후에는 약간의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 및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Hotz and Scholz, 2003;

Thomas L. Hungerford and Rebecca Thiess, 2013에서 재인용)

자녀장려세제의 성격과는 다르지만, 일회적인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충청도지역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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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도입 약 4년 전부터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다가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해에 반등하고,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제도 도입 3년 후부터 크게 나타나고 이후 감소와 회복을 반복하

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상승한 출산율 수준은 장려금 도

입 4년 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현금을 지급

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본질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김우영·이정만, 2018) 또한 이는 지출규모가 작기

때문에 명시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제도의 특성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재

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보육료지원, 소득공제 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등 소득공제에 의한 지원은

저소득층에 비해 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그

러므로,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목표한다면 지원대

상 선정을 가장 중요한 논의로 삼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목표

가 최우선적인 재분배에 있다면 소득공제보다 현금/현물과 같은 지출 형

태의 지원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유석, 2012)

하지만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경제적인 유인책이 일시적인 출산

율 상승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

을 성급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허만형·이정철(2011)은 전국의 기초자치

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후 3년간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4년 이후부터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

여 그 수준이 점증하는 현상을 실증분석하여 확인하였다.

2) 여성 경제활동 증진 여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출산장려금 제도 등을 비롯하여 일반 가구

에 각종 세제혜택, 현물의 지급 등이 발생했을 때, 여성 경제활동이 소폭

증진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정유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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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근로장려효과를 보기 위해 2018년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세제가 근로장려에 효과가 있는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면, 응답가구의 55.7%가 자녀장려금 지급이 근로

활동 참여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4.3%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

했다(김재진·기은선, 2019).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자녀장려세제

에 큰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빈곤 감소효과

CTC만으로 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신 EITC의

확대와 CTC도입을 결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로는 아동이 있는 중

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의 빈곤율은 2012년 7.04%에서 0.77%p

낮아진 6.27%로 1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CTC로 인한 빈곤

감소율이 9.9%로 EITC 확대시의 0.7%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CTC가 자녀 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원대상이 EITC에 비하여 광범위한데 기인한다고

본다. 하지만,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

로 빈곤율이 7.04%에서 7.22%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이 증가되어 빈곤율이 다소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층

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EITC와 CTC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도입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재진, 2014)

해외 선행연구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EITC와 CTC를 결합하여 연구

한 결과, 이를 수령한 통제집단의 세금납부 후의 소득(가처분소득)이 늘

어남에 따라 이것이 빈곤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킨

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Thomas L. Hungerford and Rebecca Thi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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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으로 대상으로 하여 ‘아동빈곤’에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연구한 결과로, 자녀장려세제 도입시기 이

후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상승하였지만, 경상소득 및 가처분 소득

대비 아동빈곤율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상소득을 시장

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가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소득에서 경상소

득으로 변함에 따라 아동빈곤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므로, 자녀장려금을

비롯 정부의 복지정책이 아동빈곤율 하락에 유의미한 긍정적 역할을 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기은선, 2019) 하지만 이는 자녀장려세제

의 도입시기 전후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아동빈곤율의 하락이 순수한 자

녀장려세제의 정책적 효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4) 공적이전소득과 소비지출의 관계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이전소득과 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많지 않다. 대신에 다른 영역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소비지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 연구를 참고해볼 수 있다.

김태우 외(2016)는 국내의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수혜

가구의 소비지출에 있어서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DID 모

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이 때, 수혜가구와 비수혜가구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총소비와 비내구소비가 증가하고, 내구재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해외의 EITC 수혜대상 가구대상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기초생

활수급대상자인 저소득층을 제외하므로, 국내 수혜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내구재를 기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 증가로 여겨 실질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2008년과 2010년 2개 연도만을 비교한 것으로, 수혜가구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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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적응할 기간이 짧아 시행초기에만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추후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

를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저소득 가구를 보조하는 차원에서는 현금/현물 지급 혹은 세제 혜택,

시설/서비스 혜택 등이 있지만, 현금지급 시 이를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

계의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재 소비 등의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사치재 혹은 기호물품 등에 지급받은 현금을 소비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고

자 전자카드나 쿠폰으로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Food Stamp)’ 사

회보장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지역마다 지급하는 방식은 다소 다르나, 다

른 영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식료품’이라는 특정 영역의 소비에 한

정하여 지원받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유의할 만하다.(David

M.Smallwood·James R.Blaylock, 1985) 2014년도 기준으로 약 4600만 명

이 제도 혜택을 받았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경우, 위 제도는 목적한 바대로 실질적으로 가계의 식비 관리와 가구의

건전한 생활습관 정착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또한, 지급 받

은 금액을 고기보다는 더 많은 야채와 과일을 소비하는 데 이용하여 정

책수혜자들이 영양학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Kiristen Wilig·Chery Smith, 2009) 이는 특정 영역에 대

한 지원금을 해당 영역에의 소비에만 한정하되, 현금으로 자유롭게 원하

는 것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수혜대상자들이 정책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행위하게 할 수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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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분석의 시기적 범위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도 이전과 이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데이터값이 존재

하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가구는 소득 및 소비행위를 공유하는

단위이며, 자녀장려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개인) 단위

보다는 가구를 단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

터의 3차년도(2007년 조사)에서 13차년도(2017년 조사) 자료9)를 활용하

여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받은 가구의 교육비 지출 부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 분석대상제도

분석대상 제도는 2014년도 제정되고, 2015년 본격적으로 급여를 수급하

여 시행된 ‘자녀장려세제’이다.

9)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의 13

차 웨이브 조사데이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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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1) 연구가설

자녀장려금이 유자녀가구의 가장 큰 양육부담 요인으로 고려되는 가구

의 ‘교육비’의 지출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가설을 아래

와 같이 설계한다.

연구가설 1.

가설1 :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의 교육비 지

출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녀장려금의 수급으로 총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 가능

한 총생활비의 절대값 자체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

가설1의 교육비의 절대값의 증가가 확인되더라도 이는 앞의 선행된 현상

의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의 비율

값을 계산하여, 이것의 증감여부를 살펴 실질적인 자녀장려세제의 영향

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다른 생활비 영역인 식료품비, 주거

비, 피복신발비를 대푯값으로써 소비지출 양태를 확인한다.

가설2 :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의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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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 이중차분모형 (DID)

무작위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배정하여 실험하는 것이 통제된 잘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실험이 통제될 수 없음에 따라

표본의 확보 및 선별적 표본 선택 등으로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정책 평가는 일반적으로 통제집단 없이, 정책 수급자의 정책 개입

전후를 비교하거나,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결과를 단순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개입 전 상태를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

기상태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여 정책효과가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정책 개입 후의 결과는 정책 외의 요인인 시간 경과,

예외 사건, 사회경제학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의 영향력이 있어

순수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정책효과를 측정하려면 통제

집단을 설정하여 결과를 비교해야 하지만 통제 집단 없이 정책수혜자만

분석했을 시에는 자기선택편의가 정책효과와 혼재될 위험이 있다. 혹은

통제집단을 설정하더라도 무작위로 배정하기 어려워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체계적인 차이로 인해 선택편의가 발생하여,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실험 방법으로써 실험/통제 집단별 특성에 의한 차이 및 시

기별 특성에 의한 차이와 같은 미관찰 이질성을 통제하는 이중차분분석

(DID)을 이용해 정책의 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중차분은 t시점의

정책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한 후(정책수급

외에는 동질함), 실험집단의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에서 통제집단의 평

균 변화를 한 번 더 차분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한다. 정책개입 이전과 이

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체계적인 차이를 통

제할 수 있고, 차분을 통해 관측되지 않은 선택편의도 제거하는 것이다.

(Woodlridge, 2006; Khandker et al.,2010; 지은정, 2011에서 재인용)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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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분석에 상응하는 회귀분석모형을 설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자녀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수급한 집단으로 ‘실험 집단’으로 분류한다.

[표 11]

정책 수급 외에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최대한 동질성을 유지해야 하

나, 본 연구는 실험집단이 정해진 t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된 것이 아닌,

한 번이라도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때에 실험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조건을 선행적으로 엄밀하게 동질성을 유지시키

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가르게 되

는 기준인 자녀장려금 수급여부의 조건인 가구 내 소득(4,000만원 이후)

와 미성년 자녀의 수 등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해보면, 그 평균값이 거의

비슷하므로 편의상 진행하되, 모형에서 소득을 통제하고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를 통제하여 실험을 설계한다.

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가구 수
백분율

(단위:%)

경상소득(년)

(단위:만원)

통제 집단 자녀장려금 미수급 1,158 46.86 3370.41

실험 집단 자녀장려금 수급 1,313 53.14 3376.47

총합 2,471 100 33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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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연구가설 1 및 2>

(1) 종속변수 : 교육비

본 연구가설1의 종속변수는 교육비이다. 가구당 지출하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산한 값으로 개념적 정의하여 가구당 ‘교육비’ 변수로 이용

한다. 단위는 월평균 지출액이다. (단위 : 만원) 이 때에 교육비를 지출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데이터 값을 ‘없음’이 아닌, 0으로 처리하였

다.

본 연구가설 2의 종속변수는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의 백분율이다. 연구

가설1의 종속변수인 교육비 지출액(단위 : 만원)을 총생활비 지출액(단위

: 만원)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백분율 값이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총 3가지로, 시기더미와 집단더미, 그리고 시기더미와 집단

더미를 결합한 상호작용항이다. 이 때에, 시기더미는 2015년도 이전은 0,

이후는 1로 처리한다. 집단더미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했다면 1, 수급하지

않았다면 0으로 처리한다. 이중차분(DID)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

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상호작용항 독립변수인데,

이는 순수한 자녀장려세제 정책효과를 의미하며,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변수값을 곱한 것이다.

(3) 통제변수

자녀장려금의 수혜만이 교육비의 증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

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패널 개체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한다. 패널의 가구 및 개인적 변인으로써 사회경제적

배경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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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은 0으로, 여성은 1로 구분하였다. 이 때에 기준

변수는 ‘남성’이다. ‘교육수준’은 응답에 따라 최종학력 기준으로 초등학

교 졸업 이하/중학교 이하/고등학교 이하/전문대학 재학·중퇴 및 졸업/대

학교 재학·졸업/대학원 재학·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기준변수

는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이다. ‘건강상태’는 표본의 응답에 따라 아주

건강한 편이다/건강한 편이다/보통이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건강이 아

주 안 좋다 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기준변수는 ‘아주 건강한 편이다’이다.

다음으로, ‘가구원의 수’는 가구의 속하는 사람의 수를 명 단위로 입력하

였다. ‘배우자 여부’ 항은 혼인 상태와는 상관 없이,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무배우자는 0으로, 유배우자는 1로 코딩하였다. 기준변수

는 무배우자일 때이다. ‘지역구분’은 서울, 수도권(/인천/경기)과 부산/경

남/울산, 대구/경북, 세종/대전/충남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전라

도 지역과 제주도 지역이 선택지로 제시되었으나, 응답값이 존재하지 않

아 클리닝 단계에서 삭제하였다. 기준변수는 ‘서울’일 때이다. 마지막으

로, 각 가구내 실질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경상소득’은 연평균 소득을 만

원 단위로 숫자를 투입하였다.

[표 12] 변수 설명

변수 정의 측정

종속

변수

교육비
가구당 지출하는 공교육비

와 사교육비를 합산

단위 :월평균지출

액(만원)

교육비/총생활비

(백분율)

총생활비 지출액 대비 교

육비 비율(백분율)
단위:%

독립

변수

시기더미
자녀장려금 최초 수급 연

도(2015년) 기준

2015년 이전 = 0

2015년 이후 = 1

집단더미
자녀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수급했는지의 여부

비수급 = 0

수급 = 1

정책효과 시기더미 × 집단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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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변수

인구통

계학적

특성

연도 조사년도

성별 가구주의 성별

남성 = 0

(기준변수)

여성 = 1

가구원 수 가구의 총 가구원 수 명

교육수준

(최종학력

기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재학·중퇴·졸업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기준변수)

건강상태

아주 건강한 편이다 (기준변수)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배우자 여부
혼인상태와 상관 없이,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가 없을 때

= 0 (기준변수)

배우자가 있을 때

= 1

지역구분

서울 (기준변수)

수도권(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세종/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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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정의

기초통계량

응답수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성별 가구주의 성별

남성 1,987 80.41

여성 484 19.59

가구

원 수

가구의 총 가구원

수

1명 210 8.50

3.3 1.26 1 8

2명 479 19.38

3명 595 54.08

4명 835 33.79

5명 270 10.93

6명 55 2.23

7명 24 0.97

8명 3 0.12

교육

수준

(최종

학력

기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376 15.21

중학교 이하 278 11.25

고등학교 이하 1,165 47.41

전문대학 재학·중퇴·졸업 273 11.04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 325 13.15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54 2.18

건강

상태

아주 건강한 편이다 330 13.35

건강한 편이다 1,346 54.47

보통이다 471 19.0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95 11.94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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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모형 : DID 이중차분모형

위 연구모형의 이중차분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비  수급여부 정책개입 수급여부정책개입
통제변수   

수급여부항은 자녀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수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급했을 시에는 1, 수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0으로 처리된다. 두 번째 독

립변수인 정책개입항은 정책 시행년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정책이 아

직 개입하지 않은 2015년 이전에는 0값으로, 정책이 개입한 2015년도 이

후에는 1값으로 처리한다. 수급여부 *정책개입값은 본 연구에서 중점적

으로 확인할 상호작용항으로써, 집단별, 시기별 이질성을 제거한 순수한

배우

자

여부

혼인상태와 무관한,

배우자의 유무

없음 623 25.21

있음 1,848 74.79

지역

구분

서울 307 12.42

수도권(인천/경기) 807 32.66

부산/경남/울산 960 38.85

대구/경북 342 13.84

세종/대전/충남 55 2.23

총합 2,4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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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를 의미한다. 이 때에, 모형 및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

구통계학적 특성 등은 통제변수로써, 가구주의 성별, 성별, 가구원 수,

교육수준, 건강상태, 배우자 여부, 지역구분의 값을 고려하여 모형을 통

제한다. 위의 이중차분식에서  값은 ‘가구고정효과이며, 이는 성별, 직

업 등 크게 변하지 않는 가구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연도고정효과()를 두어 연도더미를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항은 오차

이다.

실제 모형을 설계할 시, 수급여부의 과 정책개입의 는 추정이 되

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구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로 이미 가구

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연도더미를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곧, 수급여부와

정책개입 모두 이미 모형에 활용되기 위해 자동으로 고정효과에 의해 더

미화되어 통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값이므로 이를 확인

하는 데에 중심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다.

이 때, 이중차분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표 14] 이중차분 추정치

실험집단(자녀장려금 수급집단)의 변화(④)는 실험집단의 정책개입 후의

값(③)에서 정책개입 전 값을 의미하는 ②와의 차이값을 의미한다.

∆    = ③ - ② = ④

정책개입 전 정책개입 후
정책개입 전 –

정책개입 후

실험집단    ②          ③    ∆ ④
통제집단    ⑤      ⑥  ∆ ⑦
실험집단-

통제집단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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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자녀장려금 비수급집단)의 변화(⑦)는 통제집단의 정책개입 후

의 값(⑥)과 정책개입 전 값인 ⑤ 와의 차이값을 의미한다.

∆    = ⑥ - ⑤ = ⑦

그리고, 이중차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순수한 정책효과(⑩)를 계산할 수

있다.

  ∆    ∆     ⑩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서로 다른 집단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단순하

게 비교할 경우에는 ⑨ (③ - ⑥) 값이 산출되는데, 이는 정책의 효과

뿐 아니라, 처리/통제 집단별 특성에 의한 차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위

험이 있다. 반면, ④ (③ - ②) 값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정책개입 전

후를 단순비교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효과 뿐 아니라, 시기별 특성에 의

한 차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단별/시기별 특성은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

성으로써, 단순비교를 통해서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정책

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실험집단의 변화(④)와 통제집단의 변화(⑦)를 이중차분하여 계산

하거나, 정책개입 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⑨)에서 정책개입 전

의 두 집단의 차이(⑧)를 차분하여 순효과(⑩)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자녀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교육비 또는 교육비/총생활비의 변화, 곧

정책의 순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Wooldrige, 2006; 지은

정, 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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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결과

1. 데이터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정책시행 시점 전후로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효과분석이 아

닌, 한 번이라도 정책수혜를 받은 집단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곧,

같은 실험집단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어떤 가구는 2015년도에, 또 다른

가구는 2016년도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

가 자녀장려세제 시행 이후에 태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나, 자녀장

려금을 받았다가 안 받는 경우 등 해마다 예외적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초통계량을 확정적으로 계산하거

나, 집단들의 조건을 균질하게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예외적 상황은 흔치 않으므로 기초통계량 계산에 있어 문제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편의상 특정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계

산하고자 한다.

1) 실험집단의 2014년도(정책개입 이전)의 경상소득, 총생활비, 교육비의

기초통계량

[표 15-1] 실험집단의 2014년도 기초통계량

평균적으로 1년의 경상소득은 3207.61만원이며, 총생활비는 월평균 243

평균 표준편차 min max
경상소득

(단위:연평균 만원)
3207.61 2019.11 -1369 11580

교육비

(단위:월평균 만원)
18.82 28.48 0 113

총생활비

(단위:월평균 만원)
243.97 132.57 49 725

교육비/총생활비

(단위:%)
5.88 8.34 0 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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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18.82만원을 소비하고 있었다.

2) 통제집단의 2014년도(정책개입 이전)의 경상소득, 총생활비, 교육비의

기초통계량

[표 15-2] 통제집단의 2014년도 기초통계량

출처 : [표]와 [표] 모두 한국복지패널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해 연구자가 정리

평균적으로 1년의 경상소득은 3392.86만원이며, 총생활비는 월평균

259.77만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20.77만원을 소비하고 있었다. 실험집

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폭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666가구)의 가구별 자녀장려금 수급

금액은 연평균 65만원에 이른다.

평균 표준편차 min max

경상소득

(단위:연평균 만원)
3392.86 2166.23 -1369 11580

교육비

(단위:월평균 만원)
20.77 29.50 0 115

총생활비

(단위:월평균 만원)
259.77 150.93 49 1045

교육비/총생활비

(단위:%)
6.31 8.44 0 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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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표의 변수항목에 대한 기초설명

STATA 모형 작업을 진행하면서 의 수급여부와 의 정책개입의 계

수값이 추정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급 여부()는 가구

의 변하지 않는 특성, 예를 들어 가구주의 성별 등을 가구고정효과로 이

미 통제했으며, 정책 개입()은 결과table에서, 각 연도별 더미를 넣기

위해 연도더미화 곧 연도고정효과로 연도더미를 통제하였다.

다시 말해, 수급여부와 정책개입 변수 모두 이미 모형에 활용되기 위해

자동으로 고정효과에 의해 더미화되어 통제되었으므로, STATA의 결과

값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더해, 본 DID모형은 순수한 정책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수급 여부와 정책개입의 상호작용항(수급여부*정책개입)을 설정

하고, 이를 중점으로 모형의 결과값을 확인하고자 한다.

상호작용항인 ’수급여부*정책개입‘은 자녀장려세제의 정책효과이다. 정

책효과는 독립변수인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곱으로 구하였다. 시기더미

는 2015년 이전(2014년을 포함하여 이전 해)이면 0, 2015년 이후(2017년

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 코딩했으므로 2015, 2016, 2017년도일 때를 의미

한다.)이면 1의 값을 갖는다. 집단더미는 정책수혜집단 및 비수혜집단을

뜻하는 것으로, 한 번이라도 자녀장려금을 수급했다면 1, 그렇지 않았다

면 0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항 추정치는 이중차분

추정치(⑩)로써, 자녀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값으로 산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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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차분 분석 결과

1) 결과 분석

본 모형은 교육비와 교육비/총생활비의 비율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과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장려금의

교육비 증감효과를 이중차분으로 분석하였다.

자녀장려금의 수급으로 가처분소득 자체가 증가하여 교육비 뿐 아니라

다른 소비지출 영역의 절댓값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비 뿐 아니라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의 비율값도 함께 계

산하여 각 종속변수에 따라 Model 1과 Model 2로 분류해 확인가능하다.

[표 16] 교육비와 교육비/총생활비의 이중차분분석 결과10)11)

10) 본 모형 MODEL 1과 MODEL 2 는 모두 가구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였

다.
11) 기준변수는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한 편이다’, 배우자가 ‘없을 때’, 지역은 ‘서울’ 이다.

MODEL 1 MODEL 2

변수
교육비

(단위 : 만원)

교육비/총생활비

(단위 : %p)

수급여부*제도개입

상호작용항

7.461*** 1.233**

(1.907) (0.527)

가구주의 성별
여성 3.007 -0.0704

(9.331) (2.580)

가구주의

교육수준

(최종학력)

초등학교 -5.127 -2.565

(17.68) (4.889)

중학교 -6.804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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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0.18) (5.580)

고등학교 -11.72 -3.308

(18.58) (5.137)

전문대학 -30.37 -12.05*

(24.97) (6.904)

대학교 -30.17 -5.839

(25.77) (7.123)

건강상태

건강한 편이다 -4.087** -1.180**

(1.728) (0.478)

보통이다 -2.885 -0.635

(2.263) (0.62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605 -0.956

(2.721) (0.752)

건강이 아주 안 좋다 -5.568 -0.904

(6.044) (1.671)

배우자 여부
배우자가 있을 때 -17.49** -5.761***

(6.909) (1.910)

지역구분

수도권(인천/경기) -0.168 1.431

(11.27) (3.114)

부산/경남/울산 -0.165 0.119

(8.247) (2.280)

대구/경북 4.715 2.702

(13.16) (3.639)

세종/대전/충남 -4.127 1.377

(29.94) (8.277)

총 대상 표본 가구 수 2,471



- 55 -

위의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666가구)들의 교육비 평균은 36만원,

총생활비 평균은 362.9만원이며, 교육비/총생활비 평균백분율은 약 9.6%

로 정리되었다.

먼저, 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Model 1, Model 2) 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더미

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신뢰수준

99.99%) Model 1에서는 종속변수를 ‘교육비’(단위:만원)로 하여 이중차분

한 결과, 교육비의 자녀장려금 수급 및 정책개입에 따른 변화량은 가구

내 월평균 약 7.46만원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odel 2에서

는 종속변수를 ‘교육비/총생활비’(단위:%)로 하여 백분율의 변화량이 약

1.23%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

에 비해 교육비 지출의 절댓값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를 통해,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추가로 지급된 자녀장려금이 유의미하게

교육비에 더 소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일 때, 남성에 비해 월평균 3만원의 교육비

지출 증가가 발생하지만, 총생활비에 대비해서는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가구주의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일 때가 가장 많은 비용을 교육비에 소비

하고 있었으며, 총생활비에 대비해서도 그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일 때 기준변수에 비해 5.12만

원 적게 지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차이가 있지만

유의하지는 않다.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할 때’를 기준으로 그

외 ‘건강한 편/보통/건강하지 않은 편/건강이 아주 안 좋은 편’일 때 모

두 교육비에 대한 지출값이 작아진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

지만 그 중 ‘건강한 편’일 때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배우자 여부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유의미하게 교육비의

절댓값 약 17.49만원과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의 비율값이 –5.76%p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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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며 모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에

는 기준변수인 서울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교육비의 증가가 두드

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비/총생활비 비율 역시 증가하였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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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생활비 항목에 대한 분석

또한, 교육 분야 뿐 아니라 다른 생활비 소비지출 영역을 대표하여 식

료품비, 주거비, 피복신발비를 종속변수로 소비지출의 양태를 비교할 수

있다. 각 변수는 모두 총생활비 대비 비율값이며, 이를 기준으로 Model

3, Model 4, Model 5로 분류가능하다.

[표 17] 다른 생활비 영역에 대한 이중차분분석 결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소결론 : 교육비의 절댓값이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총생활비 대비 교

육비의 비율(비중)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값을 보였다. 결과에 의하

면 자녀장려금 지급 이후 1달에 약 7.46만원의 교육비 지출 증가분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1년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하면 약 89.52만원으

로 평균적으로 수급받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안정적인 소득으로 감안하여 자녀

를 위한 비용으로써 적극적으로 장려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더해,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총생활비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지출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MODEL 3 MODEL 4 MODEL 5

변수
식료품비/총생활비

(단위 : %p)

주거비/총생활비

(단위 : %p)

피복신발비/총생활비

(단위 : %p)

수급여부*제도개입

상호작용항

0.410 -0.379 -0.0864

(0.581) (0.412) (0.162)

총 대상

표본가구 수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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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활비 영역에서의 유의미한 지출 증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가구 소득에 추가로 지급된 자녀장려금이 유의미하게 교육비에 더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2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로, 자녀장려세제의 목적에 부합하게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보조의 목

적으로 자녀와 관련된 비용인만큼 교육비에 순수하게 지출하는 양을 늘

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다른 소비지출에의 증가

를 유인하지 않고, ‘자녀장려금’이므로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킨 것

이다.

두 번째로는, 자녀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따른 필

연적인 효과로 교육비 지출비율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질

소득의 증가에 대비해 소비비율이 증가하는 재화를 ‘사치재’, 소비비율이

감소하는 재화를 ‘필수재’라고 볼 수 있는데, 위의 결과값이 실질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다른 지출항목보다 ’교육비‘가 사치재로 작용하여 지출의

절대량뿐 아니라, 생활비 대비 비율이 모두 상승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이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교육자재 혹은 교육서비스를

포괄하는 ‘교육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한, ‘소득효과’가 발생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때, 위의 결과값들이 자녀장려세제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여

자녀에게 지출되는 교육비 및 교육비 비율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교

육비’ 항목 자체가 소득효과에 따른 결과일 뿐인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때, 자녀장려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경상소득’ 변수를 통제하여 다시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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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고정모형의 결과 분석

[표 18] 경상소득을 통제한 교육비와 교육비/총생활비의 이중차분분석

결과12)13)

12) 본 모형 MODEL 1‘과 MODEL 2’ 모두 가구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13) MODEL 1과 MODEL 2와 마찬가지로 기준변수는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 가구

주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한 편이다’, 배우자가 ‘없을 때’, 지

역은 ‘서울’ 이다.

MODEL 1’ MODEL 2'

변수
교육비

(단위 : 만원)

교육비/총생활비

(단위 : %p)

수급여부*제도개입

상호작용항

7.256*** 1.330**

(1.911) (0.527)

가구주의 성별
여성 2.862 -0.00162

(9.326) (2.573)

가구주의

교육수준

(최종학력)

초등학교 -5.733 -2.279

(17.68) (4.878)

중학교 -6.522 -1.905

(20.17) (5.567)

고등학교 -11.73 -3.304

(18.57) (5.124)

전문대학 -30.62 -11.93*

(24.96) (6.887)

대학교 -29.53 -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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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5.75) (7.107)

건강상태

건강한 편이다 -4.108** -1.170**

(1.727) (0.476)

보통이다 -2.906 -0.625

(2.262) (0.62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570 -0.972

(2.720) (0.750)

건강이 아주 안 좋다 -4.675 -1.326

(6.068) (1.674)

배우자 여부
배우자가 있을 때 -18.03*** -5.506***

(6.914) (1.908)

지역구분

수도권(인천/경기) 0.795 0.976

(11.28) (3.111)

부산/경남/울산 0.324 -0.112

(8.249) (2.276)

대구/경북 5.373 2.391

(13.16) (3.632)

세종/대전/충남 -5.811 2.174

(29.94) (8.262)

경상소득
0.000843 -0.000399***

(0.000545) (0.000150)

총 대상 표본 가구 수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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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와 ‘경상소득’ 변수를 추가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Model 1’, Model 2’) 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이전의 분석결과값

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신뢰수준 99.99%) Model 1’

에서는 종속변수를 ‘교육비’(단위:만원)로 하여 이중차분한 결과, 교육비

의 자녀장려금 수급 및 정책개입에 따른 변화량은 가구 내 월평균 약

7.25만원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Model 1에서 7.46만원이 증가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교육비/총생활

비’(단위:%)인 Model 2’의 교육비/총생활비 백분율이 1.33%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보면, 가구주의 성별이 기준변수인 남성에 비해 여

성일 때, 남성에 비해 월평균 2.86만원의 교육비 지출 증가가 발생하고,

총생활비에 대비해서 비율상 가구 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지는 않다. 또한,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Model 1과 마

찬가지로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일 때가 가장 많은

비용을 교육비에 소비하고 있으며, 총생활비에 대비해서도 그 비중이 가

장 높은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아

주 건강할 때’를 기준으로 그 외 ‘건강한 편/보통/건강하지 않은 편/건강

이 아주 안 좋은 편’일 때 모두 교육비에 대한 지출값 및 총생활비 대비

비율값이 작아지나, 특히 ‘건강한 편’일 때 통계값이 유의하다. 가구주가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유의미하게 교육비의 절댓값(18

만원)과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의 비율값(5.5%p) 모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기준변수인 서울보다 다른

지역에 큰 유의미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경상소득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비/총생활비 변수에 대해 매우 작은 폭으로 감소하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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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론

경상소득을 통제했음에도 여전히 교육비 및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의 비

율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소득효과의 가능성이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회귀분석 결과 정리

교육비의 절댓값과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의 비율(비중) 모두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값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비지출이 가능한 다른 생

활비 영역-식료품비, 거주비, 피복신발비-에서 유의미한 증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가구 소득에 추가로 지급된 자녀장려금이 유의미

하게 교육비에 더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상소득을 통제하여 소득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시 이중차

분 분석한 결과, 이전 시행하였던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전

히 교육비와 교육비/총생활비의 비율값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소득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장려금 수령시 가구마다 사용양상은 다양하나, 교육비

에만큼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양을 유의미하게 늘렸으므로, 자녀양육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자녀양육 부담의

완화를 지향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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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자녀장려세제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구 내 양육 부담의 경제적 측면의 완화의 해소를 지

향하고자 시행된 보편적 복지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하여 각종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체계 등 자녀양육 지원제도들을 종

합적·총체적으로 연계하여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육

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교육복지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미성년 자녀에의 교육비 지출이 자녀양육

에 있어 중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

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가구 내 교육비 지출에 얼

만큼 효과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흡하였다. 하여

본고는 자녀장려세제가 가구 내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순수한 정책효과

를 한국복지패널 실태자료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해 이중차분분석(DID)을

시행하였으며, 자녀장려세제의 시행은 가구당 교육비 및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 비율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총 2,471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666가구가 자녀장려금 수

급 가구로써 실험집단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수급으로 월별

교육비가 7.46만원 가량, 교육비/총생활비 비율값이 1.23%p 유의하게 증

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생활비 영역에

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구의 실

질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교육비의 절댓값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점

에서 ‘교육비’ 지출항목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녀장려금의 수급으로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

에 교육비 영역에서의 지출이 필연적으로 증대되는 소득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 변수를 통제한 모형을 추가 분석하였으며, 여전히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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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 결과적으로 소득효과의 가능성을 기각하

였다.

결론적으로,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들의 사용 지출 양상을 다양하나,

교육비에는 필수적으로 지출 비용을 증대시킴을 알 수 있다. 실질 소득

의 증가량에 비해 교육비에의 지출 증가량이 크다는 점에서 소득효과의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었으나, 소득고정모형을 추가하여 소득을 통제

했을 때에도 교육비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효과의 가능

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내 경제

적 부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를 보조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

의 완화를 지향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정책 목적 및 장기적인 국가적 차원

에서의 공평한 양육환경과 불평등한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의 해소를 지

향하는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자녀장려세제의 신청조건 및 자격의 완화 및 자녀장려금액

의 증가 등 점진적으로 자녀장려세제가 확대해가고 있다. 자녀장려세제

는 실질적으로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규모가 작지 않은 제도이지만, 아

직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향후 자녀장려세제의 이행 시기가 길어

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후에 변화된 자료값을 반영하여 자녀장

려세제의 장기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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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policy effects of the Child

Tax Credit, which started to provide its first pay in year 2014, by

measuring whether it practically contributes to relieving economic

burdens when it comes to child support (especially, burden from

educational expenses) - its policy aim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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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15.

The empirical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the survey research

data provided by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s to

analyze pure policy effects on educational expenses by controlling

differences which can occur in policy effect analysis through mere

comparison after conducting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by

combining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of the Child Tax Credit policy

and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 credit after using the panel data

on household un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nforcement of the Child Tax

Credit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rease of educational expenses

with regard to respective households.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nalysis after setting not only educational expense

absolute value but also value of ratio between educational expenses

and total living expenses as 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t increase

had been identified. Model was designed by controlling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that can influence change in household's

educational expenses and increase of other living expense sectors

have been identified. However, other than educational expense sector,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Additionally, the model which had controlled income variable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income effect which could

have increased in spending in educational expenses sector due to the

increase of disposable income was additionally analyzed and

dependent variable significantly increased.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income effect was rejected.

In the sense that the aspects of using child support funds by

households are diverse but spending in the educational expenses

sector necessarily increased, such analysis results validate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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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Tax Credit is partially achieving the policy goal of relieving

child support burden by making practical contributions to educational

expenses relief of households.

Keywords : Child Tax Credit, educational expenses, policy

effects,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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